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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이기효·정현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SessionⅡ-1 – 보건의료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 1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이기효∙정현진(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1. 보장성 강화의 의의와 필요성 

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개념과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연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 달성의 핵심전략은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이며, 이를 통해 국가 구성원은 

지불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보장성 수준은 의료비 총량규모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보장성 

제고전략은 ①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확대, ② 급여대상 의료서비스 확대, ③ 본인부담 의료비 비

중 완화라는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함(WHO, 2008) 

[그림 1] 보장성 수준의 개념 및 보장성 제고전략 

자료원: WHO, World Health Report, 2008

⧠한국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전체인구의 97%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

장성에서 우선순위는 급여대상 서비스의 확대와 급여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저소득

계층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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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신의료기술 

등 고가 의료서비스 및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가계 소비지출은 1970~2010년 사이 6.1% 증가함에 반해, 의료보건항목 지출은 평균 

9.3%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임(국회예산정책처, 2011)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이유 중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부족(35.5%)이 질병‧사고 부담의 경

험(46.3%)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사회연구원, 2010 

⧠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지속)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 가중과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부담 의료비 발생으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

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4.40(’00) → 5.17(’05) → 6.02(’10)

        ※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소득/최하위 20%의 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초 수급자 편입 사유(’11, 복지부) : 실직 29%, 수입감소 22% 의료비지출 18%

⧠ (국민들의 욕구 분출)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건강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대한민국은 외견상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장수준은 기대에 못미치고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분출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현실화되

고 있음 

－미래의 이상적인 보장성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보다 증가’ 93%, ‘현재보다 감

소’ 7%로, 국민들은 의료보장 수준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보건의료미래위원회, 2011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가. 주요 경과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보편적인 의료보험 커버리지 달성(~1989)

⧠산전진찰, 만성질환관리료, 암환자 및 62개 희귀질환자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및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등 실시(~2004) 

⧠ 2005년 본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암등 고액 중증질환 본인부담 인하와 항암제 등 급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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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건강보험 식대 등 주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1.5% 달성을 

목표로 정책 추진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2012년) : 주요 내용(노인틀니, 산전진찰,

초음파, 암과 희귀난치 추가 본인부담 인하 등)

나. 성과와 한계(달성된 결과 측면)

⧠ (고액 중증질환 보장률 개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을 추진하여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당히 개선됨

－암 보장률 : (’04) 49.6% → (’07) 71.5%→ (’10) 70.4%

－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 : (’04) 49.0% → (’07) 67.6%

⧠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 그러나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 향상은 미미하며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공공지출비율 유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10) : 한국 58.2%, OECD 평균 72.2%

－건강보험 보장률 : (’04) 61.3% → (’07) 64.6% → (’10) 62.7%

⧠ (과부담 의료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사각지대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중이 높고 특히 빈곤

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의 경향을 가속시킴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가 30%가 넘은 가구비중이 35%에 달하며, 40%이상인 가구도 

27.8%임

－빈곤가구가 아니었던 가구 중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가 40%이상인 경우 29.0%가 빈곤화 

되었음

자료:「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송은철&신영전, 2010

다. 운영상의 문제점

⧠정책적 목표설정 및 체계성 미흡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체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목표와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설정되

지 못하였고 구체성도 결여됨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총체적 안목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이 아닌 

당시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금씩 진행하는 Incrementalism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사회의 발전수준이나 국민 기대에 못 미

치는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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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의 함의

⧠현재까지는 건강보장제도의 전반적 기틀을 다지고 완성하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부터는 

그 기반 하에서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장제도로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음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건강보장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또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

⧠즉, 과거의 Incrementalism적 보장성 강화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고 우리의 능

력에 부합하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계획의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건강보장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보장성 강화의 큰 틀을 새

롭게 짜고 재원조달 및 공급시스템 개선 등 여러 필요한 조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체계

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보장성 관련 대선 공약 검토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비

전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음

〈표 1〉2012년 대선 후보의 보장성 관련 공약

항목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건강보험 보장률 80% 70%대 후반(입원 90%)

보장성 강화 내용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부담 전국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급여화 및 선택진료제 폐지

- 단계적 접근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본인부담상한제 10등급화

- 50만원～500만원

간병서비스의 급여화

기준병실 4인실로 상향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부위별 확대 적용 노인틀니(임플란트 포함) 대상 65세로 확대 

※ 자료 :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토론」보건행정학회 2012 후기 학술대회, 2012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대선공약집 http://www.park2013.com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대선공약집 http://www.openmoon.kr

⧠여야가 제시한 공약안의 공통적인 취지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적 의

지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임

⧠그러나 여야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으며, 실천적 측면에서 타당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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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새누리당)

⧠주요 내용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

－이를 통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13) 85%➝
(’14) 90%➝(’15) 95%➝(’16) 100%로 확대

⧠검토

－전반적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획기적 강화의 의지를 표명하되, 현재의 한정된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도가 높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로 이해

되나 실천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특정 질환을 정해서 집중 지원하며 진료의 모든 내용을 보장해주는 방안은 보편적

이지 않은 접근법임

∙프랑스의 고비용・장기질환(ALD) 본인부담 면제나 대만의 중대상병제와 같이 특정 질

환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하는 예가 일부 있기는 하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가 힘들며, 이들 국가의 접근법 또한「새누리당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동일한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표 2〉외국의 특정 질환 진료비 면제 정책과 새누리당 공약안 비교

새누리당 4대중증질환 공약 프랑스 대만

∘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

환에 대해 2016년까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실현

∘30개 고비용 장기질환(ALD), ALD
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증・진행성 또는 

장애질환, 6개월 이상의 장기・고비용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장애가 있으면서 6
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31일 이상 장기

입원이나 근로 중 사고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하고 고액의 의

료비가 발생하는 30대 중대상병(희귀병 

포함)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중대상병제)

∙프랑스의 경우 포괄적 보장을 달성한 가운데(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 78%, 

2009), 여기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가계부담을 유발하는 상태(고액장기질환, 장기입원,

장애 등)에 대해 그 취약성을 국가가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인부담면제 정책을 활용하

고 있으며*, 대만 또한 장기간 치료와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을 선정하여 본인부

담을 면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 제도와 취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프랑스 ALD는 정률본인부담을 면제해주나 입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액본인

부담액은 (감액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함 

∙어느 국가나 취약계층․고비용 발생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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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환에 집중하여 해당 질환의 모든 치료를 보장해주는 정책은 극히 드물며, 고비

용․중증질환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법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상병수당”임

－두 번째로, 새누리당의 공약안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 보장을 명시하고 있

으나 진료비 부담을 100% 제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더 많음

∙진료비 부담을 100% 제거하게 되면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장벽이 제거되어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모든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과거 경험상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여건에서 100% 보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됨. 가장 가까운 예로 2006년 1월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본인부담 전액 면제 

직후 입원급여비가 연 39.8%(증가율 추이를 고려할 때 순수 증가분은 연 31.6%) 증

가한 사례가 있으며, 고액 중증질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고가장비인 PET의 

경우 급여화 직후 1년 사이 PET 급여비 청구액이 본인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증가한 경험을 갖고 있음

－세 번째로, 현재 (비급여 포함)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의 비

중은 55% 정도로 추산되며, 4대 중증질환자이지만 고액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환자 또

한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 무엇보다 고액 진료비 환자이면서도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45%에 대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심각함. 결국,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임

－새누리당이 제시한 80% 보장률 수준 달성이라는 전반적 구상 하에서, 4대 중증질환 관

련 정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과거 재정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던 시기에는 모든 고액중증진료비를 

일시에 전부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처럼 특정 질환을 정해서 선별․집중보장

하는 방식이 수용성이 있을 수 있었으나, 이미 공언한 바 있는 80% 보장성 달성의 틀 

안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해결방안이 가능함

∙공약 취지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노

력을 기울이되, 향후 5년 동안 진행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부

분으로 여타 정책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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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국민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민주통합당)

⧠주요 내용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

향조정

⧠검토

－ 100만원 상한제는 대규모 자원투입을 통해 국민의 보장성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자원 투입 규모가 매우 큰 만큼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에게 최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즉,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질병과 빈곤의 악

순환이 반복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고소득층 세대는 어

느 정도 부담능력에 맞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이며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사회보장의 근본취

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실제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행되었을 때, 현행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보는 수혜자수는 고소득층에 더 밀집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표 4>), 이는 원래의 취

지와 달리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료이용과 의료보장을 소득역진적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음 

－의료비 부담은 보육이나 급식 등과 달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인구고령화 등으로 향후 매우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능력을 고려한 자원배분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가 경제력이나 재정

추이 여건을 보아 검토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표 3〉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변경에 따른 수혜자 분포 예측

단위 : 명, 억원

소득

분위1)
현행(200:300:400만원) 100만원 단일기준

대상자 분포 대상자 분포
계 286,194 100.0% 1,747,911 100.0%
1 45,043 15.7% 135,302 7.7%
2 30,247 10.6% 107,095 6.1%
3 30,227 10.6% 108,889 6.2%
4 31,896 11.1% 116,965 6.7%
5 34,963 12.2% 130,695 7.5%
6 18,405 6.4% 148,361 8.5%
7 21,298 7.4% 174,385 10.0%
8 25,906 9.1% 214,087 12.2%
9 20,365 7.1% 268,261 15.3%
10 27,844 9.7% 343,871 19.7%

1) 소득구간은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함. 2011년 건강보험 자료 기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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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1)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새 정부 5년은 국민의 여망과 정치권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결합되어 우리나라 건강보장

을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 건강보장사의 한 획을 긋게 

될 절호의 시기가 될 것임

－사회보장 확대가 갖는 경로의존성과 비가역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는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부담능력에 기반한 합리적 목표설정, 둘째,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 셋째, 우선순위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 넷째,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출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 요

소임

－이하, 본 절에서는 보장성 강화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재원조달 및 지출관리체계 

등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제시하겠음

가. 국민의 부담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

⧠목표보장률 :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경제적 능력까지 고려 ⇨ 목표보장률 80% 설정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목표 : 70%

  - ① OECD 평균, ② 현재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 

③ 선진국이 과거 한국의 경제력 수준을 갖추었을 때 이미 달성했던 보장성 수

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 80%

  - 목표 공공재원 비중 70%에 대응되는 건강보험의 목표 보장률

－ 2010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 한국 58.2%(OECD 평균 72.2%)

－ 2009년 기준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 국가의 평균: 70.3%

※ 1인당 GDP $ 25,000 ~ $ 29,500에 해당하는 6개국 비교(이스라엘, 체코, 슬로베니

아, 포르투갈, 뉴질랜드, 그리스)

1) 본 고에서 제시한 보장성 강화방안의 주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2012.1~2012.7) 활동결과 보고서에 
기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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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이 현재 한국의 경제력 수준인 1인당 GDP $27,000을 달성하였을 때「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평균 74.5%였음.

※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이탈리아, 핀란드 등 비교

－공공재원 비중 목표를 보장률로 환산

※ Y = α + βX + ε (Y : 건강보험 보장률, X : 공공재원비중, 자료 : ’05～’09)

〈표 4〉공공의료재원 비중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구       분 공공재원 비중 vs 보장률

공공재원 비중(%) 55.0 60.0 65.0 70.0 75.0 80.0
건강보험 보장률(%) 62.6 68.6 74.7 80.7 86.7 92.7

⧠참고로, 새정부 공약의 핵심 목표도 2013년 70%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것

(입원은 85%, 외래는 75%)으로 타당한 목표설정으로 여겨짐

※ 현재 상태에서 보장률 80% 향상에 소요되는 추가재원규모는 단년도 기준 9.0조(간병 포함시 

12.4조)임.

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원조달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

적이면서도 공정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재

원을 발굴하여 재원조달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개편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 간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지역가입자는 다시 연간소

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불형

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보험재정의 통합운영 취지에도 부합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의 보험료 부담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개편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임

－소득은 보수(근로소득)와 보수외 소득을 포괄하되 보수외 소득은 사업(임대포함),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근로 외 가능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비례적으

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에 충실하게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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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모형

   보   험   료

소득보험료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율)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

(연간보수외소득액
/12)×보험료율

부가가치세 등 과세 
표준액의 일정률을 
재원으로조달

⧠재원조달기반 확대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개편에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기본보험료 성격의 건강보험 재원을 조달

하는 방안 도입

－추가적으로 건강위해식품 소비,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고려, 재정확

보 및 건강증진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관련 목적세(담배, 알콜,

석탄연료, 자동차주행세 등)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담배의 경우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여 건강증진사업 등의 재원확충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경우 건강위해 요인 등에 목적세를 부과하여 건강보험 재원의 약 10%를 

확보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 ’10년 담배수입의 38.8%를 건강보험에 지원

  - 알콜소비세 :  알콜함유 탄산음료 등에 대하여 부과(건강보험료 수입의 0.7%)

  - 의약품광고세 :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의약품매상액에 대해 9.5~21% 부과

  - 자동차보험세 : 1967년 3%에서 계속 인상되어 현재 15% 적용

  - 전문의약품 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각출금 : 전문약품을 개발하여 기업 등이 약국 등

에 직접 그 약을 판매한 경우 그 매상에 대해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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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순위에 입각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급여화 

1) 보장성 강화의 기본 우선순위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인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장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 보장성 강화의 기본 

우선순위 >
①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2009년 기준 약 410만명의 의료취약계층 존재, 이들은 경제적 

접근성의 문제로 낮은 건강수준과 높은 치료포기율을 보이고 있음. 의료사각지

대 해소 및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전략이 필요함

②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한국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은 2002년 1.9%, 

2005년 2.4%, 2007년 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에 비해 높은 수준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달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제

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함

③ 우선순위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왜곡된 비급여 구조 해소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을 위한 실질적 보장성 강화 및 동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가치체계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확대 전략

2) 우선순위 항목별 보장성 강화 방안 

가) 저소득층 보호 기능 강화

⧠소득계층 1분위 세대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 경감을 통한 접근성 향상

－적용대상 인구 규모(2010) : 약 3,450천명(보험료분위 하위 10%세대)

－본인부담률 경감 내용 : 입원 10%, 외래 15%, 약국 15%로 경감(의료급여 2종 수준)

      ※ 의료급여 2종의 건당 법정본인부담률은 입원 10%, 외래 15%, 약국 정액 500원임

⧠비용장벽 감소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기 위한 관리방안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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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저소득층 본인부담률 경감(안) 

(단위 : %)

구   분 현   재 경 감 후

입   원 20 10
외   래 30 ～ 60 15
약   국 30 ～ 50 15

나)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인하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높은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대응은 고액중증질환을 비롯한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제도적으

로 해결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또한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의 틀에서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재난적 의료비 기준) 연간 본인부담금이 연간 보험료 기여액(가입자 부담분)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

      ※ 이는 연간 가처분 소득의 35%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WHO의 40% 보다 강화된 기준임

      ※ 재난적 의료비 기준은 추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검토 할 수 있음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인하)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본

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현행 200:300:400만원 → 100:200:300만원으로 인하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나리오와 병행 추진시 현행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하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대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수혜인구

  : 374천명(’11, 보험가입자의 0.76%) → 1,029천명(’17, 2.1%) 증가 예측 

    ※ 연도별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용인구는 점차 확대됨 

〈표 6〉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인하(안)

소득계층(대상자수, ’13년) 상 한 액  기 준 

상위 20%(82천명) 연간 400만원 ⇒ 연간 300만원

중위 30%(150천명) 연간 300만원 ⇒ 연간 200만원

하위 50%(518천명) 연간 200만원 ⇒ 연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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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

‣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는 광범위한 비급여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서민층을 

보호하는 기능이 미흡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비급

여의 일부가 법정 본인부담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상한제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본인

부담 상한제의 실질적 가계 보호 기능은 회복될 것임(그림 참조).

‣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무리하게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조정폭을 과도설정하는 것은 타당하

지 못하며, 계획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가면서 예측되는 본인부담진료비 규모의 

변화와 여기에 다양한 상한액 조정 시나리오를 적용함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해소효과가 

달성되는 상한액 수준을 설정하였음.

다) 우선순위에 따른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 부담 해소

－가장 큰 국민부담을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중 [병실차액+선택진료료]

비중은 약 40.3%(2006~2010), 3.1조원(2010)

－이 두가지 항목은 규모가 상당하고 거의 모든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커다란 부

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어려움

－그러나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는 의료이용의 복잡한 성격이 얽혀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

선이 필요한 상태임

① 병실차액의 경우 환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추가서비스 비용과는 다른 차원으로 운

영되고 있음.

∙근본적으로 공적보험에서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환경기준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특별한 서비스 요구도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부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어야 하나, 현재 병실차액과 관련해서는 급여기준이 되는 6인실 병상의 치료환경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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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준병상 확보비율이 환자의 수요를 따르지 못

하여 비자발적인 상급병상 이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운영형식은 국민의 과중한 직접부담을 유발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확

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므로 국민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

(연간 약 9,723억원 추산)를 보험급여영역으로 흡수하여 기준병실 상향조정(4인실) 및 

기준병상 비율 확대에 활용함으로써 부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선택진료비 또한 환자의 선택과 무관하며 제도 취지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선택진료비 또한 이미 국민이 지불하고 있는 부담수준을 보험급여영역으로 흡

수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양질의 진료에 대해 보상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보장성 수준의 획기적인 강화는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그만큼의 재원투입

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질적수준을 도모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제도적․구

조적 문제로 실질적인 선택없이 국민부담만 유발시키는 비급여 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

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선택진료비 및 병실차액 문제 또한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음

⧠기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의료 보장성 확대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은 전체 비급여의 약 62.2%(’10)를 차지하

며, 초음파 등 주로 주사제, 처치 및 수술, 검사 등임(5.2조원, 2010)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보장성 강화의 원칙 및 필수의료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 필수의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지속적으로 급

여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의 원칙 및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간병서비스 급여(보호자 없는 병실)

－요양병원 88.0%1), 종합병원 49.7%, 상급종합병원 72.0%2)의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음

1) 안형식 등,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0. 

2) 성명숙․곽찬영 등, 급성기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2010.

－현재 간병서비스는 주로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만성․중증 환자 및 요양환자

는 장기간 간병요구도를 가족에 의존함으로써 제2, 제3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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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간병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기본항목에 포함되나,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급여 체계로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간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급여전환시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간병에 투여된 가족 노동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사회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간병에 대한 제도화 필요

⧠이상의 보장성 강화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인 80% 수준에 근접

할 수 있음

－보장성 강화 항목 시행에 필요한 총재원은 연 11.5조

－차상위 저소득계층 의료보장에 연 3,884억원,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에 연 1.36조원, 병

실차액, 선택진료비, 간병 및 기타 비급여의 급여화에 연 9.73조원임

－이는 현재 상태에서 일거에 급여확대를 단행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8.5%까지 향상시

킨다고 가정할 때 매년 필요한 재원규모임

⧠목표 보장률 80% 

 ‣ 현 보장률(62.7%) + 차상위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0.7%)

                    +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2.5%) 

                    +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 (12.6%)

 78.5%

〔그림 2〕보장성 강화에 따른 목표보장률 달성

-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액 하향조정
  : 300만원(상위)/200만원(중위)
    /100만원(하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 폐지
- 간병서비스 급여화
- 기타 비급여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따른 급여확대(초음파, MRI 등)

- 보험료기준 하위 10% 저소득층에
   (약345만명)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7 8 .

5%

7 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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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원 및 보장률 변화

항       목
추가 재정소요

(억원)

보장률 

기여도(%)

전체

보장률

(누적, %)

현       재 62.7
 차상위 저소득계층 의료보장 (a) 3,884 0.7 63.4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 (b) 13,643 2.5 65.9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

(c)

 병실 + 선택 + 간병 + 기타 97,265 12.6 78.5
  - 병실차액 7,778 1.5

-
  - 선택진료 16,178 3.1
  - 간병서비스 33,906 1.3
  - 기타 비급여 39,403 7.6

총계 (a) + (b) + (c) 114,792 15.8 78.5
※ 재정소요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항목별 비급여 규모 및 건강보험통계자료(의료이용량 및 급여비 지출규모와 본인부담률), 건강

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급여화 용역연구보고서(2010)를 기반으로 함 

※ 현재 기준 순수 추가 재정 값이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가격효과나 경기변동 효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단계적 보장성 강화 계획 설정 

⧠연 11조 4,800억원(5년간 총 57조 4천억원)의 일시적 투입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일부 급여항목의 경우 급여확대에 앞서 필요한 제도기반 구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우

선순위 설정 등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전반적 요소를 고려한 단계적․종합적 계획을 

통해 보장성 강화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음

⧠보장성 강화의 단계적 계획은 보다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

고에서는 논의촉발을 위해 다음에 근거한 시안을 제시함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고액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

비 부담해소에 필요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액 하향 조정은 앞서 제시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근거, 최우선적 접근이 필요함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은 대다수 국민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면서도 서비스의 질

적수준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문제의 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가짐. 다만, 선택진료 급여화는 소요재정 규모가 상당하므로 부분적

으로 2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함

－현행 비급여 중 필수부문에 대한 급여화와 간병제도화는 소요재원 규모가 연 3조~4조 원

으로 매우 크고, 필수의료 우선순위 선정의 사전작업의 필요성, 간병의 경우 제도기반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서비스 제공 인프라와 전반적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급여화 시기를 조정하고 재원 규모를 고려해서 3~4년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급여

화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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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계획에 따른 단계적 급여화시 다음과 같은 향후 진행을 예상할 수 있음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도별로 69.0%→72.5%→74.8%→77.1%→78.5% 수준까지 향상되

며, 5년간 총 36.6조원, 단계적으로 연 3.4조~11.4조원이 소요

－최종 목표보장률 달성시 입원 보장률은 약 85.1%, 외래보장률은 약 72.8%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됨

〈표 8〉연도별 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원

※ (현재 보장률) 62.7% + (확대시) 15.8% = 78.5% (약 80%)

항             목
보장률

증가분

연도별 재정소요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차상위 저소득계층 의료보장 (a) 0.7 3,884 3,884 3,884 3,884 3,884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 (b) 2.5 13,965 13,658 13,766 13,616 13,210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

(c)

 병실 + 선택 + 간병 + 기타  12.6 15,867 33,806 54,958 76,111 97,265
  - 병실차액 1.5 7,778 7,778 7,778 7,778 7,778
  - 선택진료 3.1 8,089 16,178 16,178 16,178 16,178
  - 간병서비스 1.3 11,302 22,604 33,906
  - 기타 비급여 7.6 9,850 19,700 29,551 39,403

 연도별 추가투입 재정 33,716 17,939 21,152 21,153 21,154
 연도별 투입 재정(a) + (b) + (c) 33,716 51,348 72,608 93,611 114,359
 누적 투입 재정 33,716 85,064 157,672 251,283 365,642
 예측 보장률 (%) 15.8 69.0 72.5 74.8 77.1 78.5

※ 현재 기준 순수 추가 재정 값으로 보장성 확대에 따른 가격․경기변동 효과 등은 미포함

〔그림 3〕단계적 확대에 따른 투입재원과 보장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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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계적 지출관리체계 구축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에 맞는 보장성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건강보장체계의 효율화 노력을 병행

해야 할 것임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강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건강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노

인의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

※ 전체 건강보험지출 중 노인진료비 비중 33.3%(15.4조원, 2011), 만성질환진료비 

34.9%(15.2조원, 2010)

－현행 치료서비스 위주의 건강보험체계로는 이러한 인구학적․질병구조적 변화에 대응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강화가 필요함

－따라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모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 건강검진 체계 및 통합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예방 및 효

과적인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효율적 급여관리를 위한 보험자 기능 강화

－현행 건강보험 거버넌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 주체인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급여관리가 

어렵다는 점임

－즉,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중 지출에 해당하는 급여지출의 범위와 규모의 결정, 급여지

출에 대한 사후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보험자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결과적

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과 지출간의 유기적 연

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혼재되어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호 연계하에 

유기적으로 전체 건강보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 공급 시스템의 효율화

－국가 보건의료자원을 개발·배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

게 적절하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보건의료 공급시스템 효율화가 없이는 아무리 재원을 

지속 투입해도 건강보장체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음

－이러한 차원에서 보건의료 공급시스템의 효율화는 전체 건강보장시스템의 운영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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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추구되어야 할 과제임

－우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2011 기준, 총진료비 중 

약제비 점유 비중 35.3%)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약제비 지출관리정책(참

조가격제, 약제비 총액관리제 등)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유통정상

화의 일환으로 공공제약사 및 공공도매상 운영․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도한 행위별수가제 의존도를 탈피하여 적정진료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적정보

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기반 확충 및 

의료인력 및 장비의 적정 수급체계 확충 등을 검토해야 함

－또한 의료의 질평가 강화 및 의료이용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 선택에 의한 양질의 의

료이용기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준비해야 할 것임

5. 결론 및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건강보험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건강

보험보장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2005년 이후 본격화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제고되는 등 일

부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였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보장성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

며, 재난적 의료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압력 가중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지난 2012년 대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새 정부 5년은 우리나라 건강보장을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 건강보장사에 한 획을 긋는 절호의 시기가 될 

⧠무엇보다 사회보장 확대가 갖는 경로의존성과 비가역성을 고려하여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

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가 계획되고 실천되어

야 함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의 지속가능한 강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강보장 시스템을 조망하면

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합리적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재원조달 시스템과 지출관리 시

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즉, 보장성 강화는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를 확대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건강보장시스템 및 국민보건시스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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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는 과제인 만큼 국민, 이해관계자, 정치권, 정책당국의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전체 시

스템을 조망하여 연계된 정책을 배합하고 조율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범 부처를 망라하는 

(가칭)건강보장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등 연계과제와 병행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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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을 모색하자면 먼저 과거의 역사와 최근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

으로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를 다루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구와 제안은 다른 어떤 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매우 

풍부하다. 그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이 크고 그 개편이 전 복지정책에 주는 영향이 막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의 축적이 적지 않은 이유로 개편에 대

한 구체적 설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재논의하고 그 방향설정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개편안이 있었지만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었던 『빈곤정책제도개선 기획단』의 제안을 검토

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방향설정의 비교, 확인하고자 한다. 개

편의 구체적 설계는 각 영역에서 진행될 정치한 후속 연구의 몫이라고 본다. 이 글은 이후의 개편

논의와 개편시도의 토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의를 갖는다.

이 글은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환경변화, 동 제도의 성과와 한계(와 쟁점), 그리고 개편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동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환경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간의 성과와 더불어 한계에 대한 논쟁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환경에 걸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모색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은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대상의 확대, 욕구별 급여체계로의 전환, 탈수급·탈빈곤의 

기제 강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환경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외환

위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기상황이었다. I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실업의 증가였다.

1997년 2.6%이던 실업률은 1998년 6.8%에 이르렀으며 1999년 4월 실업률은 7.2%에 달하였다.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은 주로 저소득계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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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득의 단절을 의미하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율도 증가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계지출을 보인 도시가구의 비율은 1998년 내내 15%를 

상회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과 제5항-“생활능력이 없

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에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

입 당시에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되었다. 빈곤에 대응

하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포괄적인 급여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매우 긴요한 것이었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급여를 신설

하여 급여의 포괄성이 개선되고,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급여수준을 합리화하는 의의를 지닌 제도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 개념을 수정하고 수급

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의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외환위기 당시 근로능력자

의 빈곤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를 대상의 범위로 포괄하였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능

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당시의 대 빈곤정책은 황무지에 가까웠다.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국면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의 중요성은 그리 부각되지 못하였다. 국

가의 지원은 요보호 노인과 장애인 등에 한정되었고, 근로능력자와 근로능력자인 부양의무자를 둔 

노인과 장애인은 국가의 지원 대상으로 쉽게 수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었다. 당시의 복지

정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인 제1차 사회보장계획(1999~2003년)을 보면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설계의 생활보호대상 확대 외, 빈곤정책의 구성이 매우 취약하다. 교육과 

관련하여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인문계고교 학비 지원 추진’이 제안되어 있고, 사회보험확대와 취

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 제안되어 있고 그 밖에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생활보호대상의 확대와 함께 자활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 설치와 거택보호대상에게 주거비 지원이 

제안되어 있었을 뿐이다.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이 보육,아동·청소년, 교육, 여성, 노인, 장애

인, 일자리, 근로자복지, 전달체계, 민간자원, 주거, 에너지, 소득보장, 의료보장, 문화, 농어촌복지

의 영역으로 수립된 것과 크게 대조된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거의 유일한 대빈곤정책이었던 2000년과는 복지정책의 환경이, 좁게는 기

초보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보면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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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사회지출의 변화

빈곤층, 넓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부록1>을 보면 

주거, 교육, 의료 영역을 망라하여 복지정책이 그 범위에서 넓게 확장되고 새로운 복지정책이 계속 

확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나로 표적화하고 전 급여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으로써 보호하려는 노력이 유지될 이유가 약화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가. 현황과 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생활보호제도에서 54만 명에 

불과하던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함께 149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0년 155만명, 2011년 147만 명의 빈곤층을 보호하고 있다. 급여

의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도 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2013년 최저생계비는 2인 97만 4천원, 4인 

154만 6천 원 정도로 상향조정되었다. 전체적으로 기초급여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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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수급자의 규모와 최저생계비의 변화

(단위: 가구, 명 %, 백만원)

2000 2001 2001 2003 2004 2005

수급가구 688,354 698,075 691,018 717,861 753,681 809,745
수급자 1,488,874 1,488,874 1,315,185 1,374,405 1,424,088 1,513,352

인구대비 3.22 3.00 2.84 2.87 2.96 3.14
기초급여예산 1221947 1560176 1543955 1593665 1738204 216454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급가구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수급자 1,534,950 1,549,848 1,529,939 1,568,533 1,549,820 1,469,254

인구대비 3.18 3.20 3.15 3.22 3.07 2.89
기초급여예산 2341175 2647355 2941687 3317143 314777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각 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10년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비교적 큰 규모의 빈곤층을 보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보장

제도의 불완전성과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초기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문제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빈곤층의 생활유지 대책이었다. 고용불안정과 소득격차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크게 줄기보다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는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빈곤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되지 않는 규모는 줄지 않았다.

〔그림 2〕빈곤율 변화(도시근로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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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규모

○ (정 의)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

— (A)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20%는 67만명

— (B)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103만명

— (C) 차상위 계층 170만명 〔67만(A)+103만(B)〕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 초과자: 240만명

자료: 이태진 외, 2012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인정액과 같은 기준이 엄격해서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빈곤계층의 

규모가 전 인구의 약 7.5%,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이태진 외 2012).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탈락이유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 분석되기도 하였

다(여유진 외, 2009, 이태진 외 2012에서 재인용).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높다고 지적

되었다. 재산의 소득환산에서도 소득환산율이 시중 정기예금금리(’10.1 평균 3.453%)보다 높은 수

준이며, 자동차에 대한 환산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빈번했다. 결과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 또

한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왔다(홍경준 외 2004; 이현

주 외, 2005).

이러한 비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둔감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

득인정액 기준은 그 동안 꾸준하게 개선되어왔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안내에 따르

면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이상이고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85%미만으로 변경된다.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액도 완화되었다. 수

급자의 재산환산도 변경되어 주거용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개선은 비수급빈곤층의 일부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비수급빈곤층 전체의 생활상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10여 년 간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은 계속되어 왔다.

일부의 문제는 이러한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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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다.   

나. 한계와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또는 쟁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것으로 제

도에서 배제된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쟁점은 과연 비수급빈곤층을 기초보장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가능

한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면서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별 급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는 두 번째 쟁점과 만나게 된다. 더불어 각종 지출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최저생계비의 획일성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이슈와도 연관된다. 세 번째 한계이자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기초보

장제도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지원이 과연 기능적인가하는 점과 관련된다. 근로빈곤층, 좁게는 

조건부수급자의 탈빈곤, 혹은 탈수급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뜨겁다. 네 번째 이

슈는 제도의 건강성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하게 부정수급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복수급의 위험과 그 

예방 방안이다. 중복수급이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었지만 동일 대상이 동일 제도의 수급을 동 시

기에 반복하였을 경우에만 중복수급이라 할 수 있다. 핵심 문제로 언급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동

일 대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는 수급의 쏠림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즉, 급여의 집중이나 쏠림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작지 않다. 비수급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준

의 개선이 이어졌다. 많은 부분,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더 개선할 여지는 남아 있

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인구는 103만명으로 추산되

고 있으며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인구는 2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343만명 정도의 

비수급빈곤층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시켜서 수급자기준을 개선하면 각종 생활상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그리고 비수급빈곤층으로 추산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외 빈

곤층의 기초생활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

한 답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극빈층을 포함한 전 빈곤층에 대한 대응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확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되 빈곤층에 대한 대응은 이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비수급자인 빈곤집단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표현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의미는 이 집단을 기초보장제

도로 모두 포괄할 당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가 없거나 소액인 가구가 적지 않을 

것이다.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약 7%의 수급자는 현금급여선 이상의 

소득일 가능성 높다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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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이 수행되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소득평가액을 활용하여 현금기준선 즈음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규모는 대략 7%이며 소득평가액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으로 파

악할 경우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즉 적지 않은 빈곤층이 현금 지원 외 교육, 주거, 의료 등 현

물지원을 수급하는 가구이며 빈곤층 중 욕구별 급여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최저생계비와 같은 소득빈곤선으로 각 기초욕구부문의 박탈을 경험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매우 

불충분하다. 표준화된 소득기준으로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가 적지 않다. 욕구별 급여

로 전환을 제안하는 각종 연구들은 필연적으로 생계비에 대한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행 표준생계비는 각 가구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산출

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생계비는 두 가지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이 된다. 하나는 중소도시

의 4인가구라는 표준가구가 다양한 가구형태의 욕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부와 자녀 2

명으로 구성되는 가구의 지출이 다른 형태의 가구욕구와 지출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이 

없어서 학용품비 지출이 없을 수도 있고, 대도시 거주자의 주거 등 생활비가 농어촌의 그 것과 같

을 수도 없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소득빈곤계측의 한계와 욕구영역별 충족의 전환 불가능과 연

관된다.

아래의 분석은 소득빈곤가구와 욕구역역별 해당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과부담가구, 그리

고 최저생계비의 해당욕구에 할당된 표준 지출을 초과하여 나머지 소득이 여타의 기초생계를 꾸리

기에 부족한 가구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표 2〉욕구영역별 빈곤가구의 구분
구분 방식

소득빈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주거

표준주거비 초과지출 빈곤
소득-주거비＜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15.8÷100)

**주거비=(보증금×0.1÷12)+월세

주거 과부담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초과인 가구

주거박탈

2달 이상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이 있거나,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이 있거나,
돈이 없어서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이 있거나,
1년 동안 대출상환액 연체횟수가 1회 이상인 가구

의료

표준의료비 초과지출 빈곤 소득-의료비＜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4.5÷100)
의료 과부담 월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20% 초과인 가구

의료박탈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이 있거나,
건강보험을 미납한 경험이 있거나,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

자료: 이현주 외, 2012: 60

1)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현금급여기준선 즈음이 가구의 비율을 구하였다. 수급자 현황자료에는 소득평가액이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현금급여기준선이 있는 구간 이상의 소득인 가구의 규모를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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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표준주거비 초과지출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그림 5〕주거비 과부담, 주거박탈, 소득빈곤과의 비교

자료: 이현주 외, 2012: 64-5

〔그림 6〕표준의료비 초과지출빈곤과 소득빈곤의 비교   〔그림 7〕의료비 과부담, 의료박탈, 소득빈곤의 비교

자료: 이현주 외, 2012: 68-69

위의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도 특정 욕구충족에 과다 지출을 하게 되어 

여타의 생활영역에서 기초욕구충족이 어려운 가구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빈곤 밖에 

욕구충족을 위하여 과부담지출을 하는 가구와 욕구충족이 안되는 가구의 수가 적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는지, 그 충족은 가구의 소

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필요하다2). 그리고 이 기준을 활용한 각 개별 욕

구영역별 지원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적정 지출을 하지 못하여 박

탈을 경험하는 가구와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소득대비 과부담을 하는 가구도 일치하지 않는다.

빈곤집단의 구성은 그 만큼 다양하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다른 하나의 비판지점은 균등화지수이다. 균등화지수가 부적절하게 적용됨으

로써 주거나 의료 등 욕구영역에서 실제 필요한 지출의 수준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의생활과 식

2) 욕구별 박탈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되는 소득구간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의료의 경우 의료욕구 미충족 밀집구간은 최저

생계비 대비 130%구간, 주거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충족과 주거비 과다 지출가구 밀집구간은 최저생계비 대비 140%구간,
교육의 경우 교육부문 박탁지수가 높은 구간은 최저생계비 대비 140%구간에서 박탈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

로 분석되기도 하였다(이현주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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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균등화지수와 주거비, 의료비에 적용이 가능한 균등화지수는 매우 상이할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연료비, 식료품비, 의류비, 보건비와 최저생계비의 가구균등화 지수가 

달라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의 경우만 하여도 이러한 균등화지수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가구 규모별 월 평균 연료비 지출 비율과 최저생계비의 균등화지수(2011년 기준)

가구규모 1 2 3 4 5 6 7

연료비 1.0 1.6 2.1 2.4 2.6 3.3 3.2
식료품 1.0 1.8 2.2 2.5 2.7 3.0 3.2 
의류 1.0 1.8 2.8 3.2 3.3 3.5 2.6 
보건 1.0 1.8 1.9 2.0 2.1 2.9 2.9 

최저생계비 1.0 1.7 2.2 2.7 3.2 3.7 4.2 
자료: 2011 월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현주 외 2012: 87에서 인용수정

연료비지출은 7월 기준

다음 이슈는 탈빈곤, 탈수급의 촉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포괄하

면서 조건부 수급과 자활사업을 병행 실시하였다. 하지만 수급자의 탈수급, 탈빈곤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수급자 중 근로연령대의 40-60세 수급자의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2011년 일반 수급자 중 40~65세의 중년기 인구는 35.9%에 이른다. 하지만 수급자의 경제활동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저조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기초보장 수급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1

20세 미만 29.4 29.3 28.4 28.6 29.0 29.1 28.7 28.1 25.1
20-30 6.0 5.9 5.6 5.4 5.2 5.0 4.9 5.1 5.9
30-40 9.3 6.5 8.5 8.4 8.4 8.1 7.7 7.1 5.7
40-50 15.1 15.7 15.6 15.8 16.1 16.3 16.4 16.6 15.8
50-60 9.3 9.5 9.4 9.7 10.2 10.7 11.3 12.0 15.1
60-70 13.5 14.4 13.9 13.4 12.6 12.1 12.0 11.7 11.5

70세 이상 17.5 18.6 18.6 18.8 18.6 18.7 19.1 19.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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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경제활동 일반수급자 취업형태 연도별 추이(2001~2009)

(단위: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계 335,057 301,202 297,401 301,700 318,637 320,345 322,937 318,500 331,484 236,909

상시고용 21,133 17,556 15,769 14,293 13,965 13,317 12,795 12,181 12,644 9,326

임시고용 33,730 29,979 29,571 29,963 31,640 32,101 32,283 31,517 31,966 21,685

일일고용 145,471 131,282 127,712 127,336 131,102 129,487 127,670 123,552 124,545 89,738

자영업 52,089 46,028 41,428 37,604 34,943 31,518 28,936 26,296 25,441 17,146

농수축산업 4,818 7,672 10,281 11,909 12,972 12,655 12,479 11,826 11,036 7,618

실직 및 

미취업
77,816 68,685 72,640 80,595 94,015 101,267 108,774 113,128 125,852 91,747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년도.

지난 2009년 시작된 희망리본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보다 고비용의 밀도있는 취업연

계 프로그램으로 근로가능 수급자를 비롯하여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

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 사업들로 자활성공률(취․창업률)3)과 탈수급률4)이 상승

하여 취업률(자활성공율)은 ‘07년 14.0%에서 ’11년 21.8%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탈수급과 탈빈곤의 촉진을 기초보장제도의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취업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근로능력자의 판정에서 편차가 커서 정확성이 의

문시 된다는 점 등과 관련해서 해결할 과제가 많다.

〔그림 8〕수급자의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

3) 자활성공률 = (탈수급자 및 취․창업자)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 

4) 탈수급률 = (탈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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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자활사업의 프로그램 유형별 취업성과 및 탈수급 성과 비교 (2010년 기준)

자활사업 프로그램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성공율 탈수급율

기타 자활사업 25,819 15.8 7.2
취업연계 프로그램 소계 5,079 40.1 18.3

　 취업성공패키지 2,480 33.7 13.6
　 희망리본사업 2,599 46.2 22.8
전체 30,898 19.7 9.0

자료: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내부자료(2012년), 류만희(2012)를 재구성

탈수급과 탈빈곤의 저조함은 기초보장 수급으로 얻는 각종 혜택의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

도 강하다. 즉 수급을 벗어나는 순간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수급을 벗어나서 각종 보장에서 

멀어져 생활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는 점이 제도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래에

서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와 일반 취업을 비교하면 그 혜택의 차이가 크다.

〈표 7〉현 수급자대상의 사업유형별 근로유인 체계

구 분

소득공제 특례제도 적용 사회보험료 감면 이행급여 지원

소득 30% 공제
최저생계비초과 시에도 

3년간 수급자격인정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2년 지원

자활사업

(4만명)

○ ○ ○ △

자활근로‧공동체소득 30% 
공제  →  장려금 지급

자활근로‧공동체, 희망리본 

참여자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기금에서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탈수급시 지원

일반 취업

(12.7만명)

× × × △

취업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적용안됨

특례적용 안 됨

(패키지 참여자 포함) 감면제도 없음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자료 이태진 외 2012: 7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건강성이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수급자로 남으려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근

로능력자의 근로동기가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커질 것이라 우려하게 된다. 수급자는 주민세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과,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감안하여 제공되는 보육료, 교육비, 장학

금, 양육수당,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 기초노령연금액의 일부, 장애수당 및 장

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등이 수급자에게 부가적인 급여의 형태로 제

공된다. 더불어 소득세와 사회보험 기여금의 납부 또한 수급자에게는 면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급자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비수급빈곤층은 그 수준이 

낮아 수급과 비수급가구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매우 크다. 수급자 대비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적 배

제의 영향으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수준으로 남게 된다. 아래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는데 수급자의 경우 각종 지원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4%를 넘지만 비수급 빈곤층

은 72%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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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고 구체적 준비를 시작할 무렵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정교한 재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앞서 살펴본 쟁점에 대응하는 순서로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 기준의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중 기초보장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집

단을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 더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된 

개선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거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나름 타당하다. 당장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면 그 규정은 지켜

지기 어렵고 결국 부양가구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 간 관계가 훼손될 위험을 높이기만 할 수 

있다. 재산 기준만 하여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주거용 재산을 포함하고 있고 그 환산율이 매우 

높아서 거주하는 비용으로 인한 수급탈락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전세금이 다소 높은 경우 실제 

소득이 없어도 현급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는 재산에서 어떠한 소득도 얻어지지 

않는데도 말이다.

현재 차기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

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

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

과 유형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한다는 것과 국민이 이해하기 쉽

도록 복지 정책별로 기준을 통합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그 동안 개선방향

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안한 바와 유사하다. 단 구체성이 부족할 뿐이다. 한 가지 언급하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더 이상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직계 1촌으로 한정하고 그 

배우자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현실화한다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

균소득이나 중위소득에 부양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계와 부양가구의 생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 적격을 판정하는 기준 중 재산의 소득환산은 주거급여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급자 중 자가 가구는 계속 감소하고, 반면 보증부월세와 월세가구는 증가 중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임대료 지원이 확충될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재

산은 금융재산과 주거 외 재산 등으로 보다 단순화되며 이 경우 그 환산율의 완화 근거도 약해진

〈표 8〉집단 간 공적이전평균 및 소득비교(2009년 기준)

(단위: %)

구분

기초보장수급자(A)
소득/최저생계비 100%이하 

비수급(B)

소득/최저생계비 100%초과, 

130%이하 비수급(C)

전체

(N=501)

노인

(N=283)

근능

(N=328)

전체

(N=567)

노인

(N=477)

근능

(N=388)

전체

(N=397)

노인

(N=299)

근능

(N=312)

최저생계비대비 

경상소득(%)
124.9 109.3 129.1 72.1 75.7 71.6 115.4 113.9 116.0 

최저생계비대비 

공적이전(%)
80.7 81.0 74.1 16.6 18.9 15.4 16.5 20.5 15.1 

평균공적지원액1) 651 556 687 144 150 146 148 171 144 

구분

기초보장수급자(A)
소득/최저생계비 130%초과, 

150%이하 비수급(D)

소득/최저생계비 150%초과, 

200%이하 비수급(E)

전체

(N=501)

노인

(N=283)

근능

(N=328)

전체

(N=257)

노인

(N=172)

근능

(N=220)

전체

(N=562)

노인

(N=255)

근능

(N=516)

최저생계비대비 

경상소득(%)
124.9 109.3  129.1  140.3  139.8  140.2  173.8  171.7  174.1  

최저생계비대비 

공적이전(%)
80.7 81.0 74.1 17.7 23.2 16.4 15.6 26.7 14.0 

평균공적지원액1) 651  556  687  179  218  177  167  250  159  
주: 복지패널 원자료 분석

    공적이전에는 기초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모부자가정수당, 영유아보육료, 학비지원, 진급복지지원, 바우처지원금, 기타보조금, 사회보험금 

수급액 포함.
자료: 김용성 외(2011): 363

제도적 사다리가 구성되지 않아서 수급과 비수급의 차이가 크고 비수급으로 진행한 후 탈 빈곤

과 안정된 소득계층으로 진행하여 가는 단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빈곤과 탈수급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된다. 최저생계비 대비 130%, 150%선까지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도 적지 않지만 전체 지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수급자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강신욱 외 2012 참조).  

3.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

구체적인 기준설정이나 필요 예산의 추정보다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기준 설정이나 예산 추계는 이미 관련 연구들에서 몇 가지 자체적인 가정을 두어 진행한 바 있

다.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이태진 외 2012; 강신

욱 외 2012).  2011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빈곤예방, 자활촉진, 기

초생활보장 내실화 방안을 논의할 『빈곤정책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였고 기획단의 논의를 기

초로 기획단의 의견을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다(이태진 외, 2012). 이 보고서에서도 매우 구체적

인 제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기준의 개선이나 소요예산의 추계 등은 향후 정책 방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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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고 구체적 준비를 시작할 무렵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정교한 재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앞서 살펴본 쟁점에 대응하는 순서로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 기준의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중 기초보장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집

단을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 더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된 

개선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거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나름 타당하다. 당장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면 그 규정은 지켜

지기 어렵고 결국 부양가구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 간 관계가 훼손될 위험을 높이기만 할 수 

있다. 재산 기준만 하여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주거용 재산을 포함하고 있고 그 환산율이 매우 

높아서 거주하는 비용으로 인한 수급탈락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전세금이 다소 높은 경우 실제 

소득이 없어도 현급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는 재산에서 어떠한 소득도 얻어지지 

않는데도 말이다.

현재 차기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

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

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

과 유형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한다는 것과 국민이 이해하기 쉽

도록 복지 정책별로 기준을 통합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그 동안 개선방향

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안한 바와 유사하다. 단 구체성이 부족할 뿐이다. 한 가지 언급하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더 이상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직계 1촌으로 한정하고 그 

배우자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현실화한다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

균소득이나 중위소득에 부양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계와 부양가구의 생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 적격을 판정하는 기준 중 재산의 소득환산은 주거급여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급자 중 자가 가구는 계속 감소하고, 반면 보증부월세와 월세가구는 증가 중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임대료 지원이 확충될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재

산은 금융재산과 주거 외 재산 등으로 보다 단순화되며 이 경우 그 환산율의 완화 근거도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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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용 재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의한 사각지대 

규모를 약 40%가량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되기도 하였다(이태진 외 2012). 주거용 

재산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논의를 하여야 한다.

〈표 9〉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유형별 현황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2001 172,715 90,771 130,417 21,764
2002 169,017 88,115 123,327 29,014
2003 163,610 88,740 124,965 38,925
2004 158,263 89,131 132,175 49,276
2005 154,359 90,888 144,002 64,988
2006 143,069 89,849 150,029 79,373
2007 145,977 89,645 152,606 93,224
2008 132,701 85,958 149,063 104,397
2009 125,590 85,517 150,431 116,850

자료: 2010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의 소득환산보다 소득과 재산의 이중적용이 더 적절하다. 소득과 재산의 기

준을 별도의 적용하는 것은 큰 강점을 가지는데 그 강점은 국민의 이해가 쉽다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사회정책의 접근성은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간주된다. 접근성이란 단지 물리적 거

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차별이 심하거나 낙인이 심하게 부여되는 정책은 정서적으로 접근성이 

약하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된 제도는 역시 국민의 접근성이 낮다. 소득인정액은 그 구

성에서 매우 복잡한 요소와 산식을 내포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쉽게 산출

하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복지정책의 수급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기준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생활이 어려워도 복지수급에 대한 신청

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제도신청은 여전히 

고려 밖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2013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이상

이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85%미만으로 변경된다.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액도 완화되었다. 수급자의 재산환산도 변경되어 주거용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

고, 나머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 재산의 소득환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요는 더 이상 이러한 기

준의 개선으로 비수급빈곤층의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고민의 지점이 국민기초보장제

도 밖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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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수급자격의 개선안 비교

구분 현  행 기획단안 새누리당 정책공약

선정기준

○ 주거용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 적용. 나머지 재
산 환산율 월 4.17%

○ 총순자산이 조정된 일반
재산의 최고가액 미만

— 조정된 일반재산의 최고
가액= 일반재산의 최고가
액+(급지별 전세가격—지
역별 기초공제액)

○ 소득평가액이 조정된 생
계급여 최대액 이하

— 조정된 생계급여액=최저
생계비—타법지원액—주
거급여액+임대료제외 주
거급여액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
제를 확대 

○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
과 유형별 재산의 소득
환산율 개선

○ 복지 정책별로 기준 통
합 조정

○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 
1촌으로 한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
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의 130%이상이고 수급
(권)자와 부양의무자 가
구 최저생계비 합의 
185%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
을 유지하되 점진적 완
화 

○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
득·재산·부양비 부과 기
준 검토, 완화

생계급여

○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잔액의 
약 80%

○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
비 항목 중 현물을 제외
한 금액

○ 조정된 생계급여 최대액
—가구의 소득평가액

○ 보충급여 방식유지. 근로
능력자에게는 제한적 보
충급여로 일정 기준소득
과 최대액의 차액 지급

-

자료: 이태진 외 2012: 15

나. 욕구별 급여로 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층의 욕구는 가구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다. 소득빈곤집단이 아니라

고 기초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욕구별 급여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반

복적으로 거론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거, 의료, 교육, 근로를 중심으로 욕구별 급여체계를 설계하고 

주장한 연구도 많다. 최근의 연구로 가장 광범위한 정책부문 전문가가 참여하고 긴 논의를 거쳐 

진행된 기초보장기획단의 안과 차기 대통령 공약의 해당내용을 보아도 욕구별 급여의 기본 방향이 

유사하다. 단, 기획단의 제안과 비교하여 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대상기준의 현실화부분에서 제시하였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인식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 주거, 의료, 교육, 근로지원 

제도들이 작동하고도 잔존하는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표적집단이다. 즉 제도 설계와 적

용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이미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제도들이 도입,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도 저소득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주요 제도들이다.

앞서 언급한 현물급여도 역시 이러한 집단을 우선 정책표적으로 하게 된다. 욕구별 급여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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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구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과부담을 줄이고 빈곤이나 소득분배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는 더 이상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생제도도 아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정

책은 저소득계층을 포괄하여 그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선행하는 제도로서 재구성되어야 한다(이현주 외, 2008). 

주거, 의료, 교육, 근로를 중심으로 욕구별 급여 체계를 제안한 입장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

와 같다. 기획단의 안과 공약 모두 욕구별 급여를 제안하고 있다. 급여종별 기준과 급여수준도 달

리하여 다층적 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기회단의 안이 보다 구체적이어서 각 욕구별 지원제도의 기

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반면 공약은 각 욕구별 기초보장제도의 변화 외 해당 욕구영역

의 여타 관련 제도의 신설이나 확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사실 욕구별 급여는 

욕구영역별 제 제도의 종합적 설계와 전문적 운영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안내

용이라 하겠다.

공약인 ‘새누리의 약속’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표현되어 있는 개선안은 의료, 교육, 주거급여

와 문화, 에너지, 통신에서 주로 통합, 조정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각 급여와 서비스의 확충에 대

한 대안제시를 불분명하다. 욕구별로 별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정한다고 하면서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한다는 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정책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의 120%미만인 비수급층이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원론적 수준의 의의는 수급층은 아니지만 빈

곤의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빈곤집단은 단일 선으

로 파악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별 정책에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주거의 경우 기획단의 안은 기준임대료를 설정하고 이를 자격기준과 급여수준에 활용하고 있으

며 당연 전제는 기초보장과 주거지원을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공약에서는 저렴한 임대

주택의 공급과 목돈 부담을 줄이는 전세제도의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자체의 개편은 추상적 수준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의료의 경우, 기획단의 안은 

현재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의 개편을 주로 논의하면서 의료급여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제

한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대상은 건강보험의 급여율 상향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공약은 본인부담경감을 계층별로 차별화하고 고액의 진료비질환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의료

보장을 제안하였다. 교육에서는 기획단안이 수급자에서 벗어나 교육급여를 확대하는 제안하고 있는

데 반하여 공약은 대학생 학비도 1-2위 소득분위에 전액무료를 제안하고 있다.

근로의 경우에는 두 개안 모두 다른 욕구영역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제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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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단안의 경우 보충급여의 엄격한 변경이 주 내용이다. 근로능력자의 경우 자활과 같은 일자리의 

임금과 생계급여선 차액을 보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공약에서는 근로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언급되었으나 실업자, 근로능력 취약자에 대한 대안은 취약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을 높이고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공약사항의 영역별 정책들이 실현되면 기획단의 기초보장 개편안이 보다 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욕구영역별로 보다 넓은 계층에게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기초

욕구 충족이 보장되는 상황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욕구별 급여가 분리, 확대하는 것

이 순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1〉욕구별 급여체계 개편안의 비교

구분 현  행 기획단안 새누리당 정책 공약

방향

○ 수급자 대상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제공

○ 욕구별 급여특성에 따라 다층
적 보장

○ ‘맞춤형 빈곤정책’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기준 상향조정

○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 급여의 부처간 칸막이 해소, 
통합·조정

○ 급여종별 기준과 급여수준 
개별화

주거

○ 수급자 대상

○ 자가의 경우 서비스 제공

○ 임대의 경우 생계급여 중 
주거비 지급

○ 총순자산이 최저주거기준 주택
매매가격 미만 가구와 생계급
여 최대액을 제외한 소득평가
액의 20%가 최저기준임대료(주
거급여 최대액) 이하의 임차가
구를 대상으로 함

○ 급여액은 주거급여 최대액(최
저기준임대료)에서 생계급여 
최대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의 
20%를 차감한 잔액

○ 기존 시세 1/2~1/3시세의 
저렴임대주택공급

○ 임대인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목돈없는 전세제도 

의료

○ 수급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기타 대상도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건강보험의 급여율 선진국 수
준(약 80%)으로 상향

○ 생계급여기준선이하 근로능력
없는 가구(한시적 2종자격유지)

○ 점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비적용 

○ 본인부담 외래 1,500원, 입원 
및 약 5% 

○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1분
위 50만원, 2분위 100만원 
상한)

○ 4대 중증질환 진료비전액 국
가부담

○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
화

교육

○ 수급가구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입학금수업료면제

○ 기타 비용은 현금

○ 생계급여 200%에서 점차 확대
(생계급여 재산기준 125%이하)

○ 부양의무기준 비적용

○ 교육비와 교재비 등 교육준비
비 지급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014년 25%에서 단계적 확
대)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1-2
분위 전액 무상)

근로

○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잔액의 
약 80%

○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
비 항목 중 현물을 제외
한 금액

○ 조정된 생계급여최대액 — 가
구의 소득평가액

○ 보충급여 방식유지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일자리나눔형 근로시간 단
축, 비정규직 고용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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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주요 욕구 범주별로 지원을 강화해가더라고 기타 교통, 통신 등의 지원

을 모두 개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여타의 지원들을 어떻게 정리, 조정해나갈 것인가에 대

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후 더 많은 지원이 신설, 확충되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준비가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수급자로 집중되는 각종 지원의 상당수는 수급자 급여에서 타법지원액으로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국가지원이 다시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행정적인 낭비가 된다. 수급자로 

대상이 한정되었거나 저소득층이나 중산층까지 확대된 지원들의 경우 원론적인 수준에서 수급자에

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원론적 수준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

여 외 여타의 지원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수급자 외로 한정할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논의있어야 기존의 각 급여와의 관계, 이후 급여의 대상 선정이 보다 합리

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보편적 수당으로 수급자에게도 지급할 것인지, 추가 비용지불로 수급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최

저생계비 비목에 있어 중복의 위험이 있어 수급자는 배제할 것인지, 최저생계비 비목에 있어도 그 

수준의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 등 판단의 혼란을 초래하는 각 지원에 대해서 제도의 목적과 의의를 

고려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기획단의 안에서는 그 급여가 얼마나 긴요한 것인지, 수급자에게 우

선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규칙이 모호하다.

<각 급여에 대한 기획단의 정리 방안>

○ 최저생계비 비목에 없지만, 중복적인 혜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급여들(각종 공공임대주택, 주택개보수, IDA, CDA 등)에 대

해서는 비수급빈곤층이나 차상위에게 동등한 우선순위 부여

○ 부가수당 성격이지만 기초 수급자에게 좀 더 많은 급여가 제공되는 급여(장애인연

금, 각종 장학금 등)에 대해서는 비수급빈곤층이나 차상위에게 동등한 급여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새로운 급여나 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하

기보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과학적인 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여

력이 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에 쉽게 대상을 찾는 방안으로 수급자는 좋은 표적이라 하겠다. 하

지만 이러한 경향이 결국 수급자에게로 지원이 쏠리고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는 부

작용을 초래하였다. 만약 욕구별 지원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여타의 각종 지원들도 준용

할 수 있는 기준 선택지가 보다 넓어질 것이고 다양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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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과 복지의 상보적 관계 구축

고용과 복지가 향후 10년 이상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다수가 취업

과 고용안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획단의 안에서도, 공약

에서도 근로빈곤에 대한 대안은 부족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가장 먼저 견고하게 

재 설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크고 근로빈곤층이 겪는 생활의 문제의 심각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소수의 극빈층 대책으로 마감될 수 없

다. 빈곤상태의 근로능력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2〉가계조사, 근로빈곤 관련 통계(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장소득>

전체 빈곤율 16.1 16.7 16.7 17.3 17.0 
가구주 근로연령 빈곤율 11.4 11.4 11.5 11.8 11.4 
가구주 취업 빈곤율  9.1  9.6  9.7  9.5  9.2 
근로연령 빈곤율 12.3 12.4 12.5 12.8 12.5 
취업 빈곤율  8.8  9.2  9.1  9.5  9.7 
<경상소득>

전체 빈곤율 13.8 14.6 14.5 14.6 14.0 
가구주 근로연령 빈곤율  9.9 10.2 10.2 10.0  9.6 
가구주 취업 빈곤율  7.8  8.9  8.7  8.1  7.6 
근로연령 빈곤율 10.5 10.8 11.0 11.1 10.5 
취업 빈곤율  7.7  8.5  8.3  8.4  8.1 
<가처분소득>

전체 빈곤율 13.8 14.4 14.6 14.8 14.3 
가구주 근로연령 빈곤율 10.0 10.2 10.3 10.4 10.0 
가구주 취업 빈곤율  8.0  8.8  8.7  8.6  8.0 
근로연령 빈곤율 10.6 10.8 11.1 11.2 10.8 
취업 빈곤율  7.7  8.3  8.2  8.4  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11

〔그림 9〕근로능력빈곤층의 규모 추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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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탈빈곤, 탈수급 촉진에 한정된 대안모색이 아니라 근로빈곤 전

체에 대한 대안모색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기존 정책의 변화도 도모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실비의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앞서 제안한 욕구별 급여가 수급층을 넘어 보다 넓은 집단, 보다 높은 소득

계층으로 확대되면 근로능력자의 생활형편은 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러한 욕구별 급여가 근로빈곤

층의 빈곤심화를 예방하고 탈빈곤의 사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근로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수급자인 근로능력자에 대한 대책으로 한정하여 본다면 근로능력자 중 수급신청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판정이 보다 정확하게 진행되고 전문적인 근로지원으로의 연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하여 적정 시점과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한 이후로는 수급탈피를 지원,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 수급자로 진입하기 전에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은 

기초보장수급자로 진입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고용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만약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및 급여와 병행한다면 그 효과성은 높을 것으로 이해된다.

일회의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상담에 의하여 근로능력과 자활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정확하기 어

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책

정하기 전에 근로능력, 자활능력판정을 위한 적정한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시군구에서 직접 

비교적 긴 기간의 판정과정을 수행할 여건이 아닌 지역은 고용센터와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고용센터도 이 업무를 외부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자활센터와 민간기관으로의 

위탁 시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책임 또는 모니터링은 공공기관이 지도록 한다. 배정된 기관의 프로

그램에 수급신청자가 매일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의 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근로능력 뿐 아니라 적성, 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개선은 

사실 법을 일부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법에 따르면 수급신청 후 일정 시간 후 수급여부 결

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보다 짧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적 문제(법정 준수 기간 등)

등으로 이러한 방식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 책정 시 일정 기간(약 1개월 4회 이상, 고용센

터 및 시군구 자활팀, 또는 자활센터의 전문가에게 의뢰)의 집중 상담과 계획 수립과정을 거치도록 

설계하여 판정과 배치의 정확성을 높이는 집중적인 면담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노대명 외, 2012). 

고용과의 연계는 강화하여야 한다. 시군구에 고용, 자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유용하다. 현재 진행 중인 시군구에 직업상담원의 신규 채용과 배치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신규인력 배치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직업상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순환, 파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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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람직하다.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는 향후 매년 신규인력을 1인씩 증원하고 이들에게 

고용센터의 취약인구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팀에서 슈퍼비젼을 제공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약 2년 동안 전문 인력으로 성숙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규인력 1인을 증원할 때 기존 인

력 1인을 시군구로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약 8년 정도 계속한다면(지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수가 다르므로 이 필요 시간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할 시군구 3-4개 지역에 숙련된 고

용전문가를 배치하여 시군구의 복지업무 담당, 자활담당과 보다 강력한 연계를 실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시군구 단위로 추진 중인 사례조정회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지와 고용, 자활의 

연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각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당장 대상자의 의뢰,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지원 제도는 과거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설계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빈곤

층의 근로태도는 비빈곤층과 다른 환경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낙관적인 기대를 

회복을 하자면 선택과 성공의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

어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직종의 선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

를 들어 사회서비스제공 조직에 취업한 근로빈곤층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일

에 적응하는 경향을 보인다(이현주, 2012). 

라. 어떻게 전달할까?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는 몇 가지 지향하는 목적이 있다. 우선 접근이 쉬워야 한다. 앞

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물리적 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거리가 너무 먼 것은 접근성이 좋다

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요지는 급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이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잘 홍보되고 신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오프라인이나 온

라인 등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가 쉬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하였다. 쉽게 신

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신청 창구에 쉽

게 접근하려면 온라인이 아니고서는 여러 곳을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관리

하는 곳이라면 주무기관이 아니라하여도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 의뢰,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

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의 구조를 개편함에 있어 우선 다루어야 할 부분은 각 급여 주체를 급여별로 다변화하

고 각 주체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기초적인 생계와 학비, 의료비, 주거급여 외 각종 

유관 서비스의 확충이 진행될 것을 고려한다면 급여주체의 다변화, 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된다. 급여영역별로 저소득층을 표적으로 하는 제 급여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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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기초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는 기관으로 신청하러 이동하기는 무리다. 결국 

복지정책의 수행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다양화하

고 기관관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대응이다.

〔그림 10〕급여별 전달체계 개편 전후 비교

자료: 노대명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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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건에서는 신청에서도, 급여 및 서비스 제공에서도 연계가 중요하다. 현재 13개 부처 

200개 사업이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일선 사무소도 다양하다. 이에 더하여 분권

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제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은 현실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물론 전략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정되는 정책들, 상호 영향을 

주는 정책영역(예를 들어 고용과 복지)에서는 강력한 통합도 논의할 만하다. 하지만 보건도 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교육도 고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통합할 정책들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연계를 제대로 해내자면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전산망의 발전은 연계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다. 서비스와 급여 등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각종 급여와 서비스에 신청을 의뢰하여 줄 수도 

있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조사도 피할 수 있다. 결국 제 급여의 연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정보의 공

유를 강화할 것인가가 급여체계 개편 전후의 전달체계 개선안이 될 것이다.

한편 다양한 복지제도 집행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급

여 대상자 선발 의뢰를 받는 시군구 읍면동은 매우 많은 급여와 서비스의 대상 선정을 의뢰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조직은 각 정책기획 부처들로부터 등한시 될 위험이 크다. 개별 

정책을 기획하는 조직은 전 복지제도의 집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다면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한 정책도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정책

의 집행을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조직의 구성이 시급하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현재의 총리실 산하 부서의 조정기능이나 행정안전부의 기능,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이러한 역할이 충분하게 수행될 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실

질적으로 조정에 관여할 기반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 기반이란 영향력과 전문성을 모두 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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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욕구별 복지제도 구분

일련번호 욕구별 부처명 급여/서비스명

1

교육

(16)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2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4 만3~4세교육비

5 만5세아무상교육비

6 저소득층무료급식비지원사업

7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8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9 차상위계층장학금

10

보건복지부

결식아동급식지원

11 교육급여

12 긴급복지 교육지원

13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4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15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지원

16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52

의료

(22) 보건복지부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53 가사간병방문도우미(수혜자)
54 국가암조기검진사업

55 난임부부시술비지원

56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57 노인의치보철

58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59 방문보건사업

60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61 생애전환기건강진단(만40세, 만66세)
62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63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64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65 신생아난청조기진단

66 의료급여

67 의료지원

68 장애아동재활치료

69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70 장애인보조기구교부(구.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71 장애인의료비

7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7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74
자활

(4)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75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76 자활장려금

77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82

주거

(10)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공급 1순위

83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84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85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86 영구임대주택공급

87 장기전세주택공급

88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89 긴급복지 주거지원

90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

91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강신욱, 이현주 , 손병돈, 금현섭, 김성한, 김용득, 민소영, 정희선, 이경진 201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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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장애인정책 개선 방향 및 과제

윤상용(충북대학교 교수)

1. 서론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다른 사회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

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최근 10여년은 다른 여느 분야보다 장애인

복지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00년과 2003년의 장애 범주 

확대와 더불어 2001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변용찬·윤상용 외, 2006), 2007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 수급자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2배 이상 인상됨으로써 소득보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

루어졌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비준,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등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가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복지관 등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가 

등장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확충도 계속되었다.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복지분야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등과 

같은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는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렇듯 지난 30년간,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정책의 역동적인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립생활이념의 확대에서 비롯

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조직적 연대와 다양한 복지권 운동,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

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결합하여 나타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성과에 대한 가시적 결과물은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가이다. 1981년에 14억원으로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이후 1990년에 296억원

으로 10년동안 20배가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437억원으로 1990년보다 4.8배 증가하였다. 그

리고 2010년 예산은 6,475억원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5배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2013년 

예산은 10,57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였다(윤상용․이민경, 2010).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

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OECD, 2010).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97



2000년 이후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

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수급 요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삭감, 급여에 따른 의무이행의 부여 등

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 ‘복지개혁(Welfare Reform)'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

인 정책의 경우, 건강수준의 향상과 평균 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연령층 장애인의 연금 의

존 심화 및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복지개혁의 주된 대상으

로 인식되었다. 이는 장애급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 부담이 커졌으며, 또한 장애 급

여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장애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애급여가 제공

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급여의 총 지출액은 실업

급여 총 지출액의 약 2배에 달하였으며, 전반적인 저실업 기조 속에서도 이들 장애 급여 수급자들

의 실업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장애 급여 중심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효과성이

나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취업 중심의 평등기회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건강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

고 장애 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주요 선진 외국은 장애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직활동, 직업복귀, 그리고 재훈련 프로그램 등

을 강조하며 임금보조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정책간 적극적 연계 추구가 지난 2000년 이후의 OECD 회원

국의 장애인정책 개혁의 지배적인 경향이라면, 좀 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또 하나의 개혁 아

젠다는 자립생활이념의 확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제도의 도

입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으로서 Direct payment, Personal budget 등으로 상징되는 현금급여

화이다.

본 고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30여년간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되어 온 장애인정책의 발

전을 계승함과 동시에 최근 장애인정책의 국제적 경향을 수렴할 수 있는 신정부의 장애인정책 개

선 방향을 모색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정책의 확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인 지난 10여년간의 장애인복지예산 변화 추이와 의미

를 살펴보고, 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통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장애인정책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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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중앙정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중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의 2005~2013년간 연평균증가율도 13.9%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지출의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15.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상별로 파악하면, 노인, 장애인, 아동의 순서이나, 보육료지원

예산을 아동 범주에 포함시키면, 장애인은 보건복지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노인과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현재 1인당 장애인예산은 33만원으로 1인당 노인

예산(67만원)에 비해 적었으나, 1인당 아동예산(2만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노인예산이 갈수록 증가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

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대규모 지출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2011년 1조 9,346억원)

에 지출되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아동예산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1인당 장애인예산은 1인당 

아동예산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005~20013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현황

(단위: 억원, 천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아동복지부문(A) 137 218 702 938 1,850 1,485 1,750 2,084
노인복지부문(B) 3,689 4,348 5,967 20,818 31,604 35,166 37,306 39,040 42,931 41.99
장애인복지부문(C) 4,249 5,032 6,244 6,964 6,970 7,046 8,403 9,040 10,573 13.91
보건복지부 전체예산(D) 148,564 166,282 189,634 249,048 296,667 310,195 335,694 366,928 410,673 15.63
아동복지예산비율(A/D) 0.09 0.13 0.37 0.38 0.62 0.48 0.52 0.57
노인복지예산비율(B/D) 2.48 2.61 3.15 8.36 10.65 11.34 11.11 10.64 10.45
장애인복지예산비율(C/D) 2.86 3.03 3.29 2.80 2.35 2.27 2.50 2.46 2.57
아동수(E) 11,105 10,904 10,705 10,491 10,247 9,976 9,688
노인수(F) 4,367 4,586 4,810 5,016 5,193 5,357 5,537
장애인수(H) 1,777 1,967 2,105 2,247 2,419 2,517 2,519
1인당 아동예산(A/E)

(천원)
1.2 2.0 6.6 9.0 18.1 14.9 18.1

1인당 노인예산(B/F)

(천원)
84.5 94.8 124.1 415.0 608.6 656.5 673.8

1인당 장애인예산(C/H)

(천원)
239.1 255.8 296.6 309.9 286.8 279.9 333.6

주: 1.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은 각 연도 추경 포함한 금액임

2. 아동과 노인수는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름

자료: 보건복지부(2011)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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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동향 및 시사점

가.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장애 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재정적 압박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의 실패 혹은 한계에 대응하여 주요 OECD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수립

하여 대처해 오고 있다.

첫째, 장애급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는 장애급여 수급요건으로서 근로능력 

평가 요소를 강화하여 부분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장애연금과 같은 장기 장애급여를 수

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몇몇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장애급여 수급 심사 절차를 기

존의 근로무능력 중심에서 잔존 근로능력(remaining capacity of work)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

을 시도하였다. 이는 장애급여 수급자들이 탈수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급여 수급

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장애 급여에 대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것임을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고용서

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소위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구직활동 등 고용서비스에 참

여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셋째, 임금보조나 근로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사

실 장애급여에 대한 진입 제한과 장애급여 수급 조건으로서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화만으로는 장애

인 고용율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은 일하기를 주저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장애급여 수급자 수를 줄이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진정한 사회통합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사회보장 급여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인프라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의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프랑스의 고용연대부(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Cohésion sociale), 노르웨이의 고용사회

통합부(Department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일본의 후생노동성 등은 중앙부처 수준의 

대표적인 통합 사례이다. 중앙부처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일선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이어지는데, 영

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사무소(Benefit agency)와 고용사무소(Jobcentre)가 통합된 복

지고용사무소(Jobcentre Plus)가 운영 중이며,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장애급여와 고용

서비스 외에 지방정부 사회서비스사무소가 통합된 NAV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경우에는 Centrelink라는 민영화된 조직이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의 통합된 사정체계로서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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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현금급여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장애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자립생활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금 급여이다. 1996년에 도입된 영국의 

직접 지불(direct payment) 제도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및 미국 등의 국

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구매 또는 활동보조인 고용을 위한 명목의 현금 급여를 지급하

고 있다.

이들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현금 급여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보수당 집권 때인 1996년에 장애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 지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노동당 집권 이후 급

속히 확대되었다. 이후 노동당 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개

혁사업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인 예산제

(Individual budget)를 도입하였다. 이 개인 예산제는 기존 지방정부사회서비스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 정부의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를 비롯, 지방정부의 장애 설비 보조금

(Disabled Facilities Grant) 예산, 지방정부와 NHS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통합 지역사회 보장구 

서비스(Integrating Community Equipment Service),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의 산하 기관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에서 관할하는 직업 접근 프로그램(Access 

to Work) 등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제를 통해 투여되는 예산을 통합하여 사회서비스대상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대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조직과 직접 지불제와 같은 현금

을 포함한 수급 방법 등을 계획하는 제도를 말한다(Care Service Improvement Partnership, 

2006). 이 ‘통제권 In Control’ 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평가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스스로 조직해 

본 이용자들에게서 높은 만족도가 나왔으며 전통적인 서비스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서비스

들이 출현하고 있다(CSCI, 2006).

영국이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 공급을 전면적인 이용자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 가능했던 핵심

적인 요소는 기존의 분절적 사정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공통의 사정틀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의 시행 착오를 거쳐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욕구 사정은 과거의 전문가 중심의 

사정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 사정과정에의 보호자 참여, 자기 평가 도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욕구사정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자원 할당은 개인 계좌로 명명되어 거주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1년 3월 현재 개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서비스 수급자 중 약 30%가 개인 계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원할당시스템은(Resource Allocation System)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ADASS(Association of Directors of Adult Social Services) 혹은 In Cotrol Model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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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전면적인 이용자 중심 재정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자들

은 시설 존립의 근거가 되는 서비스 이용자의 확보를 위한 경쟁과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해 관리 측면의 노력 등 이전과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재정 지원 방식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익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DA, 2011).

첫째, 형평성의 관점에서 가장 많은 욕구를 가진 개인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둘째,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서비스,

나아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투명성의 관점에서 서비스 욕구 및 비용에 대한 표준화된 사정은 재정 공급자로의 정부와 

재정 소비자로의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 간에 보다 분명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넷째, 효율성의 관점에서 개인 예산 제도의 도입은 1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이

는 영국 등의 주요 선진 외국의 정책 평가에서 파악된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전망이다.

다섯째, 서비스의 관점에서 서비스 질의 제고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 진

입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총량의 증가가 기대된다.

4. 주요 장애인복지 지표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

가. 장애 출현율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7명 중 1명(14.3%)은 일상생활에 어려

움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6% 수준의 장애출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가 인구주택총조사 등 

서베이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측정이라고 할 수 있

는 등록장애인구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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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장애출현율

주: 자기 평가에 의한 장애출현율임.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나. 장애인복지 주요 지표

1) 장애인 고용율

〔그림 2〕OECD 회원국의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율 및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적 고용율의 변화 추이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이며, 상대적 고용율의 경우 1990년대 중반보다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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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소득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 평균 소득보다 20% 정도 낮았으

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5%)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림 3〕OECD 회원국의 1990년대 중반, 2000년, 2000년대 중반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월평균 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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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가구 빈곤율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35%로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포

인트 높았으며, 상대적 빈곤위험율에 있어서도 2.4로서 미국, 호주,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4〕OECD 회원국의 2000년대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위험율

주: 상대빈곤율의 경우 중위소득 하위 60%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4)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로서 이는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1.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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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사적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구분

장애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상병급여

GDP 대비 % GDP 대비 % GDP 대비 %
실업급여

 대비 %

총 공적 

사회지출 

대비 %

1990 2000 2005 1990 2000 2005 1990 2000 2005 2005 2005

호주 1.1 1.2 1.3 0.5 1.8 1.3 1.6 3.0 2.5 463 15
오스트리아 1.8 1.1 1.3 1.3 1.1 1.0 3.1 2.3 2.4 221 9

벨기에 1.4 1.2 1.4 1.4 0.7 0.7 2.8 1.9 2.1 72 8
캐나다 0.4 0.4 0.4 0.0 0.0 0.0 0.4 0.4 0.4 65 2
덴마크 1.6 1.5 1.8 1.4 1.1 1.3 2.9 2.6 3.1 231 11
핀란드 2.1 1.8 1.9 1.5 1.2 1.2 3.6 3.0 3.1 194 12
프랑스 0.9 0.8 0.9 0.6 0.7 0.8 1.6 1.5 1.6 99 6
독일 0.8 1.0 0.9 1.9 1.6 1.3 2.7 2.5 2.2 148 8

아일랜드 0.5 0.6 0.7 0.8 0.6 0.7 1.3 1.1 1.5 163 9
이탈리아 1.2 1.9 0.8 0.9 0.7 0.5 2.1 1.6 1.3 324 5

일본 0.3 0.3 0.3 0.1 0.1 0.1 0.4 0.4 0.4 125 2
한국 0.1 0.1 0.1 0.1 0.1 0.1 0.2 0.2 0.2 104 3

룩셈부르크 2.0 1.7 1.6 0.6 0.6 0.9 2.6 2.3 2.5 324 11
멕시코 0.0 0.0 0.1 0.0 0.0 0.0 0.0 0.0 0.0 - -

네덜란드 4.7 2.7 2.4 2.9 2.2 2.3 7.6 4.9 4.6 303 22
뉴질랜드 0.6 0.9 1.0 0.3 0.3 0.3 0.9 1.2 1.3 302 7
노르웨이 2.5 2.3 2.6 2.6 2.7 2.4 5.1 5.1 4.9 960 23
포르투갈 1.7 1.8 1.8 0.0 0.0 0.0 1.7 1.8 1.8 157 8
스페인 1.2 1.2 1.1 1.0 1.0 1.1 2.2 2.2 2.2 103 11
스웨덴 1.9 2.1 2.5 3.1 2.0 1.7 5.0 4.1 4.2 353 14
스위스 1.0 1.8 2.1 1.2 1.1 1.0 2.2 2.8 3.2 339 16
영국 1.6 2.1 1.8 0.6 0.7 0.5 2.2 2.8 2.3 904 11
미국 1.5 0.6 0.7 0.8 0.6 0.7 1.3 1.2 1.4 483 9

OECD 1.3 1.2 1.2 1.0 0.9 0.8 2.3 2.1 2.0 248 10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5) 장애인복지지출 및 GDP 대비 고용․직업재활서비스 지출 비중

2007년 기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중 고용․직업재활서비스 지출 비중은 4%를 약간 상회하여 

25개 회원국 중 12번째로  비중이 높았으나, GDP 대비 고용․직업재활서비스 지출 비중은 0.1%

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6) 장애급여 수급율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연령가능대(20~64세) 장애인 중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에 크게 못 미치는 2% 미만으로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으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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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출 및 GDP 대비 고용․직업재활서비스 지출 비중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그림 6〕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수급율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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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정부 장애인정책 개선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낙후 원인

앞서 살펴보았듯,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사실상 멕시코와 더불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수준에서 최하위권의 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

산 투입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규모는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

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이 여전히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해 있고, 낮은 취업률과 자립생활지원서비

스의 부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의 예산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온 국가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지난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장애

인복지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수준에 있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선, 장애인 정책 대상 인구가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

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진입 단계(gateway)로서 등록 장애의 범주가 전체 신체 

기능의 제약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5) 더불어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 주요 제도가 장애 상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서비스)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 주요 선진 외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도 최하위 수

준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 비중을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실례로서, 우리나라 장애급여의 효과성

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급여 수급 후에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

펴본 결과, EU 회원국의 경우 장애급여 수급 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26.3%p가 상

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9%p 증가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장애인정책 프로그램 수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기회 비용 보전을 위한 보호자 수당,

중증장애인의 미래 보호 및 주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

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어 있다.

5) 우리나라는 전체 신체 기능 중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만을 장애로 인정하는 폐쇄적(closed) 장애 등록 체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주요 선진 외국들은 대부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서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

약을 명시하지 않는 개방적(open) 장애 등록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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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구현하고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입(INPUT)의 증대, 장애인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분절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자원 할당 및 사례관리 기

능의 부재 등 제도 운영 과정(PROCESS)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정책 개편 방향 및 정책 과제

1) 장애인복지 진입단계로서 장애 등록제도 개편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모든 신규 장애 등록 신청자의 장애 등록 여부 및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원심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소위 가짜 장애인으로 대변되는 기존 장애 판정

절차의 객관성과 엄격성 결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장애 등록 및 판정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개별 서비스(급여)별 수급 자격 기준으로서 장애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 외국

과 달리 등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진입 단계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는 현 장애 평가 체계가 의료적 모델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의 15개 장애유형의 

장애 등급 기준은 의학적으로 진단된 신체적, 정신적 손상(impairment) 중심의 기준으로서, 손상의 

결과로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제약(functional limitation)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소득 등)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손상의 정도는 크지 않으

나 심각한 기능의 제약과 사회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경증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음으로써 서비스의 사각 지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15개 유형만이 장애로 인정됨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일

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함으로 초래하는 손상과 기능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로 등록할 

수 없는 상당수의 잠재적 장애인이 존재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존 15개 장애유형 간에도 최저 장애 기준 및 장애 등급에 있어서 단일차원성의 원칙

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15개 장애유형 중에 장애 등록 혹은 중증의 인정이 상대적

으로 관대한 장애유형이 있는 반면, 심장장애나 뇌병변장애와 같이 다른 장애에 비해 장애 등록 

혹은 중증의 인정이 어려운 장애도 공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일반적으로 장애관련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함축적이

고 암시적으로 정의하며, 수급 요건(eligibility criteria)을 별도로 정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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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장애와 관련된 수급요건으로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기

간 등 장애 상태와 장애인의 욕구이다. 개별 장애관련 프로그램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 요건은 상

이하며, 이는 예정된 수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함인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지원을 위한 제도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 개인의 건강상태와 기본적인 과업수행능력간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일상생활 지원 영역

에 있어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욕구의 상관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식사, 이동, 개인 위생 

등의 기본적인 self-care를 위한 욕구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러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사정은 장애

에 대한 사정으로 간주된다. 또한 ADL 지원에 대한 사정은 보다 넓은 범위의 욕구 즉 가사, 의사

소통, 이동, 대중교통 수단 이용, 사회적 참여 등의 도구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지원과 관련된 급여를 제공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소득보장 제도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근로 능력(work capacity)또는 소득 능력(earning 

capacity)의 손실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관

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과정 접근법(procedural approaches)'으

로서 이는 장애인 개인이 일을 중단한 이유와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

지를 규명하기 위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능력 접근법(capacity profile 

approaches)'으로서 이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노동 시장의 요구와 비교해 봄으로써 장애인의 일

을 할 수 없는 이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손상 중심 접근법(impairment-based 

approaches)'으로서 이는 과거의 직업과 미래의 가능한 직업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장애인 개인

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의무고용제도를 포함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주로 손상 중심의 

장애 정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손상 중심의 정의가 생산성이 감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산

성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손상으로 인해 고용상의 차별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원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의 장애 등록 및 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향

후 장애 등록 및 평가 체계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특정 신체 기능의 손상만을 장애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폐쇄적 체계를 모든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확대하는 개방형 체계로 바꾸고, 각 신체 기능의 손상이 개인의 일상적 기

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공평하게 반영되는 장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 이후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위 한국형 장애 분류 및 판정 기

준(KMA-Guides)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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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주요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장애인정책 영역별로 핵심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요소를 확정

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각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앞

서 언급한 한국형 장애 분류 및 평가 기준에서 최저 장애 기준을 충족했거나(단일 등급제),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및 경증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통해(2등급제), 모든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급 요건

으로서 신체적, 개인적 차원의 장애를 평가하고 그 외 각 정책영역별로 반드시 필요한 평가를 추

가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서비스의 수급 여부 및 수급량을 결정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2) 장애인복지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 및 장애연금 수급 기준의 개편,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급여

로서 장애인연금의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 및 바우처 사업을 통한 장애인 대상의 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인 바, 2000년 이후 이어져 온 장애인복지예산의 가

파른 상승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전체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

중도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OECD 회원국 평균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라

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복지예산을 증가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 제도

의 확대는 물론,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과 더불어 각각의 제도

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부문별 예산 수립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수요 예측과 물가상승율 

등 보다 합리적인 준거를 통한 예산 수립이 이루질 필요가 있다.

3)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강화 및 적극적 연계 추진

가) 단기적 접근

향후의 장애인정책 영역별 예산 배분은 장애인의 미충적 욕구(unmet need) 충족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장애인복지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이념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을 제고

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소득보장의 예산 비중을 지속적

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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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이는 최고 수준의 장애인 빈곤율을 유지하게 하는 주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장애 급여의 확대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

는 단기적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급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 수준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2011년 

현재 장애급여 수급자 수는 약 70만명으로서(장애연금 수급자 수 7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31

만명, 경증 장애수당 수급자 수 32만명) 이는 18세 이상 전체 장애인 244만명의 29%에 불과하다.

먼저 장애연금의 장애 판정 기준을 근로능력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

준 역시 국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수준을 상향해야 할 것이다.6)

더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한 1차 안전망으

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연금의 경우 

현재 중증장애인의 평균 소득이 매우 낮음을 감안할 때,7) 지속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점진

적인 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제도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안에서 설정하였던 것처럼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장애인연금을 기초

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재편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중증장애인에

게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OECD 국가의 다

층 소득보장체계가 대체적으로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공적연금을 주된 기둥(2층)으로 하여 공적

6) 우리나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저임금 대비 장애연금 비중이

라는 척도로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자료 확보가 가능한 6개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동 비율이 37%로서 전체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았다.

〈표 3〉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연금 급여 수준 비교

 (단위: %)

구분
호주

(2005)

룩셈부르크

(2005)

스페인

(2005)

영국

(2005)

아일랜드

(2006)

네덜란드

(2006)

한국

(2011)

최저임금대비 

장애연금 급여 수준
45 99 118 45 57 100 371)

주: 2011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최저임금 902,880원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자료: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vol. 1, 2, 3, 2006, 2007. 2008.

7)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39.5만원으로서 노인의 58.4만원보다 훨씬 낮아 가장 취약한 계

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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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비수급자 및 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로 자산조사 방식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보완적 

기둥(1층), 그리고 소득비례적 요소의 극대화를 통해 소득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둥(3층)의 형태로 수렴된다고 할 때, 공적연금 수급액 산정에 있어서 소득균등부문(A값)과 함께 

1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성격이 유사한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전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더욱이 기초연금의 성격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보편적 기초연

금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는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논의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급진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 역시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급액 인상과 관련한 단기 목표로

서, 기초급여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값)의 5%

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부가급여 역시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인 월 21

만원을 목표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부는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기초연금체제하에서 A값의 10%까지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검토하

고 있는데, 이는 맥락상 기초노령연금지급액과 동일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부가급여의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경증의 성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급여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대상의 추가비용급

여인 장애아동수당 역시 실질적인 추가비용 지출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급여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정부의 핵심 장애인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급여체계를 소득보전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사민주의 장애인정책 국가의 경우 기초연금 혹은 조건부 

기초연금을 1층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들 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도 최저수준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인 및 가구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와 노르웨이는 현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일본, 덴마크, 아일랜드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사회연금 방식으로 

1층을 운영하면서, 역시 이들 급여를 포함한 전체 소득이 기초보장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빈곤선

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미국의 경우에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사회연금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되, 보편적 기초보장제도와의 병급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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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일본 핀란드 아일랜드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후생연금

기초연금(Kansaneläke)  
소득비례연금(Työeläke)

기초연금(Invalidity 
Pension)

제

도

명

1. 소득

보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해기초연금 Työkyvyttömyyseläke
Disability 

Allowance, Blind 
Person's pension

2. 추가비용 장애인연금(부가급여), 특별장해자수당 Eläkkeensaajien Mobility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우리나라와 같이 보편적 기초보장제도에서 장

애인에 대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표 4〉주요 OECD 회원국의 비기여 장애급여 체계 

유형 국가

소득보전급여1) 추가비용급여2)

기초연금 조건부기초연
금 사회연금 기초보장

제도 사회수당형 공공부조형

A형

네덜란드 √ √ √

노르웨이 √ √ √ √

핀란드 √ √ √

스웨덴 √ √ √

B형

이탈리아 √ √ √

한국 √ √ √

덴마크 √ √ √ √

일본 √ √ √

아일랜드 √ √ √

C형

스페인 √ √

프랑스 √ √

영국 √ √

호주 √ √

독일 √ √

미국 √

D형 오스트리아 √ √

주: 1) 소득보전급여는 장애에 의한 노동능력손상으로 초래되는 소득활동기회의 배제 및 감소되는 소득 상실에 대응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수급요건으로서 기여와 관계없는 비기여 소득보전급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초연

금(basic pension)은 과거의 기여나 현재의 소득과 관계없이 거주기간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며 , 조건부 기초연금

(conditional basic pension)은 거주 기간과 함께 기여연금소득 조사를 실시하여 기여 연금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연금(social pension)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산조사 방식에 의거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

하는 급여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기초보장제도는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이 아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공공부조로서 기여 혹은 

비기여 장애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도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보충급여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추가비용급여는 장애인이 무상의 혹은 비용의 일부 부담을 요하는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의 급여를 의미한다. 비

기여 추가비용급여는 수급 요건으로서 자산조사 유무에 따라 자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급되는 사회수당형 급여와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급되

는 공공부조형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OECD국 8개국의 비기여 장애급여 운영 현황을 제도 내용 측면

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급여 운영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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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일본 핀란드 아일랜드

(성인) 장애수당

hoitotuki(연금수급자),
Vammaistuki(연금비수

급자)

Allowance, Blind 
Welfare Allowance

3. 추가비용

(아동)
장애아동수당 장해아복지수당

Alle 16-vuotiaan 
vammaistuki

Domiciliary Care 
Allowance

대

상

자

장애

1

2

3

1,2,3급 중복

1,2,3급 중복, 3~6급

1~6급

20세전 장애발생1, 2급

1, 2급 

1, 2급 

근로무능력

보호필요,
추가비용지출발생

추가비용지출발생

근로무능력

보행어려움,
시각장애인

장애아동

연령

1

2

3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미만

20세 이상

20세 이상

20세 미만

16~64세

16~64세, 16세이상

16세미만

16~65세

17~66세

16세미만

자산

1

2

3

소득인정액(장애인+배

우자) 기초보장 

수급자, 차상위

기초보장 수급자,
차상위

자산조사(장애인)
자산조사(장애인,

부양의무자)
자산조사(장애인,

부양의무자)

연금소득조사(장애인)
비자산조사

비자산조사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비자산조사

재정 운영

1

2

3

조세

조세

조세

연기금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월

지

급

액

1

2

3

95천원(평균소득대비 

3.0%)
20~60천원, 30천원

100~200천원

1,161천원(평균소득대

비 19.8%)
371천원

202천원

776천원(평균소득대비 

20.0%)
86~452천원,
118~405천원

118~405천원

1,081천원(평균소득대

비 24.0%)
150~30천원

1,723천원

장애소득

보전급여와 

기초보장제도와의 

병급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와 병급 가능

생활보호제도와 병급 

가능

Laki 
toimeentulotuesta와 

병급 가능

Supplementary 
Welfare 

Allowance와 병급 

가능

구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공적연금

소득비례연금(Régime 
général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소득비례연금(Rente 
wegen 

Erwerbsminderung)

기초국가연금(BSP)
및 국가2층연금(S2P)

소득비례연금

(pensiones de 
incapacidad)

제

도

명

1. 소득

보전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

2. 추가비용

(성인)

 PCH(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werbsminderung(부가

급여) Disability Living 
Allowance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부가급여)

3. 추가비용

(아동)

AEEH(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

Ayudas para 
alumnos con 

necesidad específica 
de apoyo educativo

대

상

자

장애

1

2

3

장애율 50%이상

보호필요

장애율 80% 이상

근로무능력자

근로무능력자

-

근로능력 중증

3개월이상 보호 필요

3개월이상 보호 필요

장애율 65% 이상

장애율 75% 이상

특수교육필요

연령 1 20~60세 18세이상 16세 이상 18～65세

〈표 5〉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급여 운영 현황 비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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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2

3
75세미만

20세미만

18세이상

-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8～65세

2세 이상

자산

1

2

3

소득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부양의무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비자산조사

비자산조사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부양의무자)

재정 운영

1

2

3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월

지

급

액

1

2

3

939천원(평균소득대비 

23.9%)
보충급여방식

505~1,924천원

538천원(평균소득대비 

10.1%)
108천원

-

846천원(평균소득대비 

14.7%)
285~408천원

827천원

676천원

1,240천원

장애소득보전급여

와 

기초보장제도와의 

병급 여부

Revenu Minimum 
d'Insertion
병급 불가

Sozialhilfe와 병급 

불가

Income Support와 

병급 불가

일반 소득보전

급여와 병급 불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장애인 가구 특성 장치 마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 장애인 가구 특성을 고려

하는 장치 - 즉,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로서 장애인 가구 최저생계비 도입 혹은 기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하에서 소득인정액 산정시 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소득 공제 요소 도입 - 을 마련함으

로써 실질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생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지하다시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

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가구유형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보장구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지출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생명마

저 잃을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에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은 비장애인가구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장애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거나 혹은 현행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시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다양한 추가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당수의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수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조금 더 온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소득인정액 조사에서 장애인

가구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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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적용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전자의 방안은 기초보장제도 도입 이래로 표준가구 대상의 단

일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인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다양한 공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적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

자의 방식이 더 친화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외국 사례로서, 미국의 노인․장애인 대상의 공공부조인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이하 SSI)의 경우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조사시, 장애인의 일반

적 추가비용 및 근로관련 추가비용(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 이하 IRWE) 등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의 총소득에서 일반소득공

제로 20달러를 공제한 다음, 근로소득 중 65달러를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 중 절반을 추가 공제한

다. 또한 근로관련 추가비용으로서 교통비, 보호서비스 비용, 의료기구 관련 비용, 보조기 관련 비

용, 주택개조 비용, 약값 및 의료비, 진단비, 비의료적 보조기구 비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비용 등

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추가비용 공제 외에도 소득평가액에 해당되는 소득 중 장애인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수급자 선정을 제고할 수 있다. 앞에서 

“2011년 한국복지실태조사”를 통한 분석에서도 기초보장 수급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중에서 상용

직(2.8%),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16.0%에 이르고 있어 일차적으로는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공

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초보장 수급 장애인에게는 일을 통해 소득을 더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게 되며, 정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될 수 있다8). 위와 같은 방안은 수급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기초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과 차

상위에 속한 장애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2011년 한국복지실태조사”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중 19.5%가 임시‧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도 

12.3%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선을 적용시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에 있는 장애인들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해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

로소득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수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장애급여 도입 

기존 제도하의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소득활

8) 정부예산 절약의 근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실제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보충급여로서 급여

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정부는 예산낭비를 수급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속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공제를 도입함으

로써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더불어 공제금액을 더 받음으로써 장애인은 소득증대를, 정부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함으

로써 받게 되는 급여액을 정직하게 신고함으로써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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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수 없는 보호자의 기회 비용 보전을 위한 보호자 수당 및 일하는 장애인의 자립 제고 및 

중증 장애아동 보호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호자 수당의 경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보호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보호수당의 목적(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

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2항)에 부합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보호자수당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표 6〉주요 선진 외국의 보호자수당 개요

국가 제도명칭 연령 장애 및 기타 요건 지급액

아일

랜드
보호자수당

(Carer's Allowance)
18세 

이상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인 자

- 1인 보호자: 최고 월 856유로(*66
세 이상인 경우 월 928유로)
- 2인 이상 보호자: 최고 월 1,284유

로(*66세 이상인 경우 월 1,392유로)
※ 2008년 기준

영국
보호자수당

(Carer's Allowance)
16세 

이상

AA 또는 DLA(Care component 
중간 및 최고수준수급자) 수급자를 주 

35시간 이상 보호하는 자로서 일정 

소득 이하인 자

최고 월 213.8유로(2008년)

덴마크
보호자수당

(Tabt arbejdsfortjeneste)
장애아동 보호로 인해 임금 손실을 

겪고 있는 보호자

증명된 임금 손실 수준에 따라 급여 

수준 결정(2012년 최초 수급자는 월 

2,632유로)

둘째,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 도입의 경우,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은 장애 개념의 변화, 장애인구 집단의 특성 및 욕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

도 내에 장애 친화적 요소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더불어 기존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 종료 후 축적된 적립금 규모가 작아서 실질적인 자립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이 도입될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빈곤과 장애라는 상호 관계적 속성을 갖는 사

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비취업 장애인 포함, 적립금 용도의 다양화, 접근성 제고, 실질

적 자립 가능성 제고를 제도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아동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아동 부모 혹은 보호자의 높은 

욕구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아동의 미래 보호 비용 마련을 위해 보호자와 정부가 매칭의 형태로 일

정 기간 동안 적립금 축적을 가능케 하는 중증장애아동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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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및 캐나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장기적 접근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호 보

완의 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양 제도의 적극적인 연계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최근의 국제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도의 물적, 인적 기반이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미흡한 수

준이어서, 제도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

이 계속 다양화되고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바람

직하지 않다.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대표적 제도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경우,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판정 기준을 토대로 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와는 전혀 연계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에 의하면,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

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

는 감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장애상태가 곧 근로능력의 상실이라고 보고

는 있으나 의학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4급 체제로 분류함으로써, 근로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의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연금 지급결정 및 지급정지, 지급수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노동가능여부를 가장 중요한 준거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결국 우리나라 장

애연금은 노동가능 수준을 심사하고 이와 명확하게 연계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거나 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유인기제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있어서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전달체계에서 유사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양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및 연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더구나 최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역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와의 정책적 차별성의 확보 혹은 상호 연계 없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내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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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의 부재와 서비스간 역할분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

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복지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정책적 기조임을 감안할 때 소득 보

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 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양자간 적극적인 연

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성 높은 과업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앞서의 기존 장애급여의 확대 및 새로운 급여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적 접근과 병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의 장

애 소득보장체계를 주요 선진 외국과 같이 소득보전급여 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소득보전급여 중심의 장애급여 체계 구축

현물급여의 확대를 통한 추가비용 보전의 추세를 고려하여 현금급여로서 추가비용 급여는 최고 

수준의 소득보전급여를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의 부가급여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보

전급여 체계 중심의 장애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연금의 경우 부가급여로서 추가비용 급여를 도입하여, 근로능력 중증의 장애인에게 지

급하도록 한다.

둘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경증장애수당을 장애수당으로 재편하여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로서 장애수당을 운용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은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

과 같이 기초급여 중심의 기초연금(혹은 조건부 기초연금 또는 사회연금)으로서 기여연금을 수급할 

수 없거나 수급액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고,9)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별개의 독자적인 수급 요건을 갖춘 추가비용 급여로서 운영되도록 한다.

(2) 근로능력평가에 기초한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 연계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로능력평가 요소가 반영된 수

급 자격 심사를 통해 규명된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 및 고용서비스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9) 장애인연금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이 기초보장제도와의 병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최저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

도적 완결성을 갖는 독자적인 제도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 성격의 범주형 사회부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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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수준을 강화한다.

둘째,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소득보전 급여로서 일시 장애 급여(일시 

장애연금과 일시 장애인연금)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고

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유도한다.

셋째, 근로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 대상에서 배제하되, 보편적 고

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앞서 단기적 접근에서 도입을 제안했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자립을 유도한다.

(3) 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10)

  (가) 지원고용 강화

우선적으로 주요 선진 외국의 경험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던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잡

코치 모델(job coach model) 등 지원고용 중심으로 기존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재편해야 

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11).

첫째, 장애인의 장애특성이나 직무능력, 직업적 욕구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

요가 있다. 현재는 3주를 기본으로 한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훈련기간도 획일화되어 있어 장애인들

의 개별적인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연장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 

연장사례는 거의 없다.

둘째, 지원고용의 기간을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원고용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더

라도 7주로 2개월에 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8개월 내지 1년 동안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간이 너무 짧아 중증장애인들로 하여금 직업에 적응하

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지원고용기간의 연장이라 해서 이것이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간의 지원고용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의 첫

째에서 말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전제된 상태에서 개별사례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원고용기간의 연장은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최대 1년과 같은 최대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담당

인력과 장애인 간의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고용의 목표사업체를 고용이 좀 더 안정된 사업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원

고용은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체가 발달장애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10) 이 부분은 남찬섭 외(2012, 발간예정 보고서)를 참조한 것이다.
11) 이 개선방안은 박경수‧강경선 외(2011)의 pp. 200~201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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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있지만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의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다. 현재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

고 있으므로 의무고용적용사업체인 50인 이상 사업체를 목표로 지원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원

고용 장애인과 그를 고용한 사업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의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지원고용인력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이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직무지도원의 자격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들의 근로조건을 안정적

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직무지도원의 자격체계 정비는 앞에서 말한 직업재활사 및 직업평가

사의 자격체계 정비와 연동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장애인고용예산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고용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나) 의무고용률 개선

우리나라의 법정의무고용률은 그동안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좀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구 규모, 경제활동장애인의 규모, 취업장애

인의 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장애인의 실업률도 고려해야 한다.

  (다) 직업재활시설 개편

현행 직업재활시설을 보호고용기업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

반적으로 보호고용은 중증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며(권선진, 2007; 278), 실제로도 대부

분의 국가에서 보호고용 장애인의 다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다(OECD, 2003: 114). 경제활

동연령 장애인 전체 중 보호고용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20~64세 장애인 중 약 1%가 보호고용 형태로 취업해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

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 비중이 0.5%이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이 비중이 

0.3%이다(OECD, 2003: 114). 또한 보호고용 장애인이 경쟁고용으로 전환되는 전이실적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OECD, 2003: 114). 하지만 보호고용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서 갖는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고용제도의 운영과 성과는 나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보호고용제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단계는 훈련가능단계의 보호고용이며 제2단계는 전

이가능단계의 보호고용이고 제3단계는 상용고용단계의 보호고용이다. 그리고 제2단계와 제3단계의 

보호고용은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한다(OECD, 2003: 217). 보호고용 장애인의 50%는 제2단계 보

호고용에 취업해 있는데 여기서의 취업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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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고용의 전이실적은 무려 30%(OECD, 2003: 217)로 유럽 내에서도 발군의 실적을 보이고 있

다. 노르웨이의 보호고용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 나라의 대단히 예외적인 전

이실적은 제도의 운영에 따라 보호고용의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고용기업체계의 구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거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어 다소간의 토대라도 마련된다면 현

재 각자도생식으로 그리고 경영상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보다는 그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보장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원에는 업무와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업무외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ADA)에서 15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기업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 근로지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ADA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에는 신변

처리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업무상 출장 등의 경우에는 신변처리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박경

수‧강경선 외, 2011: 207). 우리나라도 2011년에 근로지원인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적 틀을 갖추

었으나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12).

첫째,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토록 되어 있지만 실증연구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에서 어려운 점으로 

이용시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근

로지원인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활동보조인과 근로지원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현실적으로도 활동보

조인과 근로지원인을 모두 활용할 경우 직장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와 둘 간의 역할분담의 모

호성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인과 근로지원인의 역할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예산을 확충함과 동시에 재원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예산은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토록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이 개선방안은 박경수‧강경선 외, (2011)의 pp. 208~209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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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득보장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소득보장과 연계한 새로운 고용서비스로서, 공적 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에서 부

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새로운 장애 평가 체계에서 근로능력 손상이 많

지 않은 장애인(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장애 연금을 지급하되,

이 기간 동안에 장애인의 연령, 성별,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고용 및 직업

재활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자립생활 지원, 이용자 중심, 서비스 통합의 핵심적 가치

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 바우처를 급여로 하는 이용자 중

심의 사회서비스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욕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

한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대상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원 할당 혹은 재정 지원 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자원 할당은 장애인복지

관, 장애인생활시설 등 전통적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조금 방식으로 제공되던 재정을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량을 산출하고 이를 본인의 선택하에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자립생활이념과 소비자주의 및 당사자주의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철학과 패러다

임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지만 이를 반영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의 도입에 이은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 그간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 구조하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들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들

이 이러한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자원 할당이 공급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서비스 파편화와 더불어 이들 파편적 서비스의 독점적 제공기관에 대한 포괄

적 재정 지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표 7〉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

성은 담보되지 못한 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의 미비 및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각각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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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상호 연계 없이 개별적 또는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체계이다.

각 서비스별 재정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공급자 지원 방

식과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지급의 이용자 지원이 혼합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이용자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활동지원제도(1급 중증장애인 

대상)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장애아동 대상) 등 2개 제도에 불과하여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서 이들 이용자 지원 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표 7〉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 체계 비교

서비스영역
서비스 제공 기관(사업)

서비스 욕구 사정 체계1) 재정지원방식
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요양서비스

(간병․간호서비

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45개 시군구)
활동지원제도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공급자 지원(보조금/위탁계약)
& 이용자 지원(바우처)

보호서비스

(신체수발․가사

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활동지원제도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공급자 지원(보조금/위탁계약)
& 이용자 지원(바우처)

주간보호서비스 주간보호시설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공급자 지원(보조금/위탁계약)
단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공급자 지원(보조금/위탁계약)

재활서비스

(기능훈련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

처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공급자 지원(보조금/위탁계약)
& 이용자 지원(바우처)

의사소통지원서

비스
수화통역센터

활동지원제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공급자 지원(보조금/위탁계약)
& 이용자 지원(바우처)

이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활동지원제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공급자 지원(보조금/위탁계약)
& 이용자 지원(바우처)

자립생활훈련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제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공급자 지원(프로그램 지원) & 
이용자 지원(바우처)

거주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공급자 지원(보조금/위탁계약)

주: 활동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기능상태(ADL, IADL)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 및 서비스 제공 시간을 결정하며, 서비

스 대상자는 본인의 욕구에 따라 신체수발, 가사지원, 의사소통지원, 이동지원, 자립생활훈련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재구성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재정 지원이 공급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실은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

인복지서비스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즉 대부분

의 장애인복지사업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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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재활병의원 운영,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

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명명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

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이라고 이해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재정이 공급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은 파편적 서비스 제공체계

하에서 개별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의 적합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달리 장애인 대상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수급 요

건으로서 인구학적 기준, 자산조사 기준 외에 서비스의 객관적 욕구를 입증하는 기준으로서 장애

상태를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 급여(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에서는 수급 요건으

로서 손상(impairment)과 그에 따른 근로능력(work ability / job capacity)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도(ADL / IADL 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용‧직업재활서비스에서는 일반고

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및 직업훈련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의 직업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비스 대상 요건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도, ADL / 

IADL, 신체적‧정신적 기능상태 및 욕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은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장애 상태와 욕구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고유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측정은 의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의학적 자료, 각종의 표준화된 

평가 도구 및 장애인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EU,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하기 위한 구체적인 욕구 사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정 과정에 전문인력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현행 제도 중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인력이 장애인의 ADL 및 IADL 등

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가 가장 개선된 형

태의 제도 운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경제적 지

원, 주거서비스, 의료재활 및 의료재활 및 치료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재가서비스 및 자립생활지

원서비스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 개별 서비스의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와 수급 자격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표 7 참조).

매우 거칠게 요약한 것이긴 하나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욕구 사정의 

주체가 크게 시군구와 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구분되어지며,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는 시군구

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직업재활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경우에서는 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

126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의 역할이 강조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욕구 사정 내용에 있어서 시군구와 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군구의 경우 주로 장애등급의 확인 또는 

재심사 및 자산조사 중심의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자

체적인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등 자체 욕구사정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전문가 중심의 임상적 사정에 치우치고 있어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 재정 할당의 근거가 되는 (서비스) 지원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사정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내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재정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예산 할당이 아닌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서비스 종류에 따라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 욕구 사정 체계는 이용자 

중심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재정 지원 방식

의 개혁은 기존의 분절적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내용을 구성하는 통합적 서비스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추진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요 선진 외국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 개별 제도를 뛰어넘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이용자 중

심 재정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원 욕구와 서비스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로서 사정틀의 개발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현황 및 주요 선진 외국의 이용자 중심 재정 지

원 방식의 근거로서 활용되고 있는 통합적 서비스 욕구사정 도구 및 적용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토대로 자립생활 지원, 이용자 중심, 서비스 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

함과 동시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한국형 통합적 장애인 사

회서비스 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혹은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까지도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원스탑 진

입 및 사례관리체계로서 ‘(가칭)장애인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다. 최근 몇 년간 전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욕구사정체계의 통합 및 사례관리를 핵심적

인 요소로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사업이 추진되어왔고 일정 수준 그 기능이 구현되고 있지만, 장

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의 개편 등의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 기존의 전달체계를 공간과 기능의 차원에서 완전히 통합

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영국, 프랑스 및 노르웨이의 사례는 모

두 이러한 혁신적인 차원의 개편을 이루어냈으며 그 결과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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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한 독립적인 전달체계로서 

장애서비스센터의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되었다. 결국 보편적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편 속에서 장애인복지의 특수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장애인복지 고유의 전달체계

를 구축할 수 있는가의 양자적 접근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

금공단을 활용한 독립적인 장애서비스센터 모형과 지역복지전달체계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8〉국민연금공단 활용 방안과 지역복지전달체계 활용 방안 비교

국민연금공단 활용 방안 지역복지전달체계 활용 방안

장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통합성

종합적 욕구사정에 근거한 서비스 연계

신규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사정과 서비스 연계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므로 서비스 수혜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화

공공 사례관리체계 차원에서 장애인사례관리를 통합

단점

중앙 수준의 관련부처와 연계, 조정, 통합에 대한 논의 

부족

장애서비스센터와 지자체와의 연계관계에 대한 고려 부족

서비스 자격결정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유도 방안 미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국한된 공공사례관리의 

한계

장애인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 미흡

자료: 김문근․조한진․윤상용․이승기․김순곤(2011). 통합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p32 〈표2-6〉재구성

이 두 대안은 각각 장단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고, 장

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서비스센터모형의 시범사업결과분석을 고려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통합적 사

례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실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서비스전달체계의 낮은 접근성, 서비스 전달의 비연속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문근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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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가칭)‘장애인의건강증진에관한법률’제정13)

그간 추진되어 온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등을 통한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의 효과성이 

미미하고, 파편적인 지원 방안들이 여러 정책 영역에 산재되어 시행근거가 미약하고 장기적이고 체

계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정책 영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장애인의건강증진에관한법률’을 제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14)

(가칭)‘장애인의건강중진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이 부분은 남찬섭 외(2012, 발간예정 보고서)를 참조한 것이다.
14)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다음의 〈표 9〉와 같은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의료보장에서 차별금지에 이르는 

장애인복지의 모든 정책 영역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개별 정책 영역별로 필요에 따라 특별법 성격을 갖는 

별도의 법률로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표 9〉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체계

장애인복지의 영역 일반법 특별법 기타 관련 법

의료보장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소득보장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산재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거 장애인․노인주거약자지원법률

사회

서비스

개인지원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거주서비스

재가·지역사회서비스

기타(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접근권

물리적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정보접근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동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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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통계조사 개선 

   1) 통계조사 항목 확대 개선 및 세분화

   2) 관련 통계조사 상호 간의 연결

나. 장애인 대상 만성질병 검진체계 구축

   1)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취약한 건강상태 인지 및 건강추구행위 유도 

   2) 장애부문별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검진체계 구축

다. 보장구 구입 지원 현실화 및 품질 개선

   1) 지원 대상 및 구입 지원 체계 정비

   2) 보장구의 품질 개선을 위한 체계 정비

라.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향상

   1) 1.2차 의료기관: 장애친화적인 편의시설 구비시 지원금 및 인센티브 부여   

   2) 3차 의료기관: 의무적 장애인수진보조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3) 장애유형에 맞는 접근성 향상 방안 강구 

   4)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개선

   5) 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개선 강구

   6)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모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마. 보건의료인력의 장애인식 개선 

   1) 장애 특성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

   2) 차별관련 인권교육체계 구축: 보건의료인연수 및 의대 교육과정 내 필수 과목으로 

   3) 장애인식 및 인권 교육 관련 법 조항 설시

바. 관련 보건의료법 및 정책의 적실성 검토

   1) 기존의 장애인 대상 보건의료정책 및 체계의 적정성 및 실효성 재평가

   2) 새로운 평가체계 개발: 장애인 패널 평가를 주요 항목으로 반영

   3) 정례적인 평가 및 정비 체계 구축

   4) (가칭)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장애인건강담당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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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15)

첫째, 장애인주거상황이 공공의 책임으로 효과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행 주거약자지원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주

거약자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동 조항에 따라 주거약자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주거지원계획을 별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주거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은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분야 계획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

한 세부적인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주거정책의 목

표와 전략이 중앙부처, 지자체, 장애인 단체 간에 공유되어야 하며 복지정책에서 장애인의 법적 제

도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강미나 외, 2010).

둘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늘리는 것을 우선하되 임대료 및 전세금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임대

주택 지원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지원과 전세금지원 확대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내

고 있다. 민간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셋째, 장애로 인한 주거접근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 외 건설 수익금 일부

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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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SessionⅡ-2 – 복지 부문 핵심 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 4





새정부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

박신영(한국도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2013년 1월 6일 출범한 인수위의 첫 번째 회의에서 당선인은 인수위가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

기보다는 대선공약을 구체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정부

의 주거복지정책은 당선자의 대선공약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서는 먼저 당선자의 공약중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각 주제별로 실

현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당선자의 주거복지관련 공약(공약집 발췌)

가. 하우스 푸어 대책: 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하우스푸어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주

택매각도 곤란하여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 수단으로 부요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

료를 지불하면서 현재의 주택에 계속 거주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한 증권(ABS) 발

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 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

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하는 시스템 

나. 하우스 푸어 대책: ②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거래가 안되고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 등 유동성 부족으로 베이비부

머 세대 다수가 고통을 겪고 있음

－현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60세 이상으로 50대는 활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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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가입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황에 사용하게 하

는 제도

－기존주택에 거주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음

○대상자는 1가구1주택자로서 50세 이상,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9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

다. 렌트푸어 대책 : ①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20만호 공급 행복주택 프로젝트

○수도권 전세가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에 직면한 

상황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 집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주거불안은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조성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가능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규모는 5년간 20만호,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 착공

라. 렌트푸어 대책 : ②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별로 없는 서민들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받기 어려운 상황

○집주인9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

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도록 함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

득공제 40%를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제도 이용 대상자는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 대상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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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렌트푸어 대책 : ③ 보편적 주거복지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위주의 정책으로 정책수

행에 드는 비용은 비싼 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

로 전환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의 융자, 주택 바

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정책 수단의 결합으로 이용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매년 45만호(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 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호, 구입의 경우 공

공분양 2만호, 구입자금 융자 14만호)

－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호 전부 지원

바. 렌트푸어 대책 : ④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정부재정 85%, 입주민 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의 65% 이상이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3. 주거복지 관련 공약분석

가. 주거복지 공약의 위계 분석

공약집은 정치적인 프로파겐더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라는 용어를 선

정한 후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위계면에서는 매우 어색하게 정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보

편적인 복지로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렌트푸어의 하위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하여 5년간 20만호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짓겠다는 대형 프로젝트가 영구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수준으로 병렬적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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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와 내용배치간의 문제를 제쳐놓고 주거복지 공약을 장기와 단기, 위계별로 정리해보면 정

책방향은 우선 무주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가 추진 방향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5년간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한 임대주택과 기숙사 20만호

를 건설하는 행복프로젝트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현재 당면한 과제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대출금 상환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대상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전세금 급등에 따른 대안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최근 연쇄자살로 인해 다

시 한 번 주목을 받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가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주거복지공약 정리

주거복지의 이념과 정책방향

⇓ 당면 주택문제의 해결

무주택자 대상 보편적 주거복지 ▫하우스푸어대책

 -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매년 45만 가구 대상 주거지원  -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 건설임대 7만

호 
⇐

▪행복주택프로젝트:
철도부지상부활용 

매년 4만호, 5년 총20
만호 건설 

▫렌트푸어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영구임대주택 관리 

   공공성강화 

 - 매입전세 4만호

 - 전세자금 융자 18만호

 - 공공분양 2만호

 - 구입자금융자 14만호 

나. 주거복지 공약의 실현가능성 분석

1) 무주택자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주거안정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매년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 융자 14만호 총 45만호를 지원함으

로써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전부를 지원하겠다는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은 이상

적인 것 같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현재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임대주택 건설, 분양주택 건설 등 공급지원과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에 소요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실적을 볼 때, 2013년부터 갑자기 45만호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1년의 호당 지원금액 1억 3,271만원을 기준으로 

2013년 45만 가구를 지원한다면 59조 7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주택거래 부진, 주택구입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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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식으면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감소로 계획을 실현할만한 기금이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주택구입자금 융자대상을 14만호로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의 추이를 보면 구입자금 융자

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1만호에도 미치지 못해 14만호가 비현실적인 목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

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하우스푸어, 깡통 주택의 등장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태도가 달라

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계획물량의 차이를 제외하면, 현재도 임대주택과 분

양주택의 공급 외에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융자, 매입임대 융자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물량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매년 15만호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에 비해 적

은 9만호(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2만호)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재 주택의 

양적 부족이 해소된 점에서 공공부문이 많은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은 크게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

이다16).

〈표 1〉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2002-201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금액(억원) 192,000 207,807 203,469 227,009 264,165 244,053 220,978 277,018 345,131 430,855
총지원호수 230,202 257,234 246,400 293,496 321,112 302,672 269,229 366,493 286,688 324,652

건

설

금

융

임대

주택건설
112,786 95,871 104,755 92,239 117,181 119,163 58,668 121,374 62,511 59,057

분양

주택건설
19,377* 33,617 31,181 30,185 24,893 11,799 10,886 59,929 64,736 83,187

수

요

자

금

융

저소득가구

전세융자
32,619 28,603 12,343 19,264 23,725 25,809 31,829 38,290 33,892 33,278

근로자서민

전세융자
28,185 50,655 36,827 64,322 80,033 101,289 127,281 131,331 119,468 141,635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7,325 4,283 38,764 81,530 69,204 44,447 37,572 15,250 5,973 7,459

최초주택자금 23,450 39,995
분양

중도금
3,356

매입임대

주택자금
1,400 3,242 3,290 4,274 2,648 165 2,704 213 56 53

전세금

반환자금
1,056 1,344

개발이주자

선세
84 338 3,428

주택개량 1,704 1,183 1,034 979 466 439 289 106 52 33

자료: 2012년도 국민주택기금업무편람중 국민주택기금 운영실적 해당연도 자료

  * 다른 통계와 일관성을 위해 ‘02년도 기타사업의 재해복구 및 구입주택을 분양주택수에 포함

16)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경기침체기에 많은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기를 자극하려고 했다. 그 결과 2008년 전체주택의 

13.1%에 달하는 756만 8천호에 이르는 공가가 발생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가장 큰 정책과제가 공가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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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지금까지의 정책과 달리 보편적인 주거복지정책이 되려면 제도를 나

열하고 목표물량을 제시하기보다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 가구가 선호하는 점유형태(자가 또

는 임대, 자가와 임대의 혼합형)를 향해서 조금씩 단계별로 진행하는 사다리형 주거복지정책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거복지정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임대료 보조(주택 바

우처)의 실행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자가를 취득하고 있어도 주택의 

질적 수준이 열악하다면 이를 개량함으로써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

이 보편적인 주거복지정책일 것이다.    

2) 철도부지 상부 활용 임대주택건설(행복프로젝트)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저소득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

주거 타운 조성은 실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공약

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인공대지 조성비용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지가가 저렴한 점에서 도시내에 저

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혼부부와 고령자, 기숙사 건

설을 통한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ge mix를 실현하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본다. 게다가 외곽인 아닌 시가지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도

심공동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미 인공지반을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사례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박신영, 2006: 

82-90).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9년 Kwun tong line 차량기지 16,680㎡에 약 10h의 인공대지를 

조성한 후 26층 11개동, 11층 29개 동, 총 5,0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의 하충

부에는 2개의 쇼핑몰, 주차장, 유치원, 학교, 테니스장, 수영장 및 극장이 있는 홍콩의 쿠롱 베이 

데포트(Kowloon Bay Depot)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정지하철 차량기지 상부에 1990년 

12월부터 2년간 16만 5,000㎡의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1993년 1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34개월

에 걸쳐 2,998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사례가 있다.

교통연구원의 「철도용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도심 주거공간 조성」에 따르면 전국 

철도용지는 2010년 기준 1억 2,300만㎡며 그 중 수도권은 서울 692만㎡, 인천 236만㎡, 경기 

198만㎡ 등 총 1,126만㎡다. 교통연구원은 서울 지역 국유철도 운행 노선 중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신촌역, 영등포역, 이문차량기지, 망우역, 신도림역, 노량진역 등 6개 지역이며, 이곳에 전용

면적 기준 73㎡ 아파트 3,856가구, 33㎡ 도시형생활주택 2,313가구, 23㎡ 2인 1실 기숙사 8,097

실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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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문제가 소음인 점에서 방음대책 마련, 철도부지의 소

유권 관련 절차 및 관련법령 정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도심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한 고민과 비용지급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로 

생각된다.   

3) 하우스푸어 대책: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2011년에는 워킹푸어가 정치사회적 이슈였다면, 2012년에는 하우스푸어가 정치사회적 이슈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하우스푸어 대책으로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주거복지 정책중 가장 먼저 추

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우스푸어란 저널리즘적인 용어로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 도입은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미

국 Investopedia의 정의를 보면, 모기지 상환, 재산세, 주택의 유지관리 등 주택소유로 인해 소득

의 상당부분을 소비하는 상태로 기술된다. 이로 인해 하우스푸어는 다른 생활을 위한 비용을 지급

하기가 어렵다17).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이 높아서 생활이 어

려워진 가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공약집에서도 하우스 푸어를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원리금상환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보고 있다.

제도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은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소득의 

60%' '집값 60%와 예금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쳐도 전체 대출보다 낮을 경우'로 정의하고, 하우

스푸어의 규모를 10만명(50조원) 수준으로 산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저신용․다중채무자를 23만명으로 추산하고, 이 중 주택

담보대출 1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4만명(4조5000억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이상인 

대출자 4만명(4조1000억원) 등 8만 1000명 정도를 고위험군인 하우스푸어로 분석했다. 10일 현재 

인수위는 더 보수적으로 제한하여 주택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 

3만가구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보유지분매각제도의 대상을 담보대출 연체가구로 하는 것은 지원이 없으면 주택에서 내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이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역차별하거나,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결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18).

17) http://www.investopedia.com/terms/h/housepoor.asp#ixzz2Hap47900
18) 하우스푸어는 소득대비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래도 중산층이 많

으며, 소비를 줄여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생활자금을 대출받

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그러한 여지조차 없다. 따라서 한정된 자금을 어디에 집중할 것이가 하는 문제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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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각되는 지분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매각된 지분만큼 발생하는 임대료를 어

떻게 정할 것인가 역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도입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검토하는 지분매각제도와는 달리, 경찰관, 소방관, 교사, 간호사 등 주요한 근

로자(Key worker)의 자가취득을 권장하는 방안으로 활성화된 영국의 지분소유제도(shared 

homeonwership)에서는 지분취득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나, 매각시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

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추가지분 구입시 초기분양가+이자 

또는 해당시점의 감정가중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보유지분매각제도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 공공기관이 매입한 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료 결정은 보금자리

임대주택중 지분형 임대주택의 임대료였던 지분가격의 연 4% 수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

국의 지분형 주택의 월임대료는 주택협회나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4.3%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다(박신영외, 2007: 48). 매각시 결정되는 지분가격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점에서 가격

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 하우스푸어 입장에서 주택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싶

겠지만, 비싸게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역시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분가격을 높여줄 것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 하우스푸어 대책: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50대 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아랫돌을 뽑아

서 윗돌을 막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느낀다. 제도도입을 검토한 것은 원리금상환

에 부담을 느끼는 자가소유가구에게 몫돈을 받아서 채무를 청산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주택

연금에 가입하려면 우선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0세에 대출 2억원을 낀 6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일시불로 

몫돈 9천만원과 월 50만원씩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신청자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몫돈 9천만원 

외에 1억 1천만원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2억의 빚을 갚아야 한다. 게다가 30년이 지나도 매년 받

은 연금을 합해도 1억 8천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전히 빚 1억 1천만원이 남아있게 된다. 이자

까지 감안하면 30년간 연금이 전부 이자로 지급될 수도 있다. 오히려 6억짜리 주택을 매각해서 2

억의 빚을 갚고 4억짜리 집에 이사한 후, 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2억 5,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부채가 있는 상

태에서 연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장점은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

19) 보금자리 임대주택중 지분형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4년차, 8년차, 그리고 10년차에 취득하는 지분가격은 초기분양대금+이

자비용 또는 해당시점의 감정가중 낮은 비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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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지속되고,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연령이 낮은 상태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짐은 감내해

야 할 것이다.

5) 렌트푸어 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임차인이 내야 할 전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월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물상보증(物上保證)20)을 

활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자를 내야 하는 임차인이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경매방지를 위해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심지어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게다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위험이 집주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집주인이 결코 활용하지 않을 제도

로 판단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서는 저렴한 월세로 거주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세자금융자제도의 금리를 인하하고, 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제도

로 생각된다.

6)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공공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난방용 유류부가세 면

제,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의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도시의 섬으로 부르

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영구임대주택의 거주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상담, 그리고 

단지별 특성에 맞는 소집단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단지 주민과 외부 자원과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비영리조직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뜻

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 3자 

관리방법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거주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단계로 영구임대주택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성과를 논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20)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담보(질 또는 저당)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의 제공자는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

3자라도 좋다.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을 때는 제공된 물건

을 경매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지지 않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 물건의 경매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제3자의 변제). 물상보증인은 이 변제를 

하거나 담보물을 경매당했을 때 보통의 보증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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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당선자의 주거복지공약은 복잡하지는 않으며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

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있고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

이 있는 것도 있다 

〈표 2〉주거복지공약과 평가 

주요공약 평가

무주택자 보편적 주거복지
매년 45만호 가구 지원중 구입자금 융자 14만호는 비현실적인 목표로 판단, 또

한 45만호를 지원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도 조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철도부지 상부 활용 임대주택건설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고령자, 신혼부부, 대학생이 거주하는 임대주택과 기숙사 

건설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됨. 인공지반 조성, 소음방지 비용 등 어려움과 

철도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매년 4만호, 5년 20만호 건설이 이루

어질 것을 기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보유지분에 대한 평가는 감정가로 하고, 매각된 지분을 대신하는 임대료에 대해

서는 지분가격 대비 연 4%로 정하는 대안 제안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物上保證제도를 활용한 제도로 임차인이 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담해야 할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절대 활용하지 않을 제도로 판단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도시의 섬이 아닌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주거단지로 탈바

꿈 하려면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전달, 단지별 소집단 육성, 교육 프

로그램, 주민과 외부자원 연계하는 비영리조직과 지자체 활동 필요 

4. 새정부 주거복지 정책 방향 제안

가. 가구생애단계별 주거지원 사다리 구축:

한걸음 사다리를 올라감으로써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내에 있는 주거플

래너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① 결혼이나 이혼, 부모나 자식으로부터의 분리등으로 인해 새롭게 주거공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정보를 제공(커뮤니티센터나 구청 등에 주거플래너 배치)

－주거플래너는 각종 주택관련 정보제공, 가구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조언, 취약계층이라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수리 등의 지원과 연계

② 가구형성의 초기라면 임대에서 출발: 전세자금융자제도 이용 지원

－취약계층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라면 근로자․서민주

택 전세자금 융자    

③ 자녀출산 또는 임신단계의 가구라면 신혼부부전세자금 융자 또는 전세임대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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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 자녀가 있는 홀부모 가구라면 공공임대보다는 매입임대 주택 이용지원

－단지형주택보다는 매입임대주택 거주가 사회적 낙인 예방

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중 가족형태의 변화로 주택평형을 넓히거나 줄이고자 하는 가구의 주

택교환 제도 

－소형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금 더 면적이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지원

⑥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공공분양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자가취득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의 우선공급

⑦ 승강기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가구의 승강기 있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⑧ 가구원수가 많아진 가구의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지원

⑨ 고령이나 장애로 인한 주택개보수 공사 알선 및 지원

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행복 프로젝트 추진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임차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는 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해서 도심에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뿐만 아닌 사회초년병 20

대를 위한 기숙사 또는 공동생활가정도 생활비 절약, 공동거주를 통한 안전대책 확보가 가능한 점

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년 4만호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새정부 내내 착실히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다. 수요자 금융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세임대나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금리는 2%로 더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금리는 4%인 점에서 추가하락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약사항인 

목돈이 안드는 전세제도의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계획수선 및 개량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공급외에 기존 주택을 개조하거나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를 생각한

다면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 계획적으로 고쳐서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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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대주택 수선 지원 및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지원 

다주택자의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수선 지원을 통해 임대차기간을 6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임대차 기간이 유지되는 한 매매

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바. 비영리 단체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허용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가 지역내 취약계층(고령자)을 위한 소규모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해당 주택의 공공적 기능 유지하는 등 우

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비영리단체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300 단어도 되지 않는 짦은 말로 최고의 연설로 회자되는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보

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 노

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

(위민정부)”가 되지 않을까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공약을 무리하게 수행하기보다는 국민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꿀줄 아는 정부로 생각된다.

따듯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없으면 가족이 존재할 수 없으며, 활기찬 노동이 일

이 시작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비용은 선투자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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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보육·출산 정책과제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기

2004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보육비용 지원정책이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부각되면서 유래 없

이 빠른 속도로 팽창되어 왔고, 드디어 2013년부터 전계층에  지원 단가 전액 지원이 시행된다.

일명 무상보육이 실현된다. 2013년도 보육예산은 총 4조 1,778억원으로 2012년 3조 999억원에 

비해 약 34.8% 증가하였다.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외한 금액이다. 누

리과정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모두 합하면 OECD가 권고하는 영유아에 대한 GDP 

대비 1% 이상 투자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지원 정책도 1, 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거치면

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본 글에서는 보육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양육지

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하였다.

2. 보육부분 

보육정책을 비용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어린이집 질적 수준 제고, 공공 인프라 균형배치, 전달

체계 효율화의 네 가지 영역에서 10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비용 지원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지역적으로 균등

하게 배치하여 직장여성, 전업주부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춰 정부의 지원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둘째,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민간어린이집은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준공공형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인증제도를 평가제

도로 재설계하고, 교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보육서비스 공급에 있어

서는 공공 부분을 확대하여 민간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여러 

부처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자녀양육 지원체계를 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향한다.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149



가. 비용 지원체계

1) 성괴와 한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수년간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

하였다. 2012년에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2012년 0~2세아 무상보육 등을 추진하였다. 2013년부

터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고 전계층 전액 지원이 실시되며, 양육수당도 모든 연령이 대상

이 된다. 양육수당은 2009년 7월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여 2011년에는 지원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

원, 2세아 1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2013년에는 모든 영유아에게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비용 지원정책은 양육수당이 있기는 하나 액수가 제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획일적인 

12시간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위주의 정책이었다. 보육예산의 98%가 어린이집 운영

에 소요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일하는 부모와 일하지 않는 부모도 구별하지 않는다. 2012년에 갑

자기 결정된 영아 무상보육으로 영아 보육수요가 폭발하여 지방정부는 분담금 부족으로 중앙정부

와 갈등을 겪었다.21) 또한 정보력이 부족 취업모 등 보육 실수요자는 정작 마땅한 어린이집이 없

어서 애를 먹었다. 정부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보육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가정어

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양육수당 제도 도입은 정책적으로 부모들 간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

고, 서비스 중심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직접 양육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이 있다. 특히 2012년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양육수당은 시

설 보육 지원의 정책적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영아의 부모 양육을 지원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양육수당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기를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이므로 지원 수준에 따

라서는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

다. 무상보육이 추진되면서 획일화된 지원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양육수당이 유아에게도 적용되

었다.

21) 국고 부족분 2478억원 이외에도 지방정부 추가 분담금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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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본 철학 정립 

먼저 모든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정책을 통하여 수요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같이 태어나서 초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면 영아 양육수당 금액을 다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양육수당 금액이 너무 높으

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철학을 가지느냐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여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

요하고, 동시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기본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욕구 정도에 따른 보육비용 지원체계 정립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이 없이 운영시간을 이용시간으로 동일시하면서 보육료

도 단일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도 일

부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물게 되고, 보육교사도 모든 아동을 12시간까지 보육하여야 하므로 근로

기준의 준수, 재교육은 물론 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 이르게 귀가하는 아동도 상당수이여서 국가 재정 비효율적 사용 요인도 있다. 특히 

0세아 보육은 지원단가가 75만원이 넘는다.

<표 1>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분포는 6~7시간이 20.4%로 가장 많고, 7~8시간과 5~6시

간이 각각 19.9%, 19.5%이고, 5시간 이하가 12.7%이고, 11시간 이상은 3.2%이다. 0세아의 

18.5%의 이용시간이 5시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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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 보육서비스 비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은 비용 지원 수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조화

보육서비스는 대체 양육수당과의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육수당 정책은 주의가 필요

한 정책으로 정책적 접근에 유의한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대체효

과가 있으나 어머니 경제활동 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또한 보육이 필요한 취약계

층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수준 결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보육정

책의 기본철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수준의 수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 대체제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은 현

재보다는 다소 증액되어야 한다. 희망하는 금액은 수혜여부별로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미혜택 가구

는 30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연령별로 최대 77만 5천원을 지원받고 있는 보육료 지원 가구의 기대 

수준은 4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2 참조).

〈표 2〉 지원 유형별 양육수당의 적정 액수

단위: %(명), 만원

구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미혜택

29만원 이하 23.4 25.6 15.2 35.3
30만원 35.6 46.7 27.6 41.4

31~49만원 17.3 181. 19.3 13.8
50만원 13.9 8.5 19.9 7.4

51만원 이상 9.7 1.0 17.7 1.9
계(수) 100.0(1,000) 100.0(200) 100.0(500) 100.0(300)
중위값 30.0 30.0 40.0 30.0

평균(표준편차) 36.9(18.6) 31.6(10.3) 43.5(223) 29.8(11.1)
자료: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서비스 대체로서의 양육수당은 영아 대상 정책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영아에게서 보육서

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 아동에

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 커리큘럼인 누리과정 대상

인 유아에게 이미 도입된 양육수당은 10만원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부모보조금 중심 지원 방식 강화

기본보육료를 보육바우처에 담는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기본보육료를 시설보조금으로 인식하

〈표 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단위: %(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18.5  9.6  9.4 12.5 16.4 13.6 12.7 
5~6시간까지  7.4 10.6 19.2 19.9 24.0 20.7 19.5 
6~7시간까지 11.1 20.2 25.8 19.9 20.0 15.7 20.4 
7~8시간까지  3.7 20.2 23.9 19.0 17.8 22.1 19.9 
8~9시간까지 14.8 14.4  9.9 13.2 11.6 16.4 12.7 
9~10시간까지 22.2 15.4  3.8  8.4  4.4  7.1  7.5 
10~11시간까지 11.1  7.7  4.2  3.9  3.1  1.4  4.0 
11시간 이상 11.1  1.9  3.8  3.2  2.7  2.9  3.2 

계

(수)

100.0
(27) 

100.0 
(104) 

100.0 
(213) 

100.0 
(311) 

100.0 
(225) 

100.0 
(140) 

100.0 
(1,020) 

평균
8시간 

18분a
7시간 

52분ab
7시간 

21분bc
7시간 

24분bc
7시간 

2분c
7시간 

17분bc 7시간 22분

주: 연령은 1월 1일 기준임

자료: 서문희·양미선(2011).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수.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하고 서비스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

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하는 정책

과 함께 수요에 따라 이용시간 비용을 차등 적용한다. 우선 이용시간을 오후 2~3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과 종일제로 구분하고 정부 지원 대상을 필요 정도에 따라 선별한다.

취업이나 직업훈련, 교육, 가족간호, 질병, 출산, 다자녀 등으로 자녀를 보살피기 어려운 부모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취약 아동에게만 주 5일 종일제 보육을 보장하고 그 이외 전업 주

부 등의 자녀에게는 단축형 서비스나 또는 주 2-3일 단시간제 보육을 허용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

이 바람직하다.

야간보육도 취업 등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만 지원하여야 한다.   

다) 지원 수준 현실화

보육료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기적 산출이 가능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여

야 한다. 법적 근거의 확보를 통하여 주기적 산정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표준보육비용은 포함하는 항목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주기적 산출을 명시한다.

표준보육비용에 어떤 항목의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가장 많은 영향을 비치는 요인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보조교사나 비담임교사 배치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전반적 개선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용시간을 다양화하여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차등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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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 보육서비스 비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은 비용 지원 수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조화

보육서비스는 대체 양육수당과의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육수당 정책은 주의가 필요

한 정책으로 정책적 접근에 유의한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대체효

과가 있으나 어머니 경제활동 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또한 보육이 필요한 취약계

층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수준 결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보육정

책의 기본철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수준의 수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 대체제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은 현

재보다는 다소 증액되어야 한다. 희망하는 금액은 수혜여부별로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미혜택 가구

는 30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연령별로 최대 77만 5천원을 지원받고 있는 보육료 지원 가구의 기대 

수준은 4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2 참조).

〈표 2〉 지원 유형별 양육수당의 적정 액수

단위: %(명), 만원

구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미혜택

29만원 이하 23.4 25.6 15.2 35.3
30만원 35.6 46.7 27.6 41.4

31~49만원 17.3 181. 19.3 13.8
50만원 13.9 8.5 19.9 7.4

51만원 이상 9.7 1.0 17.7 1.9
계(수) 100.0(1,000) 100.0(200) 100.0(500) 100.0(300)
중위값 30.0 30.0 40.0 30.0

평균(표준편차) 36.9(18.6) 31.6(10.3) 43.5(223) 29.8(11.1)
자료: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서비스 대체로서의 양육수당은 영아 대상 정책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영아에게서 보육서

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 아동에

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 커리큘럼인 누리과정 대상

인 유아에게 이미 도입된 양육수당은 10만원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부모보조금 중심 지원 방식 강화

기본보육료를 보육바우처에 담는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기본보육료를 시설보조금으로 인식하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153



는 경향이 높으나 영아 기본보육료는 부모보조금이므로 바우처에 담거나 양육수당 형태로 부모에

게 일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한다.22) 이는 정책에 대한 부모체감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전액 지원 상태에서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구분하여야 할 명분이 없고. 추후 양육수당을 조

정하면 이 비용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 맞춤형으로 서비스 다양화

1) 성과와 한계

그 동안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장애아 부모의 요구에 따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루었다. 2010년 다문화가족 영유아 무상보육 도입 및 프로그램 지원, 장애아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2011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애아동 보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취업모를 위해서도 취업모 자녀 입소우선순위 1순위 지정,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등의 성과

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육비용 지원이 취업모 자녀 등 부모들의 보육 요구의 차이에 대한 차등 없

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어 모의 취업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측면은 부족하다.

어린이집 중심의 12시간 보육으로 획일화된 정책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에게 필요에 부합하

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영아의 미취업모 자녀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집에서 취업모 자녀 입소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모 자녀 입소우선순위는 실효성이 

없는 지침이다.

2) 정책과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모의 자녀 양육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교사 근로 강도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취업모 자녀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도록 정규 보육과정을 오후 2시경 귀가하는 단축형과 오후 6시 반경에 귀가하는 종일제로 구

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후 6시 반 이후 보육은 시간연장보육으로 개념을 수정하여 적용

한다. 아동의 등원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귀가하는 시각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운영상 합리적이다.

22) 이는  2012년 9월 25일자로 복지부가 발표한 ‘실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내용에 부분적으로 반영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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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의 대안으로 주당 2~3일 보육체계를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단시간 정규보육

이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취업모 영아는 2~3일로 제한하고 정원

을 보육 시 개념으로 보완한다면 재정 운영 문제도 해소되고 국가 재정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를 위하여 일시보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

도를 마련한다.

단시간 보육, 일시보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종일제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별도 유형의 기관을 두는 방법이 있다.

야간보육로 현재와 같이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방

법이 비효율적이므로 일정 지역별로 거점형을 두어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아동수가 일정 

규모는 확보되어야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라. 보육정보센터 전국 균형 배치

1) 성과와 한계 

현재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상담, 부

모교육, 육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육아지원 사업은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 유형을 센터마다 매우 다양한데 크게 자료실 

및 놀이실 운영, 발달검사, 가족 참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아지원 강화하여 ‘영유아 플라

자’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오프라인의 부모와 자녀의 참여 활동은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을

을 얻고 있다.

현재 자녀양육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인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라는 용어도 혼돈

을 불러오고 있다. 시·군·구 46개 보육정보센터는 종합육아지원센터 역할을 하는데, 명칭은 서울플

라자 등 제각각이다. 둘째, 지역 간 격차이다. 그 동안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지자체에서 100% 

설치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였고 2011년부터 중앙정부가 설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운

영비는 여전히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불가피한 구조이다. 2011년 말 

기준 보육정보센터는 중앙과 시·도 이외에 시·군·구에는 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충남과 경북에 각 1개소, 충남에 2개소이다. 셋째,

설치와 운영이 주로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운영의 안정성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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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먼저, 육아지원센터가 영유아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 양육 관련 정보나 상담을 지원받고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행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육아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개념 정의한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서비스 집행기관으로

서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 파견보육 사업 등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을 브랜드

화하여 기관 및 사업 인지도를 높여서 부모들의 활용 가치를 제고한다.

다음은 접근성 확보이다. 보육정보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권역별로 복수 설치한다. 설치비 이외에 운영비도 

지원하여야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중앙,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보육정보센터 자녀양육 지원 전달체계도 구축하여 정보와 

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명칭도 정보포털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정보’보다는 ‘지원’을 강조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사 서비스 전달체계들과 중복이 언급되고 있으나 

각각 시군구에  1개 정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하여 상호 보완을 기대할 수 있다.

마. 아이돌봄 인력 접근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

1) 성과와 한계 

가정 내 파견보육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는 아이돌보미 파견보육사업을 

국고 지원 사업으로 실시한다. 2012년 2월에「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법 체계를 갖

추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0세-만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

를 파견하는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로,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있고, 이외에

도 특별서비스로 기관파견 돌보미, 감염성 질병감염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가 있다. 이는 시설보육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은 맞벌이가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업주부가정, 한부모가정 순이며,

소득수준별로는 시간제서비스는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이 54.4%, 51~100%인 가정이 

22.5%, 101% 이상이 23.1%로 나타났다.23)

이외에 비영리단체인 YMCA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 보육도우미 파견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거점으로 보육교사 자격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파견보육사업

23) 여성가족부 2012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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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용은 경기도가 아동 연령이나 출생순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외에 영리부분에서 베이비시터회사들이 베이비시터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과 베이비시터 파

견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각각 가입비 및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은 학력수준, 직업수준,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다. 또한 베이비시터 이

용 가정의 어머니 1/4에서 1/3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장헤경 외, 2008).  

이용자 관점에서 아이돌보미 등 파견보육서비스의 문제는 공공서비스는 접근성이 낮으며, 영리

서비스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반면, 서비

스 이용시간 제한은 가장 큰 불만요인이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취약가족 및 저소득층 

가정 우선지원이라는 사업 목표에 따라 해당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것을 일차적 사업으로 

하므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요구 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돌봄 제공자는 현재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고 한다.

관리 차원에서는 현재는 아이돌보미 이외의 아동돌봄 제공자는 자격 기준이 없고 공식적인 자격

부여 기관도 없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지만 교육시간이 턱없이 짧고 표준화된 교재도 없다. 또한 가정 내 보육제공자는 양성, 파견 

뿐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데, 영리업체 들이 이러한 관리 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지향하는 기본방향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돌봄서비스 인력의 관리,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민간베이비시터의 자체적 질적 수준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파견보육서비스 제공자 자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정부 파견 보육제공자인 아이돌보

미는 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하며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이외의 인력은 

제도권 밖에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보육 제공자도 모두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개별

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단기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관리하며 재

교육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공공서비스 지정기관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늘린다. 현재 법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아이돌보미 파견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비영리단체 등을 선별하여 지정기관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적어도 동 단위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우선은 도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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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시군구에 2~3개소 정도를 목표로 한다. 비예산 부분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 없이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부모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셋째,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보육서비스는 종

일제, 시간제, 입주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전체 파견보육을 위한 활동지침, 도우미와 부모의 

지침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우미와 아동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하여, 국가에서 인증한 보육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세금 

감면, 부모 비용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 특별활동 

1) 성과와 한계

2011년 3월 14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오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내용은 영유

아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 보장,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운영 금지 등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도 정부 특별활동 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다. 2012년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 중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은 

44.8%인 반면, 55.2%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표 3〉 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참여 

미참여 계(수) X2(df)
1개 2개 3개 4개이상 소계

전체 12.4 14.8 16.5 11.5 55.2 44.8 100.0(1,971)
 0세  3.4   0.6  -   0.6   4.6  95.4  100.0( 191)

442.4(20)***

 1세 13.3   7.3   8.2   3.5  32.3  67.7  100.0( 394)
 2세 13.2  15.3  21.6  10.1  60.3  39.7  100.0( 523)
 3세 15.8  19.4  16.9  20.0  72.1  27.9  100.0( 371)
 4세 12.6  20.2  24.1  17.4  74.3  25.7  100.0( 269)
 5세  9.3  23.8  21.8  19.2  74.1  25.9  100.0( 209)

 *** p< .001
주: 연령은 1월1일 기준 보육연령임.

자료: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0

세는 4.6%인데 점차 증가하여 만5세 이상은 74.1%가 된다. 특별활동 금지 대상인 0세와 1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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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각각 4.6%, 32.3%가 참여한다. 영아와 유아 특별활동 3개와 2개가 각각 13.6%, 20.7%로 

최다빈도를 나타내지만, 유아는 4개 이상이 19%로 특별활동 종류가 많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8.2%가 3만원 미만, 16.5%가 3~5만원 미만, 13.4%

가 5~7만원, 11.2%가 7~10만원을 지불하고 1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비율도 6.0%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월 비용은 평균 55,900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분포와 평균

단위: %(명), 천원

구분 지불 안함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전체 44.6 8.2 16.5 13.4 11.2 6.0 100.0(1,971) 55.9
연령구분

 영아 58.1  8.0 11.8 11.3  7.5  3.2 100.0(1,108) 51.3
 유아 26.5  8.5 22.8 16.2 16.2  9.7 100.0( 849) 59.6

 X2(df)/t 208.7(5)*** 18.3***
 *** p< .001
자료: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정책과제

우선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특별활동 관리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영아의 특별활동, 유아의 오

전 특별활동은 금지하고 부모의 선택권도 보장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추가적 부담 없이 질 높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부분적으로 표준보육과정 내실화를 통하여 일부 활동은  표준보육과정 운영에서 흡수한다. 이

를 위해서는 특별활동으로 실시하는 표준보육과정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에 관한 

교사 교육을 충분하게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보육교사 이외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예체능 등의 특별활동은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방안

을 강구한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특별활동 강사 확보가 어려우므로 우선 적용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비용 지원 방법도 고려한다. 거의 대부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특별활동 비

용은 저소득층에 부모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지발달 서비스 바우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 평가인증제도

1) 성과와 한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이 투자하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159



여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육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마련

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보육환경을 비롯하여 보육과정,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있어 그 수준이 향상

되고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표 5〉시설유형별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 2012. 6

단위: 명, 개소, %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41,349 2,166 1,449 489 21,949 104 15,192
통과 32,437 2,017 1,503 289 16,348 38 12,242
유지　 26,513 2,046 1,326 288 12,955 39 9,859

통과 비율 78.4 93.1 103.7 59.1 74.5 36.5 80.6 
유지비율 64.1 94.5 91.5 58.9 59.0 37.5 64.9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2012

그러나 개선을 요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인증 결과는 인증통과 어린이집 명단만 공개하는데,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정도가 높

지 않고, 어린이집 선택 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으며,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인증결과는 인증참여 어린이집에게는 개별적으로 인증 총

점과 영역별 점수가 제공되지만 외부로는 인증 여부만 발표되어 왔다.

인증 기준 점수는 75점으로 낮다. 인증 통과 어린이집의 전체 평균 점수는 90점을 넘고 있으나 

70점대로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도 상당수이다. 인증시설 간에 100점 기준으로 75~100점으로 

최대 25점 정도의 격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증통과’라는 한 가지 기준은 인증시설에 대한 

기대수준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관찰평가나 점수의 산정 등 과정에서 인증 결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작용할 소지가 있

다. 관찰자의 평가 점수는 55% 정도만 반영되고 있고, 자체평가, 심의위원 점수 등 요인이 점수에 

반영된다. 관찰 시에도 미리 날짜를 알려 준다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비율이 65% 수준이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80%를 넘지만 

현재 인증상태인 비율은 65%로, 인증이 취소된 기관이 약 20%가 된다. 인증 유지의 경우도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 받기보다는 인증 휴식기라는 말을 더 많이 듣는다.

보육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도 미약하다. 2011년부터 교재교구와 평가인증을 연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지방정부에서도 교사 수당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약하나마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도 점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아직 활용이 미약하다. 실제 보육서

비스의 질적 수준과 재정 지원이 연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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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주요 과제는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

도를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여 모두 공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한 질적 수준의 구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평가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운영체계를 평가체계에 적절하게 전면 개편한다. 평가결과를 등급화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는 평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나 절차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관찰평가 점수, 자체점검 점수, 심의점수를 포함하는 산정방법이나 

관찰평가일 사전 고지 등의 방법으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찰 평가자가 신뢰를 바탕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최근에 현장관찰자는 동질적 전문가 집

단으로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가결과 활용을 증가시

킨다. 즉, 평가인증 점수 산정 시에 관찰평가 점수 배점을 높이고, 자체평가나 심의위원 점수를 축

소시키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관찰 시 관찰일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운영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는 인증 당시 수준 유지 여부 등 우수인증시설의 질적 수준의 담보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중 가장 효과적 방법은 불시방문으로, 평가가 없

는 기간에는 불시 점검 등의 방법으로 평가 당시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셋째, 평가 결과와 보육바우처를 통한 재정 지원을 강력하게 연계한다. 또한 평가인증의 차수 

진행과 더불어 인증기간의 차등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

아. 민간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

1) 성과와 한계

그 동안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매누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건물의 소유 형태에 대한 기준이 제

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월세 형태로 들어와서 보육료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거나 또는 융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융자금 이자를 갚아가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보육료 수입의 15%까지 이러하 경비로 합법적 지출이 가능하고 이 기준을 넘겨도 제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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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보육료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담이 큰 어린이집은 전문성 

있는 경력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는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부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였다. 2011년에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을 강화

하여 어린이집 시설에 사용되는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전세권 등 부채비율 50% 이상 시 부

채상환 이행계획서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2년에는 기자본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법안

을 추진하였다.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하여 2013년부터 신규로 어

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도

록 하였다.24)

2) 정책과제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도 향후 주요 과제이다. 개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자가 시설로 한

정하고 보육시설을 건물과 대지가 합쳐진 개념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가인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

율을 제시하여 보육비용의 효율적 사용 여건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는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 접근법이다. 건물 임차료나 융자금 이자 부담 없는 운영은 질 높

은 운영에 필수 조건이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 강화 조치로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은 식당, 교사실, 수유실, 세탁실, 상담

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을 필수 지원 시설로의 규정한다.

자. 국공립어린이집 균형 배치

1) 성과와 한계

최근 수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 규모는 신축 10개소에 머물렀다. 기본적으로 이미 설치된 민

간시설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국공립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

립어린이집은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기존 민간시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정부는 농·산·어촌 및 저소

득층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농

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이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어린이집 수의 5%, 아동의 1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24) 부채비율은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 * 100임.
2012. 8.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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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1년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정원 1,621,948 157,478 141,966 61,708 862,104 2,726 363,430 32,536
현원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2,286 308,410 24,987
(비율) (83.2) (90.8) (79.4) (82.1) (82.0) (83.9) (84.9) (76.8)

2010년 (82.2) (89.5) (79.3) (81.5) (81.1) (85.3) (83.3) (77.3)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는 항상 민간어린이집의 반대가 뒤따르지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군‧구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다. 지자체가 부지 마련을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도 많다. 부지는 소유부지 활용, 무상기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시‧군‧구는 

건축비의 25%를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비, 감리비 등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면적 330㎡와 ㎡ 당 지원단가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건축비 단가도 국고 지원단가가 실제 소요 단가에 미치지 못한다. 2009년의 경우 국공립시설 신축 

사업의 평균 단가는 188만 6천원/㎡, 부지매입비 제외 시 166만원/㎡으로 현행 단가 120만원/㎡보

다 57%p 가량 높았다. 부지매입비 제외 시에도 38.2p%가 높았다. 어린이집 신규 설치 전체 비용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 수준에 머문 사레도 있다

2) 정책과제

보육재정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어린이집

의 지속적 확충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설치 예산이 2013년 75개소로 확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질적 수준, 지원 수준,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하기 어렵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현재 설치비 지원 

제도 속에서의 개선으로는 지원 항목 대상을 건축비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비용 기준으로 확

대하여야 하고,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기준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관여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일정 지역단위별로 공공어린이집이 일정 수준이 골고루 되도록 배치하여 형평성을 확보하여

야 하고 지방정부와의 설치비 분담 방법이나 지원 비율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한시적으로라도 상설화된 조직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직

접 건축하여 이를 지방정부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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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확충 기획단(가칭)과 같은 중앙 상설 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설 설치 비용 분담의 개선, 중앙정부 및 이를 위

한 상설 조직의 설치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

차.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1) 성과와 한계

2011년 하반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 현재 

총 8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

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2011년에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678개소의 시설규모는 20인 이하가 33.0%, 20~49인 이하

가 25.8%로 소규모 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인 이하와 20~49인 이하 규모의 어린

이집이 많이 선정되었고, 가정어린이집이 1/3을 차지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받던 영아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된다.

〈표 7〉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수준: 2012

단위: 만원     

구분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123인 124인이상

월 지원액 96 248 440 560 824 870
1인당 지원액 ~4.8 11.8~5.1 8.8~5.8 7.3~5.8 8.4~ 7.0~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혈어린이집 시범사업 안내, 2012

공공형어린이집을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

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2011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특성을 보면 전반적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

평가인증 점수는 전국 평균이 90점 수준인데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 80점 미만이 4.3%, 80~85점 

미만 8.2%, 85~90점 미만 26.9%로 90점 미만 어린이집이 39.4%이다. 또한 중 비상재해대비시

설은 없다는 시설이 4% 정도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중 다른 어린이집 등을 운영한다는 비율

이 18.2%로 공공형와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164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수준은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에 밀접하게 연동된다. 지원수준이 낮은데 

높은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우수한 어린이집이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지원액 자체도 수

준이 낮지만, 구간별로 정원을 나누는 방식은 구간 내 어린이집 간 형평성이 낮다. 동일구간 내에

서 아동 1인당 또는 교사 1인당 지원금 액수는 많은 차이가 난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 운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공동형 어린이집은 서울형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호봉표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수입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여 민간이나 가정어

린이집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2) 정책과제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은 그 수 

보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어떻게 운영하도록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

공형 어린이집은 질 높은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

면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제3섹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형으로 운영가능한 조건이 수반

되어야 한다. 지원 수준을 국공립에 버금가게 높이고, 선정 조건도 훨씬 강화하여 질 높은 민간개

인 어린이집들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나 제 운영규정도 국공립

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에게 공공적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관리 비용 투입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구조적으로 국공립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구조적으로 동일한 조건이 보

장되어야 하므로 자가 시설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원장이 다른 어린이

집을 운영하거나 대표자를 맡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25) 일반 어린이집 또는 

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도 서비스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다. 평가인증 점수,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1급 보육교사나 3년 재직기간 3년 이상 교사 비율 등

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운영비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여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동 연령,

교사 및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등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지원체계 전만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방식보다는 운영비 확보여부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25) 1차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중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비율이 17.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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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보육과정과 국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준을 

따라야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장명의의 통장과 법인카드 사용, 클린카드 

사용 비율, 1시설 1계좌 사용 등이다. 클린카드 사용, 1시설 1계좌 사용 등 서울형어린이집 사례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본보조금이 들어가며 부모 부담 감면이 없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포함된 가정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장기적으로 누리과정 실시로 3~5세 지원단가가 오르고 오후반 비용 지원금이 아동 1인당 4~5

만원이 들어가면 유아 보육기관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카.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1) 성과와 한계

보육의 질과 보육인력의 전문성 논의는 지속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과 보육교사의 긴 

노동시간과 낮은 처우의 지속으로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근속이 저해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 관리체계 마련, 예비 보

육교사의 보육실습 기준 마련,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 대학 보육교

사 자격 이수 현 12과목 35학점을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육교사 실습교육 어린이집

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였다. 또한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필수 직무교육 80시간,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으로 상향

조정,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을 위한 경력 2년으로 조정 등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대체교

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11년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원을 확보하였고, 2013년 12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이외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게는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은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보편적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 교사 수당, 대체교사 제도 등 부분적

으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무라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전문성 확보를위한 개선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2년제 졸업자가 같은 급수의 자격증을 받고 있다. 보육교사는 1, 2, 3급

으로 구분하고 자격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집에서의 실제 역할상의 차이 및 보수의 차이는 

미미하고, 또한 1-2년만 지나면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기간별 자격 급수의 차이는 거의  사라진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도 보육교사 경력만 아니라 유치원 정교사․원장, 초등학교 정교사,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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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간호사,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원장 자격울 취득할 수 있다.

대체교사는 총 526명 규모로 17만명의 교사에 대처할 수 없다. 연가 이외에도 교육, 훈련,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다. 보육인력 관리를 통합보육정보시스템과 연계시킨다는 목표도 향후 인력관리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표 8〉 교사관련 사업 규모와 예산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수 예산 수 예산

보수교육 26,118  1,248 26,000  1,123
보육교사처우개선 169,000 46,172  152000 96,435

대체교사   526  3481   500  3,312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정책과제

보육인력의 자격체계, 처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보육인력 자격체계 개편 및 급여 수준 조정

교사-주임교사-원장으로 이어지는 단일 자격체계를 구축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학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격 기준은 개선한다. 보육교사의 학력 또한 장기적으로는 4년제 

학사출신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육교사 3급을 폐지하거나 보조인력화하여 보육교사교육원을 보수교

육기관으로 전환한다.

기준 학력 조정과 함께 보육교사의 기본급 및 수당은 상향조정하고 학력 차이를 호봉에 반영한다.

급여는 호봉제에 근거하여 구조와 명목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지원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져야 하며 인건비가 높은 경력자가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근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수당

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주임교사제도를 신설하여 경력에 따른 장기근무자를 우대한다.

나) 교사를 위한 근무여건 기준 마련

교사들의 월차휴가, 경조사휴가, 병가휴가, 생리휴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산후휴가 등도 법

에서 정한 바대로 시행되도록 대체교사를 확보한다. 특히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의 확보가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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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체계 개선과 함께 비급여 복무실태 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책상은 물론 가

방이나 소지품을 넣는 수납공간이나 휴식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교사 개인을 위한 공간의 시

설 기준이 법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하는 등 교사가 근무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다) 추가 인력 배치, 이용시간 체계 개편 등 근무환경 근본적 개선

도입된 대체교사 제도는 당분간은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력의 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원 체계나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 

체제와 더불어 보조교사 또는 종일제교사를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개반 1명 교사 제

도에서 탈피하여 보조교사 또는 오후에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교사 추가 배치 

도입은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육교사 3급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 유무에 따라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자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3

시까지 보육하고 종일제는 취업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여 교사의 근

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아동 입장에서도 모두 바람직하다. 교사는 근무시간 동안 

아동과 내내 함께할 경우 다음 날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질 높은 보육이 불가능하

다. 뿐만 아니라 격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윤선화, 2012) 보육

교사직이 지속가능한 직종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육명령제 도입

현재 보수교육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예산 수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반당 5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제대

로 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명령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보육인력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해진 일정시간의 교육

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인력의 자격과 경력의 통합 관리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타. 보육·유아교육 제도 개선 로드맵 제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은 행·재정적으로 이원화되어있다. 정부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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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

술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4개 부처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근거법

령, 정책대상 및 기관, 전달 체계, 재정, 주요 정책, 담당 부서, 전문연구인력, 정책지원 기구에 이

르기까지 중앙정부 정책 수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정 및 지원체계 등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2012년 만5세아 누리과정이 올해 3, 4세로 확대되었고 재정도 점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

원하기로 함에 따라 보육교육과정과 재정부분은 연령별 이원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자, 보육 인력, 부모가 통합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

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은 체계와 조직과 같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전체 사회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에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3. 출산부분

출산 부분 정책은 본 원고에서는 육아와 관련이 높은 과제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가. 출산 축하 지원

현재 정부의 출산 축하 제도는 주로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법은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분만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카드 발송, 신생아 앨범제작 지

원, 출산기념통장 지원 등 육아 양육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데 대체로 출산 축하 방법은 출산 축하 

현금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물품 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산과 관련된 현금 지원의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그 액수 등이 다양하다. 지원대상은 모든 신

생아에게 지원되기도 하고 출생순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기도 한다. 출산용품을 대부분 다 

지원하며,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출생순위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고, 결혼 이주 여성 출생아를 대

상으로 지원되기도 한다. 기간은 불입과 보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 지방자치정부가 

해당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축하금 및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구가 감소되는 군 지역에서 특히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2010년 기준 세부 정책 내용이 확인되는 

1,895개 정책과 제의 예산 중 육아분야 예산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출산 분야 

15.6% 순이며 정책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역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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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의료 분야가 25.4%이며, 다음은 출산축하(금) 19.1%,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17.7% 등으로 나타났다(박종서 외, 2011). 

출산축하금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출산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용 증가나 소득 감소를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다. 김승권 외(2009)는 영아기 3년간 양

육비가 2446만원이 든다고 추정한 바 있다.대체로 1회적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지역간의 격차가 있고,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운영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이 있다.

부모 입장에서 출산 지원금을 기대하고 지역을 옮기는 현상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제도가 출산을 

촉진하기 보다는 출산하고자 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형태로 작동할 여지가 크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에 영유아에 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산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재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부부)단위로 일정소득 이

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단, 근로장려

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만 감액 지급한다. 또한 당선인 공약에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악속하였다.

지역간의 격차 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보편적 사

업으로 출산 축하 형태로 물품 구입 바우처과 더불어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관련 각종 정보

를 담아 책 꾸러미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 을 제안한다.

나.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신생아

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출산 가정에 대하여 

2주 12일 동안 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쌍생아의 경우는 3주, 3태아 이상 혹

은 중증 장애인 산모 경우에는 4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2012년도 현재 평균소

득이 40%이하인 경우에는 46,000원이고, 평균소득  40%이상 50%이하인 경우 92,000만이다.

대상이 제한된 선별적 지원이다. 대안으로 산후조리원이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은 2011년에 전체 산모의 32%인 약 15만 명이 이용한 대표적인 사설 요양원으로 

2012년 6월 현재 전국에서 5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산후조리원의 55.5%를 비(非)의료인이 

운영하고 있어 신생아 감염 등의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고, 최근에 정부가 대안 모색을 발표

한바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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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비싸다. 서울시가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125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가격, 산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2주간 평균 이용요금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격

차도 커 강남구는 평균 365만원인 데 반해 강서구는 179만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

조리원 피해상담 건수가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으로 늘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

다.27) 신생아 보호 방식도 산모와 신생아 분리로 아동발달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정책을 목표로 지원 

대상과 도우미 지원 기간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삼식 외(2012)가 제시한 산모 가족이나 

지원자를 위한 국가적 지침의 개발, 제공도 바람직하다.

KDI(정용관 외, 2012)는 시도 단위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율 향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다. 예방접종비 지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은 2005년과 2006년에 시범사업, 2006년 관련법 개정이후 2008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09년에는 보건소에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11종의 

전염병과 8종의 백신에 대해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390억원을 지원하였다.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 백신은 8종에서 2012년도 10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접종당 본인부담

금이 15,000에서 5,000원으로 줄였다. 2013년에 뇌수막염이 추기되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가계 부담이 된다. 정부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실시하고 있

지만, 무료로 접종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살거

나 시간 사용에 탄력성이 낮은 취업모의 경우는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반 병의원에서

의 접종도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하고는 있으나 보건소 이용자와의 차아는 있다. 특히 첫아이 출

생으로 새로운 지출 항목을 경험하는 젊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부모들은 필수와 선택예방접종의 차이는 질환의 경중보다는 예산상의 문제로 국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본다.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도 있으나 정부 지원이 전혀 없으며 상대적

으로 고가인 로타바이러스(30만원), 페구균(15만원) 등 선택 예방접종까지 접종하게 되면 부담은 

훨씬 크다. 부모들 입장에서 이러한 예방접종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와 비용 전액 지원이 향후 과제가 된다. 정용관 외(2012)는 대부분

의 예방접종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

로 보여진다고 보고하고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저소득층에 정책을 집중

26) 2113. 1. 9일자 보건복자부 보도자료

27) 2012. 4. 24 경향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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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보다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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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SessionⅡ-3 – 저출산 고령화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 2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 방향과 과제

-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논의의 배경

⧠지난 5년간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은 전례 없이 개혁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각적으로 추진

된 복지 전달체계 개선 대책의 핵심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2010년),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증원(2011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기반 마련(2012년)이 대표적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핵심 과제로

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의 확충을 추진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

여 체계적인 지역단위 통합사례관리체계를 운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복지자원의 체계적 연계

‧관리, 복지급여‧서비스 자격‧이력정보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혜택의 누락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을 추진하여 각 부처 복지 제도의 수급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기반 마련

⧠이와 같은 정책들은 인력 확충 없이 지자체 내 조직 개편 및 인력의 재배치를 시도한 그간의 지

자체 복지행정 개편과는 달리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인력 확충, 행정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

고 있으며, 개편의 과정과 취지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가 내용적으로 주도하되 국무총

리실 주관의 TF를 통해 유관부처가 함께 실태 점검, 정책을 마련한 범부처 추진체계 

○복지행정의 실질적인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롭게 구축된 정보시스템

－복지분야 급여‧서비스의 이력‧자격을 통합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9,332천명(중복제거 

’12.7.기준, 2012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자료)에 이르며, 올해 2월부터는 16개부처 290

여개 사업의 자격‧수혜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DB, 중복‧부적정 수급방지 프로그램,

범부처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등 운영

○중복 급여의 점검, 부적정 수급의 방지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자의 체감도 및 실질적 지원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서비스 행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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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통합사례관리’를 지자체 복지행정의 주요 업무영역으로 도입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행정 부문의 전격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목적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안착기간이 필요할 것임. 또한 복지수요와 제도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복지행정 인프라의 개선 역시 모색되어야 함.   

○그간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 제도 운영의 책임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제도의 운영 목적에 충실한 행정이 어려워졌음. 이는 새로운 

서비스제도들의 도입과 함께, 전체 대상의 70%에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보

육료지원 대상의 전면 확대 등 부처별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들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임.

○한정된 인력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실히 듣는 상담‧정

보 제공이 어렵고, 정확한 자산조사에 대한 요구와 복지대상자의 양적 증가에 따라 적정 급

여지급, 자격변동 요건에 대한 추적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음.

○점차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복지지원 필요 대상자가 늘어왔으나, 적절하고 책임성 있는 대

응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 환경은 정책의 궁극적 목표 실현 및 제도 운영 효

과를 경감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특히 복지수요자인 지역주민과 대면하는 최일선 접점으

로서 읍면동 주민센터는 평균 1.5~2명 정도의 복지직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매우 많으며,

2명 정도의 복지담당 일반행정직은 복지직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또한 읍‧면

‧동이 3,600개에 이르러, 인력을 1명씩만 추가 배치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정 규모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최일선 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과정에서는 이를 실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고, 공공의 복

지행정 기반을 행정 수요에 맞게 개선해 가려해도 ‘작은정부’에 대한 보편화된 공감 속에서 

사회복지 수요와 제도의 확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확충은 어려운 여건이었음.

○또한 2014년까지 지자체 복지공무원 7천명 증원(복지직 5천명)이 예정되었지만, 여전히 지

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사업 및 업무의 비중과 비교할 때, 인력 규모는 크게 적음.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21.3%인데 비해 사회복지담당인력은 

11.2%, 사회복지직은 6.2%에 불과함. 더구나 사회복지 분야는 대상자 중 다수에 대하여 욕

구와 변화하는 실태를 포착하고 시의적절한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력 소요가 더 클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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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지방자치단체 복지부문의 예산 및 인력 현황

(단위: %)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1) 비율
지방공무원 중 사회복지 인력 비중3)

광역 및 기초 기초

전체

(광역 및 기초)

기초자치단체
전체 정책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 

담당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담당
사회복지직

자치구 시 군 보조사업 자체사업

21.3 46.1 26.0 16.9 47.9 7.2 9.0 4.6 11.2 6.2
(5.0)

   주: 1)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포함(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

단체 예산개요)
      2) 정책사업 예산은 지자체 총계 예산(198.9조원) 중 전체 보조사업 예산 대비 사회복지부문 보조사업 예산, 전체 자체사업 대비 사회복지부문 자

체사업 예산의 비율임.
      3) 사회복지담당 인력 비율은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비율이며(2012년 6월 기준), 사회복지직 비율은 단수직과 복수직을 포함한 

인력으로 산출함. 괄호 안은 단수직 기준임.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 2> 참조.

〈표 2〉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인력 현황

(단위: 명)

전체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2)

사회복지직3)

소계 단수직 복수직

전체 279,636 25,115 
(25,639) 12,758 10,119 2,639

광역자치단체  81,265 1,947
(2,146) 449 299 150

기초자치단체 198,371 23,168
(23,493) 12,309 9,820 2,489

주: 1) 전체 현원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정원 기준임.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등을 모두 포함한 인력임.
     3) 사회복지직은 2012년 충원 1,800명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전체 공무원 자료는 2011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직 자료는 2012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취합 자료로 구성함.

⧠본 고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모색하는 과정에서, 복지 

행정 부문은 어떻게 개선해가야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추진되었던 복지행정 분야 정책 및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

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여건을 점검한 후, 이를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함. 또한 이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과제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함.

2. 복지행정부문의 정책 성과와 시사점

⧠복지행정 부문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던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 성과와 시사점을 살

펴보고자 함.28) 첫째, 지자체 복지행정의 조직‧인력‧기능 개선 추진, 둘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8) 필자가 작성한 다음의 2개 원고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였음: 강혜규(2012.8),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방향, 보
건복지포럼 7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2012.6.29),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사회복지 제도 운영체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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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셋째, 중앙부처의 복지행정 지원 정책 강화, 넷째, 정보시스템 개편 추진, 다섯째,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운영관련 시스템 변화 부문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가. 지자체 복지행정 개선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에 따라 기초보장의 보충급여 방식이 도입되며 자산조사가 강화되고,

근로연계 요소를 도입한 조건부수급‧자활지원 정책이 추진되면서 복지행정업무의 질적 변화가 요

구되었음.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정책의 핵심이던 보육료지원 업무가 공공 복지행정의 주요 영역

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자체 내 전담 복지기구 설치를 시도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이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에서 실험된 통합조사-서비스연계팀 모형

을 반영한 전국단위 시군구 복지행정 조직 개편이 준비되었음.

○시범사업은 지자체 복지행정의 최일선단위를 시군구로 조정(모든 복지직 시군구 집중 배치)

하고,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설치, 핵심업무(대상자 선정-급여-관리)의 분담체계를 도

입함으로써 조사의 일관성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서비스연계팀 운영을 통해 최초로 

서비스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그 성과로 파악됨.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직이 배치되지 않아 실질적인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주민 불만이 

야기되었고, 통합조사, 서비스연계업무, 읍면동담당의 업무 변화 이외 노인, 장애인 등 사업

담당과는 실질적 시범사업 범위에서 배제된 한계가 지적되었음.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행정 개편(2006~2007)은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을 8대 영역 중심으로 재구

조화하고,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설치하며,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6급담당)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전국단위의 첫 전달체계 개편 정책임.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읍면동에 신설된 6급의 90% 이상이 일반행정직이 배치되면서 

‘무보직 6급을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반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취지는 크게 약화(찾아가는서비스, 사례관리 등 곤란)되었음.

○복지, 보건, 고용을 비롯한 “8대 영역”의 강조가 실질적 프로그램 및 연계기반이 미비한 상

태에서 이루어졌고,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가능한 통합적 대상자관리, 업무연계는 조기

에 추진될 수 없어 개편의 효과가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채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 

전달체계 개편의 요구는 지속되었음.

⧠이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정책은 기존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 부

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행정체계로부터 분리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한 조직 재구조화 

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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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접근이 중심이었음.

○전달체계 개선 모형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시군구단위 설치를 고려하였으며, 중

앙정부 특별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 설치가 시도된 적은 없었음.29)

○또한 인력 확충은 전혀 없이 지자체 내 조직 개편 및 인력의 재배치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양한 정책의 집행 수요로 인하여, 개선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없었음.

○무엇보다 지자체의 종합행정 여건에서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 특수성을 공감하는 지자체 전

반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행정직의 적극적 복지업무 수행이 필수 요건이었

는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복지업무

는 사회복지직이 전담해야한다는 일반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었음.

⧠ 2010년 이후 3년간의 정책 추진(앞서 일부 논의됨)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10년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이와 병행한 복지부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시군구내 서비스연계팀에 인력(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배치를 통해 ‘위기가구 사례관

리’ 사업이 추진됨.

○ 2011년에는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을 3년간 증원하기로 결정30), “충원되는 사회복지

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복지종

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게 되었음(2011.7.13.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 2012년 4월부터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

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

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함.

－공공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사회복지의 주요 실천 방법으로서 ‘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

었고, 개별 사례관리사업(드림스타트, 자활, 장애인사례관리, 교육복지투자사업 등)과 방문

형서비스(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돌봄사업 등)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

과를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됨. 지역 내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개발, 희망복지지원단의 지

역 자원 총괄 및 배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범위를 고용, 주거, 교

육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음.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수행은 ‘읍면동에서의 초기상담—자산(생활실태)조사—급여 지급—사

후변동관리’라는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관행적 업무 수행절차를 혁신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보다 향상된 지자체 내 적절한 수행 인력과 구조의 마련, 민간과의 역할범위‧협력 방

29)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시‧군‧구의 직속기관

으로 설치하는 방안이었음.
30)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충원, 읍면동에 약 70% 배치될 예정임. ’12~14년에는 사회복

지직 신규채용 배치(70%)와 행정직의 복지업무 배치(30%)를 병행추진하고, 육아휴직결원 인원(550명), 지방공무원 자연 

결원분의 10%(약 800명)을 복지직으로 충원, 3년간 3,400여명의 인건비 국비보조(지방70%, 서울50%)가 추진됨(보건복지

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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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모색 등 지자체별 사업의 구조가 정착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

반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표 3〉지자체 복지행정 및 복지분야 운영기반의 변화 내용

착수년도 지자체 복지행정 관련 정책 변화 유관 복지분야 운영기반 변화

2004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06)

 - 통합조사‧서비스연계 전문화 실험   

2005년

• 시군구중심 복지 운영기반 마련(사회복지

사업법 시행)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자체 사회복지직 증원 결정(1,830명)

• 복지사업 이양등 지방화의 본격 추진

  -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2006년
•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

  (2006~07)

∘ 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정책관’ 설치

  - 다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시행준비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

2008년

• 시군구 ｢희망복지129｣ 모형 개발 • 복지부 내 공공-민간-정보관련 복지 전달체계 개선 TF 운영

• ｢복지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총리실주관, 관계부처 합동)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정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로 지급

  -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시작

2009년

• 지자체 ‘민생안정추진단’ 설치 

 - 계약직 민생안정요원(900명) 배치

• 시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 분권교부세제도 연장 결정(2014년까지)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발표(총리실주관, 관계부처 

합동)

  - 복지담당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 부처별 복지전산망 연계강화 

  - 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민간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 시군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실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치

2011년

• 지자체 복지인력 7천명 증원 결정 ∘ 4대보험 통합 징수 시작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각 공단)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리 시작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등록(등급)심사 시작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사회서비스관리원 통합

2012년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통합사례관리사업 실시

• 범부처 복지정보연계사업 본격 추진

   (복지부로 업무 이관)

• 복지부내‘복지행정지원국’ 설치

자료: 강혜규(2012.8); 강혜규(2012.6).

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지자체 중심의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선 추진은 본격적인 복지부문의 지방화, 분권화의 추진과 맥

을 같이 함.

○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지자체별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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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민관 협력의 공식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은 시군구 중심의 지

역사회복지 수행 기반 마련,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전달체계에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당시 행정자치부가 주도, 유관부처가 함께한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은,

이를 통해 지자체 복지행정 부서에서 사회정책 부처의 복지정책 집행, ‘주민생활지원’이라는 

광의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 업무, 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추진한 것임.

다. 중앙부처의 복지행정지원 정책 강화

⧠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내 공공-민간-정보관련 ｢복지 전달체계 개선 TF｣가 운영되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기본 설계가 착수되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관계부처 

합동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됨.

⧠ 2009년에는 복지부문의 사업 중복, 조정에 집중하여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이 발표됨.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계획, 현금성 복지급

여를 단일계좌로 지급하는 방안,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계획이 포함됨.

⧠ 2010년에는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부처별 복지전산망 연계 강화, 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민간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이 제시됨.

⧠ 2012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각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중복 여부 

등을 점검‧조정하고,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범위를 101개 사업에서 확대하여 복지사업의 총괄 조정 및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힘

(2012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자료). 또한 복지부 내 ‘복지행정지원국(4개 과31))’을 설치, 보

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

○이와 함께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도 주목됨. 지금까지 ‘(공공) 전달체계 개편’

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대상자에게 일관되게, 원활하게 전달되는 절차와 구조에 관

심이 두어졌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특성, 역동성을 감안한 지역단위 서비스 시스템을 중심 

축으로 하여 정책 추진의 관점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 제고라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수요에 민감하게 대

응할 “복지 수행주체”로 지자체 및 민간 주체들의 강점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보다 확대된 지평에서의 논의와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31)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 복지급여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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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지부문 정보시스템 개편

⧠ 2010년부터 개통, 운영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은 2009년 6월 발표된「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음. 지자체 복지업무 지원시

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운영으로, 시스템의 안정화, 고도화에 따라 지자체 복지

행정부서의 업무수행 시스템이 효율화되고, 복지직의 핵심 업무를 자산조사에서 복지전문성이 요

구되는 상담과 서비스지원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3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력)하고 중앙부처 복지급여, 서비스 자격‧이력정보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2012년에는 ｢다부처 복지정보연계사업｣을 행정안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어,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마. 유관부문의 관리시스템 변화

⧠지자체 복지행정과는 다른 축으로 복지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의미있는 변화를 살펴 볼 수 있

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 관리 운영기구에 관한 부분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추진을 배경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정책관’

이 설치되었으며, 2007년부터 다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시행되고, ‘사회서비스관리센

터’가 설립되었음.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현재 2010년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병

합 운영되고 있음.

○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201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음. 국민연금

공단은 장애인등록(등급)심사도 맡고 있음.

⧠사회서비스의 핵심서비스를 사회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되면서, 사회서비스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

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복지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적절한 역

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경우 예방사업,

사례관리를 통한 포괄적 지원 등을 어디에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음.

32) 특히 기초보장제도를 비롯 15개 주요 복지급여사업의 업무수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개편, 자산조사 항목을 통일‧표준화, 개

별적으로 각각 수행하던 조사를 1번의 조사로 해결하여, 행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자산조사에 필요한 

공적자료의 전산연계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조사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여, 시스템 기반의 자산확인 의존도 향상과 함께, 사

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산조사 집중을 해소하고, 전문직의 업무 수행이 요청되는 복지상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

할 여력을 만들고자 하였음. 또한 매우 미진했던 급여변동 관리의 강화도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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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복지부문의 제도 운영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매우 의미있는 지

점이라 될 것임.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전국 지자체 복지행정부문에 변화를 촉진한 정보시스템의 확충, 사회복지

직의 1.5배 확충 등 예정된 여건 변화에 기반하여, 지금까지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복지중심 지자

체 행정의 변모,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개편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각각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향상된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됨.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본청에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신설 및 광의의 사회복지 유관영역의 부서 통합 추

진,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 신설로 복지업무 수행 여건 마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자산조사 업무부담의 감소, 통합적 복지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 기반 마련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의 서비스지원 향상을 가

능하게 하는 계기 마련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본격적인 공공 사례관리 추진 기반 마련, 읍‧면‧동의 적극적인 복지지원 기능 활성화

를 추동할 컨트롤 타워, 지역단위 서비스 조정 기능 부여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관부처의 복지정보시스템들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결33), 필요정보를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 DB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민간부문의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연계 확대 계획

3. 변화된 여건과 정책 과제34)

가. 몇가지 쟁점과 고려사항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 최근 몇 년간, 증가된 예산과 제도를 소화할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서, 정책 효과, 복지의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음. 이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33) 전 부처의 각종 업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정보 원천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송신되

는 300여 종의 각종 공적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각 부처의 사업대상 선정, 급여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대상자의 자격결

정 정보와 급여 수혜이력을 하나의 통합 DB에 적재, 개인별‧가구별로 전 부처로부터 어떤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관리 

34) 필자가 작성한 다음의 2개 원고를 중심으로 일부 보완하였음: 강혜규(2012.8),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방향, 보건

복지포럼 7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2012.6.29),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사회복지 제도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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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해관계자가 관계되어 대안 선택이 쉽지 않은 시스템 개선의 근본적 제약 요소와 관련됨.

○첫째, 그간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비판의 주요한 지점은 지자체 행정조직의 재

구조화에 국한되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임.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직접 서비스를 전

달하는 민간 전달체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함. 또한 서비스를 위한 전

달체계는 관료조직에서 다루기 어려우며, 지역성, 참여성을 강화한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해

야한다(김영종, 2012. 6)는 주장도 지방화의 진전 및 공감대 속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음.

○둘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은 한동안 전달체계 개선을 완성할 사업으로 홍보되었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장기적으로 복지행정업무의 패턴을 전환해갈 의미있는 기제임이 분명

하지만,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기대효과가 과도하게 강조되었고, 이는 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음. 정보연계로 인한 자산조사의 감소가 복지서비스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여력을 만들 것이라는 기본 구도는 유효하지만, 자산정보 자체의 정

확도, 조사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제도운영상의 허용수준과 관련한 근본적 정책변화가 병행

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성과일 수 있는 것임.

○셋째, 2006년의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개편’에 대한 논란으로서, 이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복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문제와 결부됨.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주장했던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대체로 (지자체 소관이 

아닌)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사회복지 전

담기구를 설치하지만, 지자체 부서로 설치하는 안이었으며, 분권과 자치를 중시했던 참여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 수행 권한을 강화하는 모형을 선택한 것이었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어려운 지자체의 현실에서 

복지계가 사회복지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비판되었음.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쟁점임.

지자체별 재정력의 편차가 크고, 단체장의 의지와 성향, 임기에 따라 복지의 추진이 안정

적이지 않으므로, 지방에 복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와 ‘지역의 복지’

는 지자체의 책임 확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향할 방안이라는 입장을 실질적인 대안으

로 조율해내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음.       

○넷째,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전례없이 큰 반향을 일으킨 정책이었

음. 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예산 지원 방식을 ‘이용자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서비스 가

격의 설정, 기관 진입방식의 검토과정에서 시장화에 대한 지향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공공성

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음. 특히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관리

원’을 설치하면서,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하였고, 이는 중앙으로 사회서비스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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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는 별도의 전달체계로서, 중복, 분절, 비효율성을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달체계를 비롯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논란은 복지제

도 운영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다음의 고려 사항으로 정리될 수 있음.

○첫째, 확대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제도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방안, 서비스 수

요-공급의 조정‧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둘째, 분절적이고 다기화된 공급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 욕구에 대

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상당부분의 자산조사와 급여관리가 간소화된다면, 현금급

여관리와 서비스 수급체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넷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은 재정과 사무에 있어 어떻게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인가

○다섯째, 사회서비스 사업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서비스 재정의 이전방식, 사업기

관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섯째,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증원은 주민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단초가 될 것이지만, 인력활용 측면에서 특히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다음은 복지행정 부문의 검토되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기능, 조직, 인력, 정보기반, 재정의 5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표 4 참조).

1) 기능․조직 관련

⧠여전히 사회복지 부문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자체 복지행정에서 담당할 역할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 제도 운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를 크게 

구분해 본다면, 첫째, 지자체 복지행정을 중심으로 내부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일(지금까지 공공 

전달체계 개편 정책에서 주력했던), 둘째, 지역사회에서 현재 함께하는 유관부문의 공공, 민간기관

들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계-협력 혹은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일, 셋

째,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된 핵심 공공기관들의 기능, 업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검

토하는 일이 될 것임.

○첫째, 지자체 복지행정에서의 “서비스 행정 기능 강화”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작년부터 운영

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활성화로 지역단위 사례관리 기반이 정착되도록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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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주요 과제

기능

지자체의 서비스행정 기능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로 지역단위 사례관리 기반 정착

- 지자체 행정의 지역복지 기획, 서비스 수급관리 강화

욕구영역별 통합적 지원 강화

- 분야별 연계, 통합적 서비스:
소득—일자리—보건의료—교육—주거 등

- 공적 보호대상의 욕구 파악(assessment) 체계화

- 지역단위의 자원 발굴, 관리, 연계 기반 마련

부적정수급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 행복e음 활용 부적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반 마련
- 이용자 서비스 모니터링

- 복지사업 및 시설 진입, 인증, 평가, 점검 등

조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욕구 중심의 서비스 공급 거버넌스, 조직 재구조화 검토 

․ 영역별 조직통합, co-location, 인력파견, 업무연계 등 

지자체 행정의 서비스중심 

일선사무소 운영

-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광역화, 복지 중심 

강화

- 유관부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gateway

현금급여 행정과 서비스 행정의 - 지자체 복지행정을 비롯, 고용, 보건, 사회서비스 관리 기구 

우선순위가 높음. 또한 지자체 복지행정이 중앙정부에서 기획된 제도의 집행 보다 ‘지역복

지’를 위한 기획 기능과 서비스 수급관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 인력 배치,

역량 강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복지부문의 모든 제도(현금급여와 서비스를 망라한)의 운영 과정에서, “욕구 영역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의 강화”가 요청됨. 소득, 일자리,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의 분야별 연

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적 보호대상의 욕구 파악(assessment)의 체

계화, 지역단위의 자원 발굴-관리-연계 기반 마련을 통해 가능한 일임. 이를 위해서는 읍면

동 주민센터등 유관부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합의된 gateway의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기능의 변화를 반영한 조직 차원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지자체 행정의 

서비스중심 일선사무소로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광역화, 복지 중심 강

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는 본 고에서 핵심 검토과제로 논의함. 또한 사회복지부문 

제도의 대폭 확대 과정에서 현금급여 행정과 서비스 행정이 분리된 조직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자체 복지행정을 비롯하여 고용, 보건, 사회서비스 관리 기구 전반의 업무 재

구조화가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 때,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담당

해야 할 사업특성별 적정 관리운영단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로 집중

된 역할의 균형적 배분이 필요할 것임.

〈표 4〉복지행정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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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전반의 업무 재구조화 방안 검토 

- 사업별 적정관리운영 단위 고려, 광역단체 역할 강화

인력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서비스중심 

역할 전환
- 사례관리등 복지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업무 배치 확대

공공서비스행정 인력의 확충

- 취업지원, 방문보건, 정신보건 등 공공서비스 인력 확대 배치 

- 지자체 복지직 충원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및 행정직의 

안정적 복지업무 수행여건 마련

정보기반

행복e음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이용자편의를 위한 온라인서비스 및 정보제공 확대

- 다부처 연계의 범위 확대 

정보시스템의 활용성 강화

- 정책 통계 생산 및 분석 기능 향상

- 지역단위 사례관리 기반(민간참여 범위)
- 부적정수급 모니터링등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재정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 구조 

개편

- 지방의 재량적 복지사업 운영 기반 마련

- 중앙의 재정책임 강화(공공부조 사업)

서비스사업의 재정이전 방식 개편 

검토

- 정부보조금의 이용자지원, 기관지원, 사업지원 방식의 사업별 

적정성 검토, 조정

- 민간서비스기관에 대한 실효성 높은 위탁계약을 위한 재정 

제도 검토
자료: 강혜규(2012a), 강혜규(2012b)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욕구 중심의 서비스 공급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일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임.

<표 5>에서는 핵심적인 유관 부처와 지방 공공운영기관의 분포를 정리해 보았음. 이들의 유

관성을 고려하여, ‘업무연계, 인력파견, co-location, 조직 통합 등’ 가능한 방안이 영역별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특히 보건소는 공공운영기관 중 복지부문과 협력의 영역이 가장 넓은 

기관이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의 핵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 범위 및 연계․협력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

임. 또한 고용부 소관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 업무의 경우, 향후 취업취약계층의 증가에 따

라 고용-복지연계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므로, 보다 강력한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복지 수요를 감안한 기관간 연계․협력․통

합 방안의 고려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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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이 사례관리등 복지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마련하는 것임.

○이와 함께 지자체 복지직 충원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및 행정직의 안정적 복지업무 수행여

건 마련이 필수적임.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공공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반적인 확충이 요청됨.

○취업지원, 방문보건, 정신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되

고 있으므로, 조직의 재구조화 방안과는 무관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3) 정보기반 관련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정보기반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구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었음. 또한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 지속 개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특히 이용자편의를 위한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행복e음의 편익이 실제 복지 수요자에게 확대되려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 이후 상시적

으로 복지제도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신청 제도의 확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행복e음이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근거기반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활용성의 강화가 요청됨.

○정책 통계생산 및 분석기능 향상, 지역단위 사례관리의 기반으로서 민간의 공유시스템 구축,

부적정수급 모니터링등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방안이 세부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음.

4) 재정 관련

⧠복지 제도 운영에 있어, 재원 확보는 각 제도 설계 및 기획과정에서 주로 고려됨. 그러나 분권교

부세 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부문 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2005년을 기점으로 공교롭게도 신

규 사회서비스 제도가 대거 시행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육료지원의 확대가 지속되며 지자

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되었음. 분권교부세 제도는 2014년에 종료되고 시행 10년에 이르고 있음.

아직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 환원의 요구가 빈번함. 그동안 이용자지원 서비스사업이 도입되었고,

신규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 구조는 전면적

으로 검토, 개편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재량적 복지사업 운영이 확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공공부조 사업

(표준화된 현금급여)에 대한 재정 책임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편차없이 국가가 일괄 부담하는 방안이 우려를 줄

〈표 5〉주요 복지욕구 영역별 소관부처와 지방 공공운영기관 분포

돌봄‧요양

(성인)

돌봄‧교육

(아동)
취업 주거 재활

보건

의료

정신건강

심리정서 

지원

여가
일상생활 

지원

중앙
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
운영
기관

지자체

보건소

고용지원센터

지방교육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LH공사

장애인고용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주: 각 욕구영역별로 소관부처와 기방 공공운영기관을 표시하였으며, 이 중 진한 영역의 경우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함.

○셋째, 제도 운영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적정수급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의 강화가 요청

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부적정수급 관리체계” 강화는 정책적 중요성을 더해 갈 

것임.

○넷째, 사회서비스 제도가 확대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 노인장기요양 사업평가, 바우

처사업 평가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품질관리의 체계화”가 요청됨. 이용자 서비스 

모니터링과 함께, 복지사업 및 시설 진입, 인증, 평가, 점검 등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방안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의 준비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행정과 관련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2) 인력 관련

⧠제도 운영의 핵심 기능 변화, 시스템 기반의 행정여건 변화와 함께, 지자체 복지행정에서 사회복

지직 공무원이 담당할 역할의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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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이 사례관리등 복지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마련하는 것임.

○이와 함께 지자체 복지직 충원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및 행정직의 안정적 복지업무 수행여

건 마련이 필수적임.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공공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반적인 확충이 요청됨.

○취업지원, 방문보건, 정신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되

고 있으므로, 조직의 재구조화 방안과는 무관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3) 정보기반 관련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정보기반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구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었음. 또한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 지속 개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특히 이용자편의를 위한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행복e음의 편익이 실제 복지 수요자에게 확대되려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 이후 상시적

으로 복지제도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신청 제도의 확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행복e음이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근거기반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활용성의 강화가 요청됨.

○정책 통계생산 및 분석기능 향상, 지역단위 사례관리의 기반으로서 민간의 공유시스템 구축,

부적정수급 모니터링등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방안이 세부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음.

4) 재정 관련

⧠복지 제도 운영에 있어, 재원 확보는 각 제도 설계 및 기획과정에서 주로 고려됨. 그러나 분권교

부세 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부문 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2005년을 기점으로 공교롭게도 신

규 사회서비스 제도가 대거 시행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육료지원의 확대가 지속되며 지자

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되었음. 분권교부세 제도는 2014년에 종료되고 시행 10년에 이르고 있음.

아직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 환원의 요구가 빈번함. 그동안 이용자지원 서비스사업이 도입되었고,

신규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 구조는 전면적

으로 검토, 개편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재량적 복지사업 운영이 확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공공부조 사업

(표준화된 현금급여)에 대한 재정 책임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편차없이 국가가 일괄 부담하는 방안이 우려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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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선택임. 그러나 사회복지 부문의 특성상 지역 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기획․사업이 필요한 서비스 부문의 경우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는 중앙과 지방 기관의 사무분담 구조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임.

○즉, 국가 책임이 큰 사업, 대상의 보편성이 크고, 관리의 통일성이 큰 현금성급여는 현행 시

군구 중심의 관리운영에서 그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때 재원분담 주체에 대한 고려가 연동, 병행되어야 할 것임.

⧠다음은 서비스사업의 재정이전 방식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5년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정

부보조금은 이용자지원, 기관지원, 사업지원 방식으로 다양하며, 기관차원에서는 혼재되어 

있음. 사업성격별, 영역별로 적정한 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형식적인 사업 및 기관의 민간 위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된 바, 공정한 성과 평가,

심사 기준의 마련과 함께, 적절한 재정 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하는 일은 서비스 제도 운영을 

위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4. 핵심 검토 과제: 지역단위 통합적 전달체계 구성

가. 검토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업무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파급력있는 정보시스템의 확충, 사회복지직의 1.5배 확충 등 예정된 

여건 변화에 기반하여, 지금까지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복지중심 지자체 행정의 변모, 사회보장 전

달체계의 개편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추진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인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가 

갖추고 있는 통합적인 전산정보시스템과 비견될만한 설계로서, ‘국민들이 개별부처의 공공서

비스를 받기 위해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을 찾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기관(One-Stop Shop)으로 설립’된 센터링크의 기본 컨셉을 구현

할 의미있는 기제로 활용 가능할 것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을 계기로,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

와 특정 사회위험에 의한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

도’로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안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 “사회서비스 보장

과 소득보장의 효과적이고 균형적 연계”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시되어, 이를 실

현할 제도 운영 및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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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복지의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적절하

게, 충분히, 편의성을 높여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요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접점의 중

요성이 매우 크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 전달체계로서 지자체 복지행정의 지속적인 혁

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 부문의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이 요청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단위의 통

합적 복지 전달체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기반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

운 업무를 추진하고, 읍‧면‧동의 적극적인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전달체계의 기본 

구도로 인한 업무 수행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실정임.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의 업무 구조 분리

∙일반적으로 본청은 기획-관리업무, 읍면동은 대민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지만,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명확한 업무의 분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예컨대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업무는 ‘대면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읍면동에서의 

상담이후 본청으로의 의뢰과정이 존재하며, 복지대상자(기초수급등)에 대한 욕구 파악

의 과정이 읍‧면‧동과 본청에서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개별 복지대상자

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집중되기 어렵고 정보의 누수, 사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

－종합행정기관으로서 동 주민센터의 업무 여건

∙동 주민센터는 총 인력 12명 규모로서, 이 중 복지담당인력은 약 3~4명에 해당함. 복

지직은 평균 1.6명 수준으로서 업무 분담이 곤란한 상황임. 또한, 100여개를 훌쩍 넘

는 각종 복지제도의 정보를 안내하고 행정절차를 숙지해야 하므로, 한사람의 복지직이 

감당하기에도 어렵고, 일반행정직의 업무 기피는 여전히 심각함. 이는 ‘찾아가는’ 서비

스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자에 대한 충실한 상담등 필수 업무를 어렵게 하는 여건임.

∙그동안 국무총리실의 TF 운영,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통하여 지자체가 일반행정직의 

안정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조치하도록 독려되었으나, 일반행정직이 복지직을 대체

하는 수준의 업무기술‧지식‧태도를 단기간35)에 습득하기 어려우며, 취약 계층의 대면

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어서, 복지업무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기는 근본

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지자체 복지인력 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등에서 파악된 바에 따

르면, 대체로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로 1년여

를 채우지 못하고 일반직은 전보를 희망하기 때문에, 복지직들은 일반직의 업무 숙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 문제

가 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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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직의 복지업무 참여가 지속되더라도, 핵심 복지업무 수요에 필수적인 인력을 

복지직으로 확충하는 방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예컨대, 2011년 확정된 7천명 증

원 인력 중 일반직 2천명을 복지직으로 충원해가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보건, 고용,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 주요 사회보장기관의 독립 제도 운영 

∙한국은 주목하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급여 뿐만 아니

라 핵심 사회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제도도 보험공단에서 관리되고, 공공보건을 담당하

는 보건소는 지자체의 독립기관으로, 고용지원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운영

되는 분산적 구조임.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소득보장과 서비스제도를 집행하는 지자체 복지행정

은 점차 주민 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나, 기

관과의 공식적 연계구조가 부재하거나 사업지침상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부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포괄적인 복지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강화’, ‘지방행정의 책임

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서, 도시지역의 ‘동 주민센터’

를 통폐합(大洞제), ‘통합복지행정센터(가칭)’로 재구조화하여 자치구 및 시의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시‧군‧구-읍‧면‧동에서 병행하는 ‘대면서비스’를 일원화된 구조로 통합하여, 최일선 사무소

인 신설 센터를 사례관리체계 중심으로 구성함.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담당하는 사례관리 업무를 모두 센터로 이관하여, 희망복지지원

단의 기능을 권역별‧영역별로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둠.

－동의 경우 도시지역의 교통편의를 고려할 때, 접근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011년 현재 전국의 동은 2,061개소이며, 인구 1만 미만의 동도 460개에 이름). 접근성 

저하에 대한 주민 불편도 예상되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에 따라 서비스 향상이 이루

어지면, 상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까지 동 주민센터의 행정기능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행

정부문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향도, 동 주민센터가 복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기능 강화하

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임.

∙조석주의 연구(2012: 3~4)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전략인 읍면동 주민자

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일부는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을 제안하고 있음. 복지행정의 경우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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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동 주민센터가 상당부분의 행정 및 대민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취지에 걸맞는 복지

행정의 적정구역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동 주민센터의 존치 여부에 따라 “동 통합(大洞제)형”, “거점센터형”의 두가지 방안이 가능

할 것임.

－ ‘동 통합(大洞제)형’은 동 주민센터를 인구 5~10만 단위 ‘복지행정센터’로 전환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동의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평균 3~4개의 동 주민센터를 1개소로 통합하는 

것임.

－복지기능을 센터의 중심기능으로 강화하되, 현행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도

록 함(다만, 행정 기능 중 본청에서 수행이 바람직함 업무를 선별, 이관하며, 이와 함께 

동의 행정 인력을 본청에 배치함)

○ ‘거점센터형’은 동 주민센터의 통합(대동제)이 어려운 경우, 동 주민센터의 보편적 기능은 

주민자치기능과 일반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정하고, 복지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서, “거점 복지행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임. 이는 역시 3~4개 동당 1개소의 설치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복지부문의 기능과 구조는 “동 통합형”과 동일하며, 거점 센터에서는 일

반행정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게 됨.

○특별‧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하고, 군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의 

권역센터를 일부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기대 효과

○지자체 복지행정부서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의 최일선 접점으로 강화, 공공 복지담당 인력의 

전문업무 수행 여건 조성, 대면(face-to-face)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제반 업무는 최일선기관

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복지부문 공공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 제고, 복지관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편의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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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통합복지행정센터안의 기본 구도: 동 통합형

〔그림 2〕통합복지행정센터안의 기본 구도: 거점센터형

⧠기본 모형의 주요 특성

○첫째, 대민서비스의 접점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공공 사회서비스의 신청-접수-상담 창구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함.

－사회복지, 일반민원행정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복지-고용-보건 등 사회정책 부문의 서

194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비스 접근 창구 기능으로 전환함.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대면상담 안내를 비롯 지역별 콜센터, 웹싸이트 등 온라인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둘째,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구도로 시‧군‧구-읍‧면‧동의 업무를 재구조화함.

－급여신청‧서비스 수요자와의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로서, 읍‧면‧동 신청접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 각각 중복의 여지가 있는 ‘욕구 파악’, ‘문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접촉을 집중화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정보의 손실

을 최소화하며,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여건을 마련함.

∙서비스연계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모두 신설 센터에서 담당 

－통합복지행정센터에 안내-신청접수 및 상담을 담당할 ‘복지상담팀’을 운영함으로써, 현행 

동 주민센터에서 1~2인이 일부 업무로 담당했던 대상자 상담 업무를 크게 보강함.

∙복지민원인의 가벼운 기본 정보 안내, 방문목적 식별(screening) 등을 담당할 초기상담 

업무와 복지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담당할 경력있는 복지담당의 상담 업무를 

이원화

－이와 같은 인력의 배치와 업무의 재구조화는 제공되는 서비스 대비 투입인력을 최소화하

여, 공공인력 활용의 효율화가 가능한 구도라 할 수 있음.

∙예컨대, 읍‧면‧동의 복지직과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직의 대상자지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업무담당자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공간의 

분리로 인해 읍‧면‧동으로부터의 대상자 의뢰과정에서 정보 손실, 사례 누락 등의 우

려가 있고, 업무상의 중복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상자도 상담과정에서 중복 진술의 불

편이 있음. 이러한 점들을 최소화할 여건을 마련

○셋째, 사회서비스 부문의 유관 공공기관들과 탄력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력 파견, 요일

근무제 등을 운영함.

－고용서비스 기관, 보건서비스 기관,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센터) 등과의 공식적 의뢰,

협력 기반을 마련함.

∙유관 공공기관 직원(건보공단, 연금공단, 보건소 등)의 파견 근무 추진 

∙상시 근무 혹은 “요일지정근무제” 등으로 양 기관 탄력적 근무방안 고려

－공공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불가결할 것으로 판단됨.

∙점차 수요의 크기와 심각성이 확대되는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기초 지원을 위한 정신

보건인력의 배치, 고용지원센터 소속의 직업상담사 추가 채용을 통한 파견, 방문건강관

리인력의 적정규모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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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인력, 평생학습지원인력 등의 신규 채용 검토 

나. 조직 구조‧주요 기능 

⧠기본 조직 모형

○통합복지행정센터의 기본 조직은 기획관리팀, 복지상담팀, 일반민원 1팀, 일반민원 2팀, 사

례관리 1팀, 사례관리 2팀, 사례관리 3팀, 지역복지지원팀 등 8개 팀으로 구성함.

－ “거점셈터형”에서는 일반민원 1팀, 일반민원 2팀을 제외한 6개 팀을 운영하고, 기획관리

팀의 규모는 다소 축소함.

⧠기획관리팀

○센터의 전체 관리, 운영, 행정을 담당함.

○현행 동 주민센터의 업무 중 ‘총무업무(감사, 보안, 선거관리 등)’에 해당됨.

⧠일반민원 1팀 및 2팀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제증명 업무, 재난방재‧민방위 업무, 생활폐기물관리 업무 등을 

담당함.

－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 규모 분석 연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일

반행정업무를 다음과 같이 11개 업무 영역으로 구분함: 총무업무(감사, 보안, 선거관리 

등), 고용관리업무(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주민자치센터관리업무, 농림축산수산업무(농업

기반시설, 재해질병관리, 산불방지 등), 가족관계등록업무(등록부 정리, 정정 등), 주민등

록업무, 인감업무, 제증명(조회, 발급, G4C, 무인발급기 등), 재난방재(풍수해, 재난복구 

등) 및 민방위 업무, 지방세관리업무(체납세관리, 지방세 납부 등), 생활폐기물관리업무

(스티커 발급, 분리배출이행 과태료 부과징수 등)

○고용관리업무, 주민자치관리업무 등은 ‘주민복지지원팀’에서 담당

○지방세관리업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 검토

⧠복지상담팀

○통합복지행정센터의 첫 관문으로서 안내, 접수,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함.

○복지상담팀에는 접수를 담당하는 인력과 분야별 복지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배치하여, 간

략한 질의응답을 통해 기본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와 보다 심도있고 시간을 요하는 

개인-가구 문제의 상담이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여 운영되도록 함.    

－접수담당자(receptionist): 방문목적 식별, 상담 영역 screening, 기본 정보제공  

∙연금공단, 건보공단 등 파견 인력 배치를 통한 상담-신청-접수 고려

－분야별 상담자: 가구(위기가구, 여성, 다문화, 폭력, 정신건강 등), 아동, 장애인, 노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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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상담자 배치 

⧠사례관리팀

○현행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대폭 확대하며, 서

비스연계업무,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단순서비스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함.

○분야별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되, 이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구성하도록 함. 지

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문화하되 위기가구 및 아동 사례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

도록 제안함.

－사례관리 1팀: 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2팀: 자활‧취업지원  

－사례관리 3팀: 노인 및 장애인

○ 3개 팀의 운영을 총괄하는 팀은 사례관리 1팀으로 하되, 솔루션위원회 등 보다 광범위한 관

계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는 해당 팀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도록 함.

－다만, 매우 위중하고 긴급한 사례의 경우,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주도하여 전체 시‧

구 단위의 공공-민간 자원의 동원, 협력을 유도하는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

⧠지역복지지원팀

○지역복지지원팀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활동, 지역기반의 생산활동을 촉진, 활성화하

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복지 지원 기능을 담당함.

－지역자원 발굴을 비롯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기반의 ‘지역사회 보호지원체계’

가 마련되도록 함.

－ (기존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지원 기능을 수행함.

－ (기존 동 주민센터의) 공공일자리 관리와 함께,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

을 기업, 협동조합 형성‧운영 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밀착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사례관리를 비롯하여, 지역의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과의 협력을 요하는 제반 복지 지원을 

활성화하는 공간을 마련함.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협력 기관들이 읍‧면‧동 창구로 찾아오는 복지수요자와 상담하

고, 공무원과 대면하여 업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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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통합복지행정센터안의 구성 방안 개요: 동 통합형 기준

다. 인력 배치 방안

⧠인력 구성

○통합복지행정센터의 인력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복지직과 일반행정직, 희망복지지원단

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 드림스타트담당, 보건소방문건강관리담당, 직업상담사(추가 확

보), 정신보건인력 및 문화복지인력(추가 확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요원), 국민연금보험공단 직원의 파견을 통해 상담, 신청, 접

수 업무의 통합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인력 규모

○통합복지행정센터의 표준형(동 통합형) 인력 규모는 총 45명(파견인력 포함 53명)으로 고려

함. “거점센터형”의 경우 일반민원팀은 운영하지 않으며, 따라서 총 인력은 45명 중 일반민

원 1팀 및 2팀(12명)을 제외한 33명 규모(파견인력 포함 41명 규모)가 됨.

－센터장과 8개 팀의 팀장(복수직렬, 복지직, 일반직), 복지직 14명, 복지분야 전문직 6명,

일반직 16명으로 구성하고, 8명의 유관 공공기관 인력 파견 추진 검토 

○소요 인력

－현행 1개 동의 공무원은 평균 12명으로서, 3.5개동을 통합할 경우 42명의 인원이 확보

됨. 이 중 복지직은 1개 동당 약 2명으로서 총 7명, 일반직을 포함한 기타직은 3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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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될 것임(2012년 기준). 

－이 경우 제시된 표준 모형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직 등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데, 추가 필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복지직의 경우, 2014년까지 동 주민센터에 총 3명이 배치되고, 희망복지지원단에 평균 

6명이 배치되므로, 동에 현재보다 1명 추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1명의 이전 배치로 

센터당 약 5명의 확보가 가능할 것임.

〈표 6〉통합복지행정센터안의 조직‧기능‧인력 개요

인력
주요 기능

공무원 파견3)

기획관리팀 5 ∙센터의 전체 관리, 운영, 행정

복지상담팀 5

1
(연금공단)

1
(건보공단)

∙통합복지행정센터의 첫 관문으로서 안내, 접수, 초기상담을 담당

 - 접수담당자(receptionist): 방문목적 식별, 상담 영역 screening, 기본 정

보제공  

  * 연금공단, 건보공단 등 파견 인력 배치를 통한 상담-신청-접수 고려

 - 분야별 상담자: 가구(위기가구, 여성, 다문화, 폭력, 정신건강 등), 아동, 장

애인, 노인 영역별 상담자 배치 

일반민원 
1팀 6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제증명 업무

2팀 6 ∙재난방재‧민방위 업무, 생활폐기물관리 업무 

사례관리

1팀 6

2
(보건소)

2
(고용센터)

2
(장기요양)

∙현행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대

폭 확대, 서비스연계, 동 주민센터의 단순서비스지원 업무를 통합 담당

∙분야별 사례관리팀을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구성(지역여건에 따

라 단계적으로 전문화하되 위기가구 및 아동 사례관리체계를 우선 강화)
  - 사례관리 1팀: 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드림스타트)
  - 사례관리 2팀: 자활‧취업지원  

  - 사례관리 3팀: 노인 및 장애인

2팀 6

3팀 5

지역복지지원팀 6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활동, 지역기반의 생산활동을 촉진, 활성화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복지 지원 기능 담당 

  - 지역자원 발굴을 비롯,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기반의 ‘지역사회 보

호지원체계’ 마련.
  - (기존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지원 기능 

  - 공공일자리 관리와 함께,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기업,
협동조합 형성‧운영 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밀착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전체 45 8

라. 현행 전달체계와의 차이점

⧠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

○ ‘일반민원센터’로 인식되는 현행 동 주민센터를 ‘통합복지행정센터’로 그 기능과 명칭을 변

경함.

○ “동통합센터안”의 경우, 3~4개의 동 주민센터가 폐지되고 1개의 ‘복지중심 종합행정센터’로 

재구조화되며, “거점센터안”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되던 복지업무가 신규 설치되는 

“통합복지행정센터”의 독립적 공간에서 일반행정업무와는 별도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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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최일선기관의 복지직 인력이 현재 동 주민센터 1개소 평균 2명에서 개편 통합복지행정센터

의 경우 크게 확대됨.

○ 기존 복지행정기관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본청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으

로 구성되었다면, 개편 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함.

○ 유관 공공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보건소 등) 인력을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큰 차

이점임.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사의 파견 인원을 확대함 

      ※ 직업상담사의 적정 규모 확충 필요

⧠기능

○ 통합사례관리를 일선행정기관의 중심업무로 강화함.

－희망복지지원단 인력과 동 복지직 통합근무의 시너지 효과 기대

－위기가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화 추진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단순지원 등의 분절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 노인장기요양등 사회서비스, 고용지원, 보건‧건강증진서비스 등 서비스 안내‧신청‧접수‧연계 

또한 대폭 강화함.

－편의성, 효율성 향상 

－영역별 초기상담‧안내 전문화 

〈표 7〉현행 체계와 개선 대안의 차이점

영역 차이점

조직
∙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원기능 중심

∙ 통합복지행정센터내 ‘복지상담팀’ ‘사례관리팀’ 운영

인력

∙ 동: (현재) 복지담당 4인→ (개편) 평균 18명 규모

∙ 군(읍면):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직 10인 규모로 확대 추진

∙ 복지분야 전문인력의 적극 활용

∙ 유관 공공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보건소 등) 인력의 파견 근무 추진

기능

∙ 통합사례관리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 인력과 동 복지직 통합근무의 시너지

    - 위기가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화 추진 

    -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단순지원 등의 분절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 노인장기요양등 사회서비스, 고용지원, 보건‧건강증진서비스 등 서비스 안내‧신청‧접수‧연계 

   - 사회서비스 제도 운영의 지자체 책임성 및 통합성 강화

   - 편의성, 효율성 향상 

   - 영역별 초기상담‧안내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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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에 대한 제언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essionⅡ-3 – 저출산 고령화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 3





차기 정부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김찬우(가톨릭대학교)

1. 발표 배경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직후 3등급이내에 포함되는 인정자의 비율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후반부터 2012년 7월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5.7~5.8% 정도

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7월 말 현재 전체 인정자는 329, 941 명이고, 그 중 실제 이용자 수는 29만명 정

도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이용자 중 재가급여 이용자가 186, 357명으로, 시

설급여 이용자가 111, 611 명으로 나타나 전체 이용자의 37.5% 가량은 요양시설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장기요양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2011년까지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나 사회

적 성과부분에서는 대략 85% 이상이 전반적 서비스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제도 실행이후 수발자의 90% 가량이 기존에 노인수발로 제한 된 시간을 여러 사회활동

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박노욱, 이태화, 김찬우 외, 2011).

⧠외형적 수치만으로는 제도 출범이후 지난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

되어 가는 추세로 볼 수 있어나, 실제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핵심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역할로 

사회적 돌봄기능을 충실히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 비판이 있어왔음.

○특히 서비스 질 면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서비스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

상효율성이 낮아짐.

－의료중증자의 경우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고, 재가대상자의 경우에는 단

순 가사지원 중심의 서비스가 방문요양의 50% 이상을 차지

○또 2012년 7월 현재 100만명 이상의 자격증 발급에도 불구하고 대인수발의 직접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인력의 질과 보수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저임금 사회

서비스 일자리 공급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장기요양제도 관련 차기공약을 분석해보고 전체 장기요양제도의 종

합적인 평가를 통한 향후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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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기정부의 노인장기요양제도 관련 공약

1) 새누리당 제안

〈표 1〉노인장기요양 제도 새누리당 공약

진단 약속 실천계획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현재 제도 대상자가 

전국노인의 5.8%로 포함규모가 

낮은 수준

인지기능(치매)에 대한 기준이 

보다 강조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4~5 등급 

신설하여 치매노인을 

우선편입

- 현행 등급 체계 조정을 

통한 4~5 등급 신설 방향 

등 심의

2013년 법 개정

2014년부터 예산반영 추진
2.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공

제도대상 선정에 있어서 

소득기준과 독거(수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부족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 포함

4,5 등급 신설

⧠제도의 사각지대 감소

○ 새누리당의 진단은 장기요양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진입이 차단되고 있는 대상자 

중 특히 치매질환이나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의 포함에 초점을 두고 있음□ 수급자격에 소득 

또는 수발환경(독거) 을 포함

○ 수발부담 감소의 취지에 맞게 수급자격에 있어 소득 및 수발환경을 추가적으로 중요 기준으

로 포함시킬 것을 고려함.

2) 공약에 대한 기본 논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격 선정은 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예외

로 기능장애 원인이 노인성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중증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한

정함으로써, 수급대상이 매우 작은 규모로 제한됨.

○ 그러나 급여자격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

입자와 공공부조 대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득계층 통합적인 제도체계를 채택

○ 장기요양등급 평가 시 객관적인 평가판정도구에 의한 요양인정점수에 의해서만 등급이 결정

됨으로써, 가족 돌봄자 여부 등 개별적인 장기요양지원 여건 등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등급

판정에 의해 이용 가능한 급여수준이 결정

⧠제도 설계부터 수급자격 선정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기존논의

⧠첫 번째 쟁점은 노인 및 노인성장애로 제한하지 말고, 장애인 등 장기요양필요 모든 연령계층으로 

수급자격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및 국회의원입법 등에서 국민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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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용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장기요양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보험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걷으면서 수급은 노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이에 대해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준비한 만큼 노인만을 대상으

로 제도의 선시행을 주장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음.

○정책우선순위상 장기요양 욕구가 급증하는 노인에 한정하여 먼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정착시킨 후, 장애인은 사회서비스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구상을 제도초기에 적용한 결과임.

⧠수급자격 선정 원칙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노인의 3% 수준인 중증도로 수급자를 제한하지 말

고, 경증을 포함하여 수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

○최중증 뿐만 아니라 경증을 포함하여 국민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의 장점은 국민수용성 확보와 예방, 재활, 요

양, 장기요양 등을 일관된 정책 내에 설계할 수 있다는 점

○경증에 대한 조기개입이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다 비용효과적

일 것이라는 지적이며 단점은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높다는 점

3) 제도 시행 5년 후의 수급자 확대 쟁점

⧠제도 시행 5년 정도의 현 시점에서는 대상자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선개선 후확대를 주장하

는 목소리로 크게 구분됨.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은 현재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대상은 전체 노인인구

의 14~ 17.7%(2012년 노인인구중 약 100만명)가 돌봄 또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중 최소 7.7%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상자 규모가 5.8% 정도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동시에 경증에 대한 등급을 두어 경증에 대한 조기개입이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킴으

로써 장기적으로는 보다 비용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며 단점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데상

자 증가로 인한 비용부담이 높다는 점

○선개선 후확대를 주장하는 시각은 제도 5년간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

하여 적정한 서비스 질 확보 및 표준화를 우선 달성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전달체계, 서비

스 오․남용 억제 및 비용관리기제를 동반한 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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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ilty) 및 수발부담과 독립성과 같은 의미의 의존성(dependency),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즉,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욕구중심으로 대상자선정을 하고 있는 

반면, 등급외자에 대한 정책은 빈곤과 요양욕구의 혼합적인 기준을 대상자 선정에 사용

⧠우리나라 요양등급 판정은 요양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즉 요양서비스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

○요양서비스 필요도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나타남.

○이는 보험제도 내에서 전국 공통의 객관적이고 표준적 기준이 필요하고, 「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이 가장 객관적으로 요양 욕구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요양 욕구를 서비스 필요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은 일본, 독일, 호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

○질병의 중증도를 직접적으로 요양대상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질병이 중증이라고 

해서 실제 수발 및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비례한다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

○「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은 본 제도 실시 전 ‘요양인정점수’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제도에 

적용됨.

다. 평가판정기준과 소득수준으로 규정해본 사각지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36)는 크게 1) 등급판정선 (요양제도대상결정선) 과 2) 빈

곤선(기초생보자 결정선)에 의해 발생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출범초기부터 그 수혜규모를 제한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각지대의 출발이 어느 정도 예견

○또 기본 실행방식에서도 공적부조중심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

원의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고 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각지대의 구분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욕구의 정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

확하게 규정할 필요

36) 전체 국민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는 “연령자격”도 또 하나의 사각지대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제도

에서는 64세 미만의 신청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측면에서 두 가지 기준

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를 하겠다.

－특히 사회복지의 보편주의적 접근은 급여의 적절성(adequacy)을 동반하여 실행되어야함

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확대는 단순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실제 장기요양욕구충족에는 미흡

해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

2. 공약관련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장기요양제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당연한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충분히 실행되기 어려움.

－그 주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대상자 선정, 재원조달방식, 서비

스의 내용과 유형, 전달체계의 구성 및 기타 복지제도와의 연관성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

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함.

⧠돌봄서비스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청 및 수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

○소득 vs. 돌봄욕구 ( 전문가기준, 당사자의 욕구 반영정도, 포함영역)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어느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존재

○제도실행 초기 쟁점은 대상자의 선정방식과 재원의 조달에 있으므로 당장 제도의 혜택을 보

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 규모가 중요한 이슈

○또 정책설계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각지대도 존재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보면 어느 국가든 어떤 제도 이든 간에 ‘사각지대 감소’

는 정책 출범이후에야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

⧠사각지대는 서비스 수혜자격 뿐 아니라 신청자격, 서비스 접근성 및 급여의 포괄성 등의 여러 요

인에서 발생

○연령이나 64세 미만의 포함질병에 제외되는 경우, 본인부담의 비용지출여유가 없는 계층 또

는 요양제도의 급여 내용으로는 요양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노인 들이 다 이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음.

○단순히 경증을 포함한다고 사각지대 해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현재 노인장기요양 욕구의 평가 기준

⧠전통적으로 장기요양 욕구를 평가하고 판정하는 기준은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과 같은 신체기능(functioning),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하는 허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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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ilty) 및 수발부담과 독립성과 같은 의미의 의존성(dependency),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즉,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욕구중심으로 대상자선정을 하고 있는 

반면, 등급외자에 대한 정책은 빈곤과 요양욕구의 혼합적인 기준을 대상자 선정에 사용

⧠우리나라 요양등급 판정은 요양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즉 요양서비스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

○요양서비스 필요도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나타남.

○이는 보험제도 내에서 전국 공통의 객관적이고 표준적 기준이 필요하고, 「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이 가장 객관적으로 요양 욕구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요양 욕구를 서비스 필요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은 일본, 독일, 호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

○질병의 중증도를 직접적으로 요양대상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질병이 중증이라고 

해서 실제 수발 및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비례한다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

○「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은 본 제도 실시 전 ‘요양인정점수’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제도에 

적용됨.

다. 평가판정기준과 소득수준으로 규정해본 사각지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36)는 크게 1) 등급판정선 (요양제도대상결정선) 과 2) 빈

곤선(기초생보자 결정선)에 의해 발생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출범초기부터 그 수혜규모를 제한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각지대의 출발이 어느 정도 예견

○또 기본 실행방식에서도 공적부조중심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

원의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고 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각지대의 구분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욕구의 정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

확하게 규정할 필요

36) 전체 국민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는 “연령자격”도 또 하나의 사각지대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제도

에서는 64세 미만의 신청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측면에서 두 가지 기준

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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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특징 노인돌봄 사각지대 위험정도 

 A-가
중간소득이상/

중증
기능상태에서 중증,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층 낮음

 A-나
중간소득이상/

등급외자
요양욕구가 있으나 등급외자로 장기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

수는 돌봄서비스에서도 소득기준으로 인해 제외됨

있음 (소득수준별 정도가 

다름)

 a37)-다
중간소득이상/

경증,건강층
소득이나 기능상태 측면에서 돌봄 복지정책의 우선 대상자로 보기 

어려움 
낮음

 B-가
차상위계층/중

증
차상위 계층이며 현재 요양서비스 대상층, 본인부담금 감면 층, 본

인부담에 따른 

약함 (대상에 포함은 되나 

본인부담금 문제가 있음)

 B-나
차상위계층/등

급외자
차상위 계층이나 요양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됨, 현재 노인돌봄 사

회서비스 대상층이나 지자체 예산에 따른 불안정

가장높음(돌봄서비스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경우)

 b-다
차상위계층/경

증,건강층
차상위 계층이며 기능상태 측면에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욕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있음 (돌봄 예방차원)

 C-가
수급자층/

중증
최빈곤층이며 동시에 기능상태에서 중증으로 요양 및 소득보장의 

우선대상, 의료급여 대상자

낮음 (본인부담까지 국고지

원)

 C-나
수급자층/

등급외자
최빈곤층이나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제외됨, 노인돌봄 서비

스와 의료급여대상자, 기존시설입소자는 현재 요양서비스 가능

높음(돌봄서비스 우선대상

층이나 요양도 필요)
 c-다 수급자층/ 최빈곤층으로 요양서비스보다 소득보장 정책의 주요계층 주요관리 대상층

〔그림 1〕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지대와 사각지대

고소득저소득

경증

중증

등급판정선

빈곤

선

A-가

A-나

a - 다

C- 가

B-나

B-가

C- 나

b - 다c - 다

   A: 고소득 및 중간소득 층 B: 차상위 및 주변 계층   C: 기초생활보호대상층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는 사각지대 정도의 차이)
   가: 요양제도 등급내 대상  나: 4,5등급 대상 다: 경증 또는 건강한 노인층  

○ [그림 1]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이후 발생될 수 있는 수급지역과 사각지대를 소

득구간별로 단순하게 구분해 본 임.

○대략적으로 소득구간을 [A: 고소득 및 중간소득 층, B: 차상위 및 주변 저소득 계층, C: 기

초생활보호대상층으로 구분한 상태에서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제도를 적용하여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가: 요양제도 등급내 대상, 나: 4,5등급 대상, 다: 경증 또는 건강한 노인층]으로 

구분

○이러한 9가지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음.

〈표 2〉그림 1의 각 구간별 특징 및 사각지대 가능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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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특징 노인돌봄 사각지대 위험정도 

경증, 건강층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욕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장기요양위험예방서비스 우선 대상층

○현재의 공약은 등급판정기준을 완화하고(치매 및 인지장애 노인 포함) 수발환경에 대한 추가

적 고려를 통해 4,5 등급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임.

○사각지대의 발생은 제도포함이 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특히 본인부담 등에 의한 저소득층 요

양인정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자세한 구간구분 및 비교는 각 구간별 정책지원을 개발하고 대상을 관리하기위해서는 절대

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며 각 구간에 속하는 대상자는 각각 다른 입장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음.

⧠사각지대 가능정도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이론적으로는 장기요양제도 출범이후 모든 ‘가’ 구간의 대상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어함

－현재 본인부담비용이 수가지원 서비스 비용전체의 15~20%로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

초수급자로 본인부담이 제외되는 C-가 구간보다 B-가 구간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이 구간의 문제 해소는 본인부담비율이나 액수와 관련된 부분

○둘째, ‘나’구간은 전반적으로 등급내 포함비율을 조정하면 규모를 줄일 수 있으나 국가의 재

정부담이 상당히 요구

－동일하게 욕구가 있으면서도 장기요양제도측면에서는 세부구간별 입장이 다름.

－우선 가장 큰 규모가 되는 ‘A-나’는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대상층 확대를 강력히 주

장하는 층이 될 것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이면서도 등급외자로 판정되어 혜택을 볼 수 없게 됨.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 다른 노인복지서비스에서도 제외됨으로 인해 전반적 노인복

지 서비스에서 제외

－ 'B-나‘구간은 현행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놓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임.

－물론 다른 노인돌봄서비스의 우선대상층이기는 하나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있고, 요양시설

의 입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셋째, ‘c-다’와 ‘b-다’구간은 장기요양의 욕구라는 측면에서는 제도적 관심을 받기는 어려우

나 건강한 노후 생활 연장으로 인한 제도 진입시점을 늦추게 하는 것이 노인보건복지의 중

요한 목표가 되는 대상임.

37) <표3>에서 대문자(A,B,C)와 소문자(a,b,c)의 차이점은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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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노후 개인자산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공적 돌봄

제도에 의탁할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 대상자의 제도 진입 규모는 노인복지 공적재정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생김.

4)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에 의한 사각지대 발생 

⧠보험학에서 보면, 사회보험은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는 경제제도임.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의 원칙(수지균형 원칙 및 급여반대급여균등 원칙)

을 지키는 것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선시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처럼 고령화에 의해 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보험료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단기간의 사회보험료 상승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과 유형을 동일하게 가져간

다는 전제에서 몇 가지 방책이 실시

○우선 대상자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

－일본이 개호 예방 사업을 실시하며 제도의 진입시점을 늦추는 개정을 2006년에 단행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

－구체적 효과성이나 방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져

갈 필요

－또 다른 방책으로는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나 부담액을 증가시켜 급여를 억제하는 방법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시설거주자의 식비, 거주비의 본인부담률을 상승하여 급여를 억제

하거나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한 것이 그 예임.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규모를 조정하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요

양인정점수를 조정하여 등급적용의 기준을 강화해나가는 방식

－이 방책은 적용상에 용이한 점이 있으나 무엇보다 중증이 된 후에야 제도 지원이 가능해 

단위비용자체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물론 장기요양욕구가 초기개입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음.

－질병치료의 초기 개입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는 의료서비스 분야와 달리 초기부터 장기

요양제도를 지원했다고 해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가에 대

한 논란은 장기요양 선험국에서도 항상 쟁점이 되는 부분임.

⧠이러한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사회보험방식 유지정책은 결정적으로 몇 가지 사각지대 발생요인

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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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그림 1]의 B-가(중증-차상위층) 군에게 주로 야기되는 이용자의 본인부담에 의한 

이용제한 문제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요양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저소득층은 이용에서 선별적으로 배

제되고, 본인부담액에 대한 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일수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 이상의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률이나 액수가 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둘째, 공적부조를 통해서는 지원의 가능성이 높은 [그림 1]의 C-나, c-다, B-나 계층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평가판정기준에 적용되지 못할 경우 요양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

－즉, 저소득층 독거나 경제상태의 악화 등의 긴급성이 높아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때에 대

한 대응의 속도나 이용서비스 면에서 제한이 있음.

－특히 현재 복지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된 구조에서는 과거 기

초생보자이면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여 요양시설 등에 입소가능성이 있었던 노인들은 요

양시설입소가 차단될 수밖에 없음.

－양로시설과 같은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보호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나 이 부분의 증가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마지막으로, 재정의 안정성 측면의 강조는 서비스질의 확대를 보험료보다 이용자 본인부담에

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음.

－조세의 확대는 요양서비스 이용 저소득층 노인의 본인부담액에 보조되는 자연증가분의 

지출로만 이어진다면, 새로운 유형이나 고강도 케어 수준의 질까지로 이어질 재정 충당은 

사회보험제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임.

3. 사각지대 관련 규모 추정

⧠대상자의 규모 추정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재정추계 뿐 아니라 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의 규모

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규모는 향후 등급확대시 재정 등의 규

모 추정에 용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3등급까지만 제도 대상자로 규정하였으나 4,5 등급의 노인에게까

지도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4,5등급에 대한 노인에게는 기타 신체돌봄관련 노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 표에서 제시된 4,5등급의 기준은 현재 노인돌보미 및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의 대상으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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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2008)의 연구에서는 신체기능상태, 주관적도움필요도 및 일상생활보호도라는 세가지 기준

에 의해 돌봄서비스 전반의 수요를 추정해보았음.

○이 연구에서도 시설입소정도의 중증(2.6%) 대상자와 그 아래정도의 중증 5.1%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5.8%정도를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면 총 7.7%에서 여전히 약 2%정도의 노인에 대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 경증대상 서비스 수요 층 1.3%를 추가하면 총 9%정도의 돌봄서비스 필요자가 발생

하는데 대략 등급외자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비율은 추가로 3.3%정도(최소 18만명)으로 

볼 수 있음.

－현재 등급외자의 돌봄서비스 대상은 소득기준이 추가로 적용됨으로 조세방식에서 가능하

나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그림 2〕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추정 및 공급  

신체기능상태+ 

주관적 

도움필요도+

일상생활보호필

요도

수요 추정
 2012년 노인돌봄제도 관련

정책적 수급

최중증

 

17.2

%

9%

 

 

7.7%

1.9%
요양

시설입

소 

정도의 

중증

5.7% 내외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까지)

실제 서비스 수요층

0.7%

(치매

고려)

중증

5.1%

(척도기준 

중증이며 실제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 

장기

요양제

도포함

필요층

(2%)

현재 등급외자로  소

득기준 적용 대상

: 노인돌봄사업 +  

기타 돌봄서비스 + 

지역보건사업)
경증대상 서비스 

실 수요층

1.3% (척도기준 제약이 

있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

 

노인돌

봄사업

잠재 수요층

8.2%

IADL의 제약일부 있음

비용, 자격, 수발자 유무 등에 

따라 경증서비스로 이전가능성이 

있음

예방, 상담, 가족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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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제도 관련 전반적 평가

⧠앞서 언급했듯이 현 시점에서 대상자 확대보다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도 차기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함.

〈표 3〉제도 전반의 영역별 쟁점과 평가(I)

영역 영역별 쟁점 진단 및 평가

대상자 

선정

자격(피보험

자, 연령)

- 보험갹출 연령과 대상자 연

령의 차이

- 장애인 장기요양관련 쟁점

- 제도의 재원조달관련 설계상의 문제

- 재원조달을 건강보험방식과 동일하게 가져갈 것인가, 노인층

에게서도 갹출할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함

선정방식

- 평가판정기준의 표준성 및 

포괄성

- 등급판정의 엄격성

- 등급판정체계와 수가의 상관

성 

- 한 관리주체에서 단기간 표준적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유일한 제도

- 기술적 문제이며 동시에 재정관련 이슈

- 등급과 수가의 연계구조상 제공자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됨

서비스 

이용체

계

이용자 편의

- 선택의 폭

- 이용지원체계

- 서비스 급여의 선택의 폭이 적음

- 이용지원이 행정중심으로 실제 이용자의 편의 지원(상담, 정

보제공 등)이 약함

- 케어 매니지먼트

- 이용의 편의 증진과 비용관리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공단중심 요양제도는 일종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천하는 것

으로 보이나 현재 인력이 절대적 부족

- 이용자 권리 강화나 편의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못함

- 이용 관리 

및 모니터링 
- 표준이용계획서의 권한정도

- 이용자권리를 구속해서는 안 되나 이용의 오남용을 막는 장

치는 필요함

⧠ <표 3과 4>는 제도 실시 4년 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영역별 쟁점,

및 진단과 평가를 기술한 것으로, 크게 대상자선정,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 질 및 기타 영역으

로 구분하였음.

○우선 대상자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재원조달부분과 구체적 선정방식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재

원조달방식과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여와 동시에 혜택을 보는 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신청자격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면서도 사회보험의 조달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는 점

－일본의 경우는 45세 이상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동시에 일정한 만성질병이 있는 경우 혜

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원기여 연령층과 실 수혜연령층간의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이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는 연령기준을 철폐해 전국민장기요양제도 방식으로 실

행하던가, 노인연령층에게도 재원의 일부를 갹출할 것인가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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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체계와 관련해서는 급여 선택의 폭이 적고, 케어 매니지먼트 실행 부재에 따른 

이용자편의성 부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서비스 이용지원이 행정편의 중심으로 실제 

이용자의 편의 지원(상담, 정보제공 등)이 약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

〈표 4〉제도 전반의 영역별 쟁점과 평가(II)

영역 영역별 쟁점 진단 및 평가

서비스 

질

요양시설
- 목표부재

- 질적 제고

- 수발부담감소가 우선적 목표나 입소자 삶의질 고려가 강

화되어야함

- 의료욕구에 대한 대처 미비로 인해 요양병원에 대한 수

요가 증가됨

- 요양시설의 종별 구분 (전문간호, 치매, 재활 등)

재가
- 목표 불명확

- 서비스 수준

- 요양시설의 진입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관건임

- 오남용을 막는 장치가 필요함

요양인력
- 인력의 질과 보상체계

- 요양보호사 인력

- 요양보호사 인력의 질은 상품의질로 소비자의 평가를 반

영하되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

기타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 연계 장치

- LTC특성상 각 영역의 연계는 필연적

- 연계강화로 인한 효율적 재정기제 개발이 향후 건보공단

의 필수과제

- 요양병원과의 관계 정립 문제가 심각함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 사회보장제도의 책임성

- 전체 사회보장의 체계에서 요양제도의 위치를 정하고 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함

- 현재는 너무 분절적

- 타 보건복지기관과의 파트너십 부재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
- 가족의 활용 문제

- 가족수발의 활용을 위한 기제 필요

- 시설입소 억제와 삶의 질 측면에서 가족지원이 필요함

- 비공식적 케어와 공식적 케어의 연결기제 필요 

노인의 lifestyle 

반영

- 대안시설 /실버주거단지

- 소비자와 구매자의 동질

성

- 요양문제를 요양서비스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임

- 이용자의 삶의 질 반영이 제한적임 

수가
- 수가지원방식

- 수가인상정도

- 수가결정에 있어 각 기관의 경영평가활용

- 서비스별 인상정도의 서비스 유형별 차별화가 필요

5. 차기정부의 핵심과제 선정에 대한 제언

가. 등급판정도구 및 기준의 수정

⧠공적체계의 장기요양 평가판정 도구는 욕구사정(assessment)보다는 대상자 선정(screening)의 특

징을 갖고 있어 제도의 대상 집단을 결정하는 데 활용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과 그 등급을 통해 할당되는 자원 간의 연

계에 있어서 각 이해집단 간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

○즉, 기본적 도구의 목적은 상태를 분류하는데 있지만, 그 분류의 실제 제도상 목적은 자원할

당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원을 할당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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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3등급까지 제도를 실행하면서 이 등급기준선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

따라서 4,5등급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존재한다면 굳이 3등급 내 진입을 

위한 등급판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준과 관련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음.

○하나는 평가영역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 영역 안에서의 세부 항목들을 결정하

는 것

○우리나라 도구에서는 신체기능(ADL), 인지기능, 문제행동발생, 간호처치욕구 및 재활욕구의 

5가지 장기요양관련 욕구를 종합하여 영역을 구성

○문제는 이러한 여러 영역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신체기능(ADL)의 영향이 가장 높아 

‘운동능력이 있는 치매자 또는 만성질환자’의 일부가 판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욕구는 신체기능(ADL)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치매의 반영

정도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

○경증치매질환자에 대한 등급판정에 대한 보호자 불만 민원이 증가되어 ‘신체 상태는 양호하

나 실제로 수발부담이 큰’ 치매질환자의 별도 등급판정 도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치매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92.3%가 등급내 판정(‘10.2.28)을 받고 있어 그 

규모가 크지 않음.

○현재 치매가 있는 경우 가점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4,5 등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다른 문제는 의료적 문제를 가진 급성기질환자에 대한 인정조사가 어렵다는 점  

○급성기질환자는 의료적 처치 완료 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전문가별

로 급성기질환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현재 급성기 병원과 만성적 요양제도 사이의 아급성 

케어(subacute care)체계가 부재하여 문제점으로 나타나 본 도구에서 의료적 욕구를 추가할

지도 중요한 이슈

⧠욕구사정 시점, 기간과 관련하여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공적서비스의 경우는 신청 이후에 하는 것

이 원칙이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을 위해 특정 나이가 되면 포괄적 사정(comprehensive 

assessment)을 받는 경우도 있음.

○가장 큰 문제점은 치매의 경우 1회 평가로 가능한가 하는 점으로 간헐적 치매의 경우 조사

자 방문과 평상시의 상태가 다른 점을 어떻게 반영하는가하는 점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1년간의 재사정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급격한 상태변화를 평가판정체

계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가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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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급체계 개편문제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4,5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질 낮은 서비스의 단순확대에 그칠 수 있으며 등

급별 조정이 필요함.

○ 4,5 등급 추가 도입시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예산을 보다 필요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됨.

⧠현재 장기요양 등급체계

<표 5> 장기요양제도 평가판정도구 기준 및 수요 분포

(단위: %)

장기요양

등급

등급 간

요양인정점수 기준

전국노인 분포율

(재가+시설)

(2004년 

자료대비추정)

 제도 실시 이후 전국 노인 수 대비 실제 판정율 (65세 

미만포함)

2008.12 2010. 2 2011. 3

분포 누계  분포  누계 분포 누계 분포 누계

장기요양제

도포함

대상

1등급 95점 이상 0.7 0.7 1.12 1.12 1.0 1.0 0.8 0.8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0.9 1.6 1.14 2.26 1.4 2.4 1.3 2.1
3등급 55(53)점 이상 75점 미만 1.5 3.1 1.93 4.2 3.2 5.5 3.7 5.8

등급외자

(돌봄서비스)

등급외 

A형
45점 이상 55(53)점 미만 1.7 4.8 0.5 4.7 1.3 6.8

2.8 8.6
등급외 

B,C형
40점 이상 45점 미만 2.4 7.2 0.3 5.0 0.6 7.4

주: 1) 2012년 하반기부터 3등급이 53점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이전 통계는 55점으로 되어 있음

⧠ 4,5등급 체계 조정안 

○등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실효성있고 재정부담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등급체계

를 개편하여 등급확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세 가지 안을 제시해봄.

○ 1안은 현재의 체계에서 등급외 A형을 그대로 포함 방향

－대상자의 확대가 커져 재정 부담이 큼. (전체 등급이 피라미드구조로 아래등급은 1점당 

대상 폭이 큼)

○ 2안은 50점을 최저 포함 기준으로 하고 폭이 넓고 상한이 없는 1등급을 100점 이상으로 규

정하여 4등급체계로 조정

－특히 현재 요양인정점수 '50점' 미만의 경우는 어느 정도 독립적 생활이 가능함으로 요양

서비스 보다는 지역사회 돌봄 및 복지 서비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3안은 등급구간을 15점으로 조정하여 5등급체계로 구성

－특히 5등급은 예방 등급으로 규정하여 재가 중심의 특별관리 군으로 요양서비스와 재활 

또는 복지 등의 급여는 추가로 소득기준에 따른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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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양보험의 기본적 등급체계를 가지고 조세에 의한 특별 급여로 급여조정

<표 6> 장기요양제도 평가판정도구 기준 및 수요 분포

(단위: %)

현행 장기요양 등급 구간
4,5 등급 추가시 등급 구간

1안       2안 (최저 50점) 3안 (5등급, 15점)

장기요양

등급

등급 간

요양인정점수 기준

장기요양

등급

등급 간

요양인정점수 

기준

장기요양

등급

등급 간

요양인정점수 

기준

장기요양 

등급

등급 간

요양인정점수 

기준

장기요양제도

포함

대상

1등급 95점 이상 1등급 95점 이상 1등급 100점 이상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80 점 이상 

100점 미만
2등급

80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53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53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60 점 이상 

80점 미만
3등급

65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외자

(돌봄서비스)

등급외 

A형

45점 이상 53점 

미만
4등급

45점 이상 

53점 미만
4등급

60점 이상 

50점 미만

4등급
50점 이상 

65점 미만

5등급

(예방등급)
45점 이상 

50점 미만

등급외 

B,C형

40점 이상 45점 

미만
    - 

다. 추가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1) 의료처치욕구에 대한 해소: 요양시설 기능 재조정 및 요양병원과의 관계 설정

⧠현재 요양병원은 급성기케어 후의 아급성기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의 대체기관 또는 말기 임종케어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원자가 2010년 17만 2천명으로 크게 증가 (2010년 장기요양 인

정자 31만명)

⧠요양병원 입원환자 17만 2천명(2010)중 장기요양 등급신청자는 7만 6천명(44.1%) 

○장기요양인정자 중 1-2등급 4만 2천명 (51.7%) 과  3등급 및 등급외 판정의 경우도 3만 4

천명(48.3%)를 차지 --> 제도에서 벗어남

○노용균(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입원자 중 43.2% 정도는 의료처치 불필요

⧠반면 요양시설 입소자 중에는 병원 등의 외래진료 이용자가 63.2%, 입원이용자가 27%를 차지

○약 25% 정도는 의료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장기요양구도가 이원화 되고 있음.

○의료욕구가 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반면 중산층 이

하의 가구는 요양시설을 택함.

○문제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간병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발생함(소득계층 중상층 이상자는 보험료지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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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반면 혜택이 없음 - 장기요양제도자체에 대한 불만증가).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의 일부를 전문간호 또는 재활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하

고, 본인부담 상한을 조정하여 중상층 이상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 함.

2) 소득 및 수발환경 기준에 대한 추가고려

⧠독거 및 수발환경, 소득기준을 현 장기요양보험체계에 수급기준으로 포함할 수는 없음.

○장기요양 대상인 경우에는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지자체 복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중복급여를 인정

○장기요양 대상이 아닌 등외자의 경우는 현재 사업지침상의 지역보건복지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등급외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보다 조기에  장기요양제도 

대상으로 진입하는 시점을 연장시키게 하는 과제가 핵심적 목표가 되어야 함.

○특히 '독거 및 수발환경'의 기준 도입은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소지가 높음.

3) 사각지대 구간별 요양 및 돌봄 서비스 유형의 개발 

⧠한정된 자원을 통한 제도 실행에 있어 수급자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사각지대의 규명작업

을 통해 효율적인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

○서비스 수준을 보다 다양화하거나 향상시켜 중산층 이상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

가 필요함.

○주야간보호에 재활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재가요양거점기관으로의 강조가 필

요함.

○사각지대의 각 구간별 특징 규명 및 해당 정책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며,

각 구간별 구체적 보완 정책 개발은 빠른 시일에 연구되어야 함.

4) 이용자 편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일정 수준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필요 

○한국은 케어매니지먼트 역할 수행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

의 건강수준에 따라서 연속적인 서비스 개입을 위한 표준적이고 제도적 노력이 없다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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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요양보험은 중증도가 높은 소수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더

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재가 서비스 수준을 너무 낮게 가져감으로 인해 질병관리 및 기능상태관리가 전혀 되지 못

해 의료비지출만 지속적으로 증가됨.

－복지와 의료를 통합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현재와 같이 재원을 중앙집권적으로 조달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수급자격 및 급여기준을 

제공하는 형태는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시설 및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일정수준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현재의 등급확대 방향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중요 추진방향이나 서비스 

질과 현재의 난제를 극복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우선과제임.

○치매관련 기준에 대한 추가반영 및 4,5등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등급체계를 조정하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소득기준 및 독거에 대한 추가 기준은 현 제도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움.

○지역사회의 돌봄 및 복지 서비스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험기여율은 높으나 혜택이 적은 중산층 이상에 대한 실질적 이용을 증가할 수 있는 서비

스 개선과 질 향상이 고려되고 보다 다양한 재가 서비스 유형개발과 보급이 절실한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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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 논의 배경

○ 사회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각광받고 있음

－저출산 ․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돌

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 OECD 등 선진국의 경우 현금급여 지출은 정체하거나 감소 추세인 반면, 사회서비스 부

문은 대부분 성장 추세

－ 2000년 이후 사회투자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사회서비스 지출이 크게 증가(’00년 

2.4%→ ’07년 4.95%→ ’09년 5.76%)

※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공공행정 등을 포괄

○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서 사회서비스분야가 일자리 창출 유도.

－ ’09년 고용위기 상황에서(△7.2만명)에서 공공행정(+19.1만명), 보건 ‧ 사회복지업 

(+15.6만명) 등 사회서비스산업이 고용안전판 역할 수행하였으며, ’11.10월에도 보건‧사

회복지업(+14.1만명) 등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 주도

－ ’06년~’11년까지 보건 ․ 사회복지업 취업자가 63만명 증가(68만명→131만명)되어 총 

취업자 증가분(109만명)의 57.6%을 차지

－전체 사회서비스업은 2004년 전체 취업자의 12.9% 수준에서 2012년 상반기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표 1 참조). 특히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2004년 56.3%에서 

2012년 상반기 64.6%로 증가해 여성들의 사회서비스업의 집중도가 높아짐. 또한 사회서

비스업은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는데, 2004년 17.5%에서 2012년 상반

기 25.8%로 증가해 전체 여성취업자의 1/4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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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사회서비스업 추이

(단위 : 천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전체 사회서비스업 2,903 3,034 3,184 3,277 3,466 3,861 3,912 3,948 4,074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자 대비 비중
12.9 13.3 13.8 14.0 14.7 16.4 16.4 16.3 16.7 

여성 사회서비스업 1,635 1,768 1,903 1,958 2,087 2,377 2,482 2,531 2,632 

사회서비스업 대비 

여성의 비중
56.3 58.3 59.8 59.7 60.2 61.6 63.4 64.1 64.6 

여성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 비중
17.5 18.6 19.6 19.9 21.1 24.3 25.0 25.1 25.8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정성미(2012)에서 재인용

〔그림 1〕여성 사회서비스업 및 고용비중 추이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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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정성미(2012)에서 재인용

－최근  여성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2 참조) 꾸준히 10～12% 수준을 

유지한 교육서비스업의 비중만큼 증가해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이 빠르게 양적으로 증가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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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성 여성

한국 14.7 10.1 21.1 
터키 13.1 11.9 16.6 

스페인 16.9 11.6 23.9 
이탈리아 17.4 12.0 25.0 
포르투갈 18.4 12.0 25.7 
그레스 20.1 15.4 27.0 
폴란드 18.4 10.2 28.3 

오스트리아 20.8 13.5 29.4 
일본 20.0 13.2 30.1 

헝가리 21.6 12.9 32.1 
독일 23.0 14.8 32.9 
호주 23.8 13.8 35.8 

〔그림 2〕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추이

(단위 :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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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망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주 : 여성 취업자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정성미(2012)에서 재인용

○최근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

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터키 다음으로 20%(2008년 기준)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

과함.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10～19% 수준으로 국가 간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반면,

여성은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큼.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은 여성 고용의 절반 이상이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덴마크,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는 여성고용의 40% 

이상이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2008)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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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성 여성

뉴질랜드 23.6 12.7 35.9 
아일랜드 21.7 10.7 36.9 
프랑스 27.4 17.2 38.6 
미국 26.3 14.8 39.3 

핀란드 26.2 12.2 41.4 
네덜란드 28.9 17.0 43.1 
벨기에 29.7 18.6 43.4 
영국 28.7 16.0 43.5 

덴마크 30.7 16.4 47.0 
스웨덴 31.9 14.9 50.9 

노르웨이 35.0 18.6 53.4 
주 :  1)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으로 한정함.

       2) 그리스, 폴란드는 ISIC-Rev.4, 그 외국가는 ISIC-Rev.3 기준임. 한국은 9차 표준분류를 따름.
       3) 덴마크(2002), 영국(2006) 아일랜드(2007)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08년 기준임.
자료 : ILO, http://laborsta.ilo.org/, 정성미(2012)에서 재인용.

－사회서비스 가운데 보육, 간병 등 사회적 돌봄의 비중이 낮음

* 핀란드, 스웨뎀, 덴마크 등 북구 유럽 복지 국가는 60% 가량,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

는 30% 안팎에 머무르고 있음 (표 3 참조)

〈표 3〉돌봄서비스의 산업별 비중과 각 산업별 여성 비중

　

교육(%)
보건 ·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합계 사회적 돌봄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북유럽

핀란드(04) 28.76 70.62 65.92 89.64 5.32 91.54 100 53.69 92.17
스웨덴(05) 25.30 73.97 69.09 80.11 5.61 32.20 100 61.73 79.11
덴마크(04) 27.33 60.51 71.30 86.64 1.37 24.89 100 62.02 87.29

대륙유럽

벨기에(00) 44.35 65.71 51.99 81.66 3.65 62.85 100 50.66 82.20
프랑스(05) 32.25 69.40 31.95 82.23 35.79 95.17 100 61.95 90.60
독일(04) 36.44 72.29 61.30 78.75 2.26 92.69 100 23.99 88.93

네덜란드(04) 36.96 63.02 56.38 81.45 6.66 59.64 100 48.80 87.90
오스트리아(04) 30.64 71.62 49.88 81.49 19.48 70.17 100 57.24 80.41
룩셈부르크(04) 50.66 60.45 40.88 77.02 8.46 68.86 100 41.66 82.50

북미

미국(04) 45.18 74.18 52.79 81.73 2.03 91.70 100 25.96 91.06
캐나다(04) 43.99 70.24 50.77 86.21 5.24 69.23 100 32.76 85.13

구사회주의권

헝가리(05) 42.65 82.57 48.46 87.08 8.89 5.96 100 56.60 74.40
러시아(00) 44.17 86.47 43.56 87.46 12.27 93.96 100 37.49 88.97
체코(04) 45.45 76.60 47.00 90.84 7.55 81.89 100 43.10 93.95

기타

멕시코(04) 46.63 67.36 15.81 60.11 37.56 89.30 100 43.51 86.79
타이완(05) 31.14 68.88 15.70 71.41 53.16 59.10 100 54.06 60.35
한국(05) 57.23 68.20 21.66 86.54 21.10 80.39 100 31.43 81.75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한국노동패널」8차년도. 윤자영(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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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고령화 진전에 따라 간병, 보육 등 돌봄분야는 수요가 커 향

후 일자리창출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분야로 적극 육성이 필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을 뒷받침하는 수요의 안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제도화 및 공식

화, 전달체계의 비합리성과 효율화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근로조건의 열악함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사회복지업은 보건업과 반대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여성 사회복지업 가

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표 4 참조)

〈표 4〉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구성(2011년 8월)

(단위 : %)

전체

임금근로
여성

임금근로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임금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5.8 57.2 51.0 53.2 78.8 43.9 
 비정규직 34.2 42.8 49.0 46.8 21.2 56.1 
  한시근로 19.7 24.1 46.7 31.2 18.5 42.0 
   기간제 15.2 18.8 45.6 27.6 14.9 37.2 
   계속고용 1.9 2.0 0.8 2.1 2.9 3.5 
   기대불가 2.5 3.3 0.3 1.4 0.8 1.5 
  비전형 13.9 15.7 1.4 8.2 0.6 4.6 
   파견 1.1 1.4 0.8 0.4 0.2 3.5 
   용역 3.8 4.0 0.0 0.1 0.2 0.4 
   특고 3.5 5.6 0.0 7.7 0.0 0.0 
   가내 0.4 0.9 0.0 0.1 0.0 0.2 
   호출 5.5 4.5 0.6 0.0 0.2 0.8 
  시간제 9.7 16.5 27.2 21.3 3.3 29.7 

주 : 9차 산업분류 기준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원자료, 2011년 8월. 정성미(2012)에서 재인용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의 비중은 2012년 3월 현재 38.6%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서비스의 저임금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 사회복지업의 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여성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업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음 (표 4 참조). 

〈표 5〉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저임금 비중 추이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03
전체 41.5 41.7 40.0 42.3 39.6 39.1 39.8 34.5 38.6 
 공공행정서비스 31.2 33.1 27.6 32.4 28.8 45.7 43.3 38.3 35.8 
 교육서비스업 16.6 18.4 17.6 19.0 18.4 16.9 19.2 15.5 17.9 
 보건업 20.5 19.6 20.5 15.6 19.8 
 사회복지업 39.4 39.5 42.6 37.0 42.4 

주 : 1)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임., 정성미(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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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공식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함. 노동관계법에서 ‘가사사용인’

이라 불리는 가정 고용 근로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 퇴직급여보장

법 · 산재보험법 ·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 ’11.6월 ILO 총회에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됨에 따

라 동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외통

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2012년 09월 

26일 통과되어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이에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동시에 종사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시키

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왔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질적 제고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 확보 및 일자리의 질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10년부터 사업별로 일부 기관을 대

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

－ ’10.5.27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추진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산병도우

미) 공통교육과정 도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실시 등 추진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

정 추진(국회 제출, ’11.12.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년.8.4. 제정, ’12.2.5 시행)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가 등 품질관리가 국가적 의무가 됨

－사회보장기본법(2012.1)에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법제화함.

－고용노동부는 돌봄 연구작업반 및 가사사용인 실태조사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가사사용

인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안정화, 효율화하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실태 및 문제점

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범위와 규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노인요양서비스, 간병서비스, 아동방문보육서비스, 장

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 가사서비스 전체를 포괄

○전통적으로 비공식 가족내 역할로 간주되던 돌봄기능의 약화로 이를 대체 · 보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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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 ’11년 현재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약 486,518명으로 추정

－공공부문 종사자 약 20만명, 민간부문 종사자 약 29만명 추산

〈표 6〉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규모(’11년)

서비스구분 노인요양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장구분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

종사자 추산(명) 157,497 12,764 1,766 2,254 22,702

서비스구분
환자간병

서비스

아동방문보육(교육)

서비스
가사서비스

시장구분 긴병인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총계

종사자 추산(명) 81,569 88,569 119,397 486,518

* 출처：장혜경 외(’08),「돌봄노동 종사자의 근로여건 실태조사 및 선진사례연구」및 ’10년 김상희 의원 발의 돌봄노동관련 4개법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노인돌봄 공급자인 요양보호사와 서비스공급기관의 현황은 재가급여 기관의 비중이 높고 핵

심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비중도 압도적으로 많음. 노인복지시설은 2,759개소가 있고 장기요

양기관은 시설과 재가를 합하여 14,918개소. 정부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연간 약 25∼27만명 수준 (황덕순·윤자영 외, 201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부문별 고용현황을 보면, 영리사업체의 비중이 68.7%로 가장 높고, 비

영리기관이 14.2%, 공공부문은 12.8%임. 가사근로는 전체 여성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4.4%

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사육아도우미의 가사근로 비중은 29.1%로 가장 높음.

〈표 7〉여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부문별 고용  

(단위:%)

사회복지전문직 유치원교사 의료복지서비스직 가사육아도우미 전체

영리사업체 79.9 74.0 54.3 58.6 68.7
공공부문 7.1 20.8 20.4 4.5 12.8

비영리기관 13.0 5.2 25.3 7.8 14.2
가사근로 0.0 0.0 0.0 29.1 4.4

자료: 제 3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이병희·황덕순 외(2013).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를 15만 명으로 추정.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2만 5,000명에서 2007년 16만 1,000명으로 3년 사이 4만 명가량

이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14만 7,000명까지 감소했다가 2010년 15만 명으로 상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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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변화 추이는 전체 취업자 변화추이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 

(윤자영 외, 2012).

〈표 8〉가사서비스업 종사자 규모

(단위 : 천명)

산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취업자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125 130 138 161 150 147 15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중 2004∼2010년 산업별 취업자 자료를 재구성. 윤자영 외(2012)에서 재인용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크게 재정지원 일자리와 민간 공식·비공식 일자리로 나눌 수 있음. 이

하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대해서 논하고자 함.

1) 재정지원 일자리

○ 정부가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 ·

산모신생아도우미 · 가사간병방문 등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아이돌보미사업 등의 수행을 통

해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 일자리 사업 가운데 바우처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에서 위탁기관을 정하여 사

업을 수행하고 사용 시간을 바우처 제도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1,274개소에서 4,839개소, 제공인력은 36천명에서 

55천명, 이용자 수는 357천명에서 634천여명으로 증가(’07년→ ’11년)

○ 서비스제공기관의 시장화 추진에 따라 영세기관 난립 및 과당경쟁, 정부의 낮은 서비스이용

료 책정에 따른 서비스품질 미흡 및 불안정 저임금일자리 시장으로의 고착 문제 발생하고 

있음.

－사업수행 방식을 보면 이규용 외(2012)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의 돌봄노동, 경과적 

및 공공재 제공 일자리사업과 비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의 지역사회지원형사업에 대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비영리기관이 93.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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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기관 가운데 ‘세부적인 지침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74.0%, ‘사업수행 방식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를 거쳐서 사업지속 여부

를 결정’하고 있는 기관이 19.0%로 절대 다수가 위탁을 통해 일정 정도 사업 운영의 자

율성을 갖고 있음.

－참여자(근로자) 모집이 어렵다는 기관이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음.

－전일제보다 시간제 직원 중심으로 운영,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하고 있음. 이는 일자리사

업이 중장기 계획보다 매년 계약을 하고, 예산 변동이 심하고,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수

행기관의 규모가 작고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데 기인함.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인 근로자는 32.5%,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는 13.0%라고 

응답해 절반을 다소 못 미치는 정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 혹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일자리의 열악함을 짐작하게 함. 민간부문의 일자리보다는 사회보험 가입 수준이 높

은 편임.

－일자리 사업 참여 요건은 노인돌봄 및 가사간병사업 참여자만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

득, 아이돌보미 등 사업 참여자는 일정시간의 교육 수료 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바우처 방식과 비바우처 방식의 일자리 사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함의하는 바는 상이

함. 바우처 방식의 일자리 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도우미’는 대부분 40~50대 주부들

로 1년 단위 계약직이며, 임금도 서비스 제공 시간만큼만 지급받음. 따라서 서비스 수행

기관이나 서비스 수행자 모두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이며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관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더욱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함. 따라서 질 높은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요의 추

가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음.

○재정지원 일자리의 특징은 재정지원이라는 예산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창출되지 않을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임. 그러나 

예산 확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충분조건은 아님.

－보육바우처의 경우, 보육서비스 수혜자 확대 중심의 보육정책이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

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용자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비용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설이 이용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황덕

순·윤자영 외, 2013). 

○서비스 공급기관의 다원화 경쟁은 비영리기관을 위축시킴으로써 시장화에 따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단가는 개별 돌봄서비스에 대한 직무분석 없이 결정된 것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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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우처사업 단가는 민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무분석에 따른 

적정 수준의 단가 지급이 필요함.

－최근 4년간 바우처 사업 서비스 단가는 거의 인상되지 않았음 (표 9 참조). 올해 적용될 

3% 인상은 2009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시간당 단가의 75%를 제

공인력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단가 인상 시 가처분소득 증대로 인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기대 

〈표 9〉바우처사업 서비스 단가

최초 단가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8,800원/시간 9,200원 좌동 좌동 좌동
3%인상

추진
노인돌봄서비스 8,833원/시간 9,200원 좌동 좌동 좌동

산모신생아도우미 51,083/일 53,500 좌동 좌동 좌동

자료: 보건복지부(2012)

2) 민간 부문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는 기업체를 통해 고용된 공식 근로자와 가정이 고용한 비공식 고용 근로자

로 구분가능함. 병원이나 시설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가정이 고용한 베이비시터 등이 대표적인 민간 비공식 근로

자임.

－회원제 유무료직업소개소 또는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 직업소개소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별도의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월평균 소득을 보면 간병인은 91만원, 육아도우미는 70만원 가사도우미는 67만원이고, 4

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가사관리사 4.7%, 간병인 6.7%, 육아도우미는 2.7%에 

불과함 (윤자영 외, 2012). 

○간병서비스의 경우 간병인협회 등이 사실상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불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이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만 병원이 실질적인 업

무 지시·감독을 하고 있고 간호사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고용이 아니

라 가정 내 고용관계에 놓임으로써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알선업체가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지속 관리하고, 병원도 알선업체를 보고 간병

인 알선을 요청하므로 사실상 알선업체와 회원은 고용관계에 준함

－병원간병은 병원이 간병비를 대리수령하고 이를 알선업체가 채권 · 채무관계로 처리하여 

간병인에게 소개요금을 제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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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의 경우 주로 호출방식 취업으로 구두계약에 의존하고 있음. 대부분 공공고용서비

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하므로 연회비 및 수수료, 교육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서면계약 부재로 업무내용이 모호함.

○민간 가정고용 사회서비스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및 사회

보험 미적용 대상임

－사회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및 직업소개기관, 근로자간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서

비스 인력의 법적 지위가 다양하여 기관의 인력관리의 어려움, 중간착취 등 피해발생 소

지가 다분함.

3.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민간 영리시장의 활성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품질 개선을 통한 유효 

수효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235



가.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1) 사회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인프라 구축

사회서비스 제공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는 법제도적 틀을 갖추게 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란 법률」제정 (’11.8.4 공포, ’12.2.5 시행)하여 사

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발급, 이용 등 바우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공 기관 평가, 제공

인력 교육, 정보공개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공기관 지정제를,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기준 등 일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제”로 전환하

여 진입 장벽을 완화(’12.8월 시행)

－이와 같은 등록제는 등록하려는 기관이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 (4대 사회보험 포함)

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로서의 인식을 

확산시키며, 서비스 공급기관의 영세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임.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인력을 서류상으로만 등재키는 부정 행위 발생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영세한 서비스기관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감독 강

화가 필요함.

○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개념 법제화 (’11.12.29일 국회통과, ’12.1.26일 공포,

’13.1.27 시행)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의 사회서비스 개념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법제화되었음.

※ (개정전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 (사회서비스) 상담, 재활, 관련 시설의 이용,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

여 지원

○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원활한 

부처 및 유관 기관 협의와 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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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한 유효 수요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품질 평가 및 결과 공개 필요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국민)의 

신뢰도 확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 품질평가 실시

－제공인력 관리, 재무관리의 투명성, 개인정보관리의 적절성 특히 제공기관 현장평가지표

에 근로계약 작성 및 명시된 조건의 준수여부,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등 종사자 복

지수준 내용 포함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확보 및 품질경쟁 유도하고 지속

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구매력 있는 중산층의 유효수요 창출

－품질 평가 결과를 시장 퇴출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야 함.

3)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책무성 강화

○충분한 잠재시장 규모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사회서비스 관리체계로의 전환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기관은 정부·지자체와 사회보험 가입, 최

저임금 혹은 그 이상의 임금,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계

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함.

－최근의 보육 부문(민간어린이집)의 파업에서 보듯이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고 서비스 제공

을 민간 부문에 맡길 때 제공업체의 이익집단화와 영리 추구 방치, 서비스의 질이 악화됨.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의 규율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같은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

책과 지침을 준수.

4)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및 돌봄서비스별 특화교육 과정 개발 ·

보급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및 보육교사 외에 간병인, 아이돌보미,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

한 자격관리체계 구축 검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력 양성과 배치, 공급을 전담하는 사회서비스 공단과 같은 전달체계

를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전문성과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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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고용서비스지원에서의 중앙·지방 정부 역할 분담과 알선 기간의 관리, 감독 필요

－가사 · 간병 돌봄 종사자 등 비공식 근로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고용알선 등 취업지원서

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수수료 부담 완화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수수료 과다 징수 방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간 표준계

약서 체결 지도 등 관리 · 감독 강화

6) 사회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서비스 단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단가 결정 방식을 바꿀 필

요가 있음.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과당경쟁과 근로자 공급 과잉 구조는 서비스 단가 인상이 근로자의 임

금 수준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실태 파악과 감시가 필요.

7) 사회적 경제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현재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에 따라 일반 민간 부문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기

업들의 견제가 심함.

－사회적기업을 시장왜곡이 아닌 시장영역 확대를 위해 육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서

비스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때 구조조정이나 폐업을 예상하고 있을 만큼 

영세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로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

데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

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짐.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과의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더욱 효과적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적 경제 부문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공식 가사근로를 공식화하는 중요

한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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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공식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

－가사근로자는 강제근로, 인권침해 등에 노출되기 쉬워 보호 필요성이 크므로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실현되어야 함.

－입법과 더불어 가사근로 사용 신고를 통한 가사근로의 공식화와 근로자 보호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사용자인 개별 가정에 일정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α’를 조세제도를 통해서 환급하되,

연간 지원수준의 상한을 설정함 (이병희·황덕순 외, 2013:73)

다. 관련 제도 개선

1) 간병서비스 제도화 검토

○간병서비스 일자리의 개선 및 간병의 전문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간병급여를 건강보험요양

급여에 포함하여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간병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기준 등 마련 필요

－병원이 직접 업무 지시·감독을 하는 만큼 직접 고용을 해야 할 필요.

－간병의 보험급여 제도화는 간병인 · 간호사 · 조무사 등 직종간 역할 문제, 비용부담(연 4

조원 필요) 등의 쟁점이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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