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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 선도 Think Tank로서 국정

지표인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개발을 위하여 다각

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2년은 복지 이슈가 가장 왕성하게 제기되었던 한 해로 우리 연구원은 보건·복지·인구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어느 해보다 충실하게 사회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바른 연구를 적극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에 이바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2년에 우리 

연구원이 ‘보건·복지 Issue & Focus’로 매주 발간한 것을 집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정

책현안 대응자료는 정책의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국회, 정부 및 보건복지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

에게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발간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용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

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국민통합 제고, 삶의 질 향상, 양극화 해소 등 산적

한 보건복지 정책현안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선도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과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

신 보건복지 관련 전문가, 정책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집, 연구 지원을 위하여 수

고한 연구원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묶은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창간되어 이제 100호를 넘어 119호에 이르고 있는 『보건·복지 Issue & 

Focus』는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주요 조사결과, 정책자료, 해외 정책동향 등을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에게 신속 간편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일반 국민

에게도 보건복지 관련 등 정보가 알려지고 정책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1차 보고서에 이어 2010년 4월

부터 2011년 말까지 자료를 모아서 편집하였다. 보건복지분야의 환경변화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결정권자, 실무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모두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궁극적

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많은 연구진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바쁜 중에도 

정기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 연구자들과 한 권의 보고서로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발간사



I. 보건정책연구

	한국의료패널로 본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정영호 8

 유럽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사례와 발전 동향 최은진 16

 유럽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및 시사점 곽노성 24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의 공급실태 오영호 32

 단체급식의 현황과 영양관리 개선 과제 김혜련 40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황나미 48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정기혜 56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 김남순 64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윤강재 72

 의료이용의 지역적 불평등: 지역단위 접근의 중요성 신호성 80

 식품 위해평가분야의 국제협력 동향 및 발전 방향 김정선 88

 「건강일본 21」 평가 결과 정진욱 96

 프랑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시사점 김대중 104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 최정수 112

II. 건강보장연구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신현웅 124

 Specialty Drugs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132

 농어촌 주민의 일반·응급의료이용 현황 및 시사점 김동진 140



III. 사회보장연구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김미곤 152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지표의 의의와 적용 이현주 160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김문길 16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신화연 176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여유진 184

 복지사업 대상의 소득계층별 분포 강신욱 192

 가구균등화척도가 상대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200

 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및 미래의 도전과제 홍석표 208

 농어촌지역 빈곤 및 양극화 현상 김태완 216

 희망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운영 현황 및 정책과제 최현수·최준영 224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 원종욱·김태은 232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시사점 윤석명 240

IV. 사회서비스연구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김유경 25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책과제 김미숙 260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김성희 268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이삼식 280

 취업모의 일가정양립과 보육 연계 실태와 시사점 이삼식·이지혜 28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이윤경 296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김현식 304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경희 312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32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선우덕 328

 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박종서 336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이상림 344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오영희 352

 외국의 보육ㆍ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이삼식 360

VII. 보건복지정보연구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방안 정영철 416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망 및 발전방향 박   건 424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요인 다변량 분석: Google 검색트랜드 적용 송태민 432

2012년 『보건·복지 Issue & Focus』 발간현황 440

VI. 사회재정통계연구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 최성은 37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고경환 380

 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유근춘 388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장영식 396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와 시사점  도세록 404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동향과 시사점 

•국내외 모유수유 추이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김혜련 

•일본의 인생 85년 비전: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리디자인 정진욱 

•푸드뱅크(Food Bank) 등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환경보건과 건강영향평가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 

•가정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I. 보건정책연구





I. 보건정책연구

	한국의료패널로 본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정영호 8

 유럽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사례와 발전 동향 최은진 16

 유럽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및 시사점 곽노성 24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의 공급실태 오영호 32

 단체급식의 현황과 영양관리 개선 과제 김혜련 40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황나미 48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정기혜 56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 김남순 64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윤강재 72

 의료이용의 지역적 불평등: 지역단위 접근의 중요성 신호성 80

 식품 해평가분야의 국제협력 동향 및 발전 방향 김정선 88

 「건강일본 21」 평가 결과 정진욱 96

 프랑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시사점 김대중 104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 최정수 112



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9

-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취약계층(연령이 높아질
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장
애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의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제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성
질환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 비
중이 활동제한을 보유하고 있
지 않은 만성질환자에 비해 높
았으며, 디스크와 관절염 환자
가 다른 만성질환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미충족 의료의 경험 
비율이 높았음

1. 한국의료패널의 개요

■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사업으로 2008년부터 본 조사가 시작됨

■  본 고에서는 2009년 본 조사 중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영역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2. 활동제한

가. 한국의료패널에서의 활동제한 설문 내용

■  한국의료패널에서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로 설문하고 있음

나. 활동제한율1)

■  연령별 활동제한율

○  해당연령 인구 천명당 20대: 15.9명, 30대: 19.3명, 40대: 34.1명, 

50대: 60.9명, 60대: 94.5명, 70대: 165.4명, 80세이상: 260.0명

으로 조사됨

○  예상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제한율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소득수준별 활동제한율

○  1분위(최하위 소득)가 인구 천명당 148.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활동제한율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활동제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활동제한율은 조사시점 현재 활동제한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한국의료패널로 본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정영호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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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활동제한율

구분 남 여 계

연령

18~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7.4
24.5
23.1
39.9
69.4
80.6

187.7
180.2

7.3
9.5

15.7
27.8
53.2

106.7
148.6
309.8

12.1
15.9
19.3
34.1
60.9
94.5

165.4
260.0

소득

1분위(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최상위)

172.4
78.0
35.7
27.6
33.0

130.7
78.9
43.4
25.4
20.8

148.3
78.5
39.7
26.5
26.7

경제활동
하지 않음
하고 있음

161.8
26.4

87.2
17.4

108.5
22.7

의료보장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43.9
343.8

45.5
227.6

44.8
282.3

교육
초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131.7
63.8
29.7

137.2
39.0
11.9

135.4
50.9
21.6

계 57.3 53.8 55.4
주:  조사대상자 수=13,942, 남=6,523, 여=7,419 

활동제한율 = ‘예’로 응답한 사람
조사대상자수  ×1000, 만18세이상 조사대상자수  

소득은 가구균등화 소득( 가구소득 / 가구원수  )를 적용함

■  활동제한의 유형

○  우울/불안/정서문제로 인한 활동제한이 12.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력문제인 8.44%, 

청력문제 7.85% 등의 순이었음

<표 2> 활동제한의 유형(복수응답) (단위: %)

구분 활동제한

시력문제
청력문제
언어문제
정신지체
우울/불안/정서문제

8.44
7.85
4.99
3.21

12.96
주: 활동제한 유무에서 ‘예’로 응답한 만18세이상 대상자=841명

■  주요 만성질환자의 활동제한율

○  뇌졸중으로 인한 활동제한율이 인구 천명당 416.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천식, 암,  

당뇨병의 순으로 활동제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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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만성질환자의 활동제한율 (단위: 명, 복수응답)

구분 해당질환 있음

당뇨 질환 없음
질환 있음

48.8
159.3

암 질환 없음
질환 있음

51.9
213.9

천식 질환 없음
질환 있음

52.6
284.5

관절염 질환 없음
질환 있음

46.9
138.4

디스크 질환 없음
질환 있음

52.3
134.7

뇌졸중 질환 없음
질환 있음

52.5
416.9

주:활동제한율= ‘예’로 응답한사람
조사대상자수

 ×1000,만18세 이상 조사대상자수

■  연간 침상와병일수

○  연간 침상와병일수: 지난 1년간 질병이나 손상으로 한나절 이상 누워 보낸 일수를 의미

· 연간 침상와병일수= 
한달간와병일수×12개월

조사대상자수

○  소득이 낮을수록, 장애가 있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가 와병일수가 높음

○ 한편, 의료급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와병일수가 높음

<표 4> 연간침상와병일수

구분 남 여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0.6
2.4
1.1
2.6
3.7
4.5

12.5
11.9

1.0
1.2
2.5
3.2
2.6
7.8

12.4
35.0

소득*

1분위(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최상위)

11.4
4.0
2.1
1.4
2.5

8.1
6.4
4.4
3.8
2.5

장애 없음있음 2.7
16.6

3.9
22.6

경제활동 하지않음
하고있음

9.8
1.7

6.5
2.9

의료보장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3.0
15.2

4.4
11.4

교육
초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9.9
3.4
1.8

10.3
3.3
2.5

계 3.5 4.8
주: 조사대상자 수=13,942, 남=6,523, 여=7,419 

소득은 가구균등화 소득( 가구소득/ 가구원수  )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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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3. 미충족 의료

가. 한국의료패널에서의 미충족 의료 설문내용

■  한국의료패널에서는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
라도 있었습니까?”로 질문함

나. 미충족 의료

■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었던 경우는 남성이 19.6%, 
여성이 23.1%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음

■  연령대별 미충족 의료

○  80세 이상에서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40대의 23.7%, 70대의 21.9% 50대의 21.8%  

으로 제시됨

■  소득별 미충족 의료

○  1분위에서 24.7%로 가장 높았고 3분위에서 19.4%로 감소하다가 5분위에서 23.3%로 다시 증가함

■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료급여자, 초졸 이하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미충족 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미충족 의료

구분 받지 못한 적이 있음 받지 못한 적이 없음

성 남
여

19.6
23.1

80.4
76.9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4.1
19.1
21.5
23.7
21.8
19.9
21.9
24.3

85.9
80.9
78.5
76.3
78.2
80.1
78.1
75.7

소득

1분위(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최상위)

24.7
22.1
19.4
22.4
23.3

75.3
77.9
80.6
77.6
22.2

장애 없음
있음

21.3
25.5

78.7
74.6

경제활동 하지 않음 
하고 있음

19.1
23.1

80.9
76.9

의료보장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21.4
25.1

78.6
74.9

교육
초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24.6
21.5
20.0

75.5
78.5
80.0

계 21.5 78.5

주:  조사대상자 수=12,701, 남=5,607 , 여=7,094 

소득은 가구균등화 소득( 가구소득 / 가구원수  ) 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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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자별 미충족 의료

○  당뇨병 환자의 경우 17.4%가 미충족 의료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혈압환자 20.1%,  

고콜레스테롤 23.9%, 천식 19.4%, 뇌졸중 21.6%, 관절염 25.2%, 디스크 25.6% 로 나타남

· 디스크와 관절염 환자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높음

<표 7> 미충족 의료와 만성질환자(복수응답)

구분 받지 못한 적이 있음 받지 못한 적이 없음 계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천식
뇌졸중
암
관절염
디스크

17.4
20.1
23.9
19.4
21.6
16.3
25.2
25.6

82.6
79.9
76.1
80.6
78.4
83.7
74.8
7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미충족 의료 발생원인

■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방문시간이 없어서’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증세가 경미
해서’ 27.0%이었고, ‘경제적 이유(치료비용 부담)’로 인한 경우가 24.2%이었음

○  여성의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로 응답한 경우가 3.7%

■  연령별 미충족 의료 발생원인

○  65세 미만의 경우: ‘방문시간이 없어서’가 40.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증세가 경미해서’ 28.1%,  

‘경제적 이유’가 19.9%임

○  65세 이상의 경우: ‘경제적 이유’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증세가 경미해서’ 21.6% ‘거동불편, 

건강상 이유로’가 9.8%임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65세 미만은 방문 시간 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고 65세 이상 고령 층은 경제적 

이유를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표 8> 미충족 의료 발생 원인: 성별·연령별

구분 남 여 65세미만 65세이상 계

(1) 경제적 이유(치료비용 부담)
(2)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3) 거동불편, 건강상 이유로 방문 어려움 
(4)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5) 증세가 경미해서
(6)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정보부족)
(7) 방문시간이 없어서
(8) 빠른 시일내에 예약되지 않아서
(9) 주치의가 없어서
(10) 기타

21.3
1.1
1.6
0.0

28.6
1.7

41.8
0.4
0.6
2.9

26.1
2.4
2.4
3.7

25.9
2.8

30.7
0.2
1.1
4.9

19.9
1.3
0.5
2.6

28.1
2.0

40.4
0.3
1.0
3.9

46.2
4.6
9.8
0.2

21.6
4.1
8.5
0.1
0.3
4.7

24.2
1.9
2.1
2.2

27.0
2.3

35.2
0.3
0.9
4.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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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4. 미충족 치과치료

가. 미충족 치과치료 실태

■  미충족 치과치료의 발생율은 24.0%로 일반진료의 미충족 의료인 21.5%보다 높았음 

■  미충족 치과치료는 여성 24.9%, 남성 22.8%로 여성의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에서 25.1~25.3%로 유사한 비중을 보이다가 60세 이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소득별로 보면 최하위 소득인 1분위에서 27.7%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의료급여자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나. 미충족 치과치료 발생 원인

■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시간이 없어서’가 20.8%,  

‘증세가 경미해서’가 15.2% 등의 순으로 제시됨

<표 9> 미충족 치과치료

구분 받지 못한 적이 있음 받지 못한 적이 없음

성
남 
여

22.8
24.9

77.2
75.1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1.5
23.0
25.1
25.1
25.3
23.1
21.8
18.7

88.5
77.0
74.9
74.9
74.7
77.0
78.2
81.3

소득

1분위(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최상위)

27.7
24.8
24.0
26.3
19.1

72.3
75.2
76.0
73.7
80.9

장애
없음 
있음

23.7
29.3

76.3
70.7

경제활동
하지 않음 
하고 있음

22.7
24.8

77.3
75.2

의료보장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자

23.6
32.2

76.4
67.8

교육
초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24.5
25.0
22.6

75.5
75.0
77.4

계 24.0 76.0
주: 조사대상자 수=12,701, 남=5,607 , 여=7,094

 소득은 가구균등화 소득( 가구소득 /                )를 적용함.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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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미충족 치과치료 발생 원인: 성별

구분 남 여 계

(1) 경제적 이유(치료비용 부담)
(2)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3) 거동불편, 건강상 이유로 방문 어려움 
(4)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5) 증세가 경미해서
(6)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정보부족)
(7) 방문시간이 없어서
(8) 빠른 시일내에 예약되지 않아서 
(9) 주치의가 없어서

52.3
1.2
0.4
0.0

16.7
0.4

26.2
0.8
2.0

57.4
1.4
1.0
2.5

14.1
0.7

16.8
0.2
5.9

55.3
1.3
0.7
1.4

15.2
0.6

20.8
0.4
4.3

100.0 100.0 100.0

■  연령별 치과치료 미충족 의료

○  65세 미만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50.4%인 반면, 65세 이상은 81.4%로 

나타남

<표 11> 미충족 치과치료 발생 원인: 연령별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계

(1) 경제적 이유(치료비용 부담)
(2)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3) 거동불편, 건강상 이유로 방문 어려움 
(4)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5) 증세가 경미해서
(6)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정보부족) 
(7) 방문시간이 없어서
(8) 빠른 시일내에 예약되지 않아서 
(9) 주치의가 없어서

50.4
1.2
0.5
1.7

16.4
0.6

24.2
0.5
4.5

81.4
2.1
2.1
0.1
8.6
0.3
2.4
0.0
3.1

55.3
1.3
0.7
1.4

15.2
0.6

20.8
0.4
4.3

100.0 100.0 100.0

■  치과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비율은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65세 미만의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12> 미충족 치과치료 발생으로 인한 문제: 연령별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계

매우 큰 문제 
조금 큰 문제 
별로 문제되지 않음
전혀 문제되지 않음

4.7
34.7
51.0
9.7

14.1
59.2
25.4
1.3

6.1
38.5
47.0
8.4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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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제한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요인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활동제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였다는 응답은 27.3%인 반면, 
활동제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였다는 응답은 22.2%로 활동제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미충족 의료의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13> 만성질환자의 미충족 의료와 활동제한

구분 받지 못한 적이 있음 받지 못한 적이 없음 계

활동제한 있음 
활동제한 없음

27.3
22.2

72.7
77.8

100.0
100.0

주: 만성질환을 최소1개 이상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 6,820명을 대상으로 함

5. 결론

■  대체로 취약계층이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건강 및 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미충족 의료의 발생원인

○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방문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직장 또는 경제활동 때문인 것으로 

추론됨

○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노인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미충족 치과치료의 경우, 경제적(치료비용 부담)부담이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주요한 발생원인인 것으로 

제시됨

· 치과치료의 적절한 보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한편, 활동제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 비중이 활동제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성질환자에 비해 높았음

○ 활동제한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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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관련 
유럽지역 21개국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법제도의 유형
은 공중보건 관련법에서 지정
(62.5%) 또는 환경영향평가관련
법에서 지정(37.5%)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요 
사업 분야는 보건(65%), 환경 
(60%), 주거(60%), 교통(50%), 
폐기물(35%) 등임

1. 유럽지역 건강영향평가 정책의 사례

■  교통정책, 산업정책, 지역개발계획 등 보건외의 부문에서 계획되는 정책도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를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도 건강의 결정요인(물리적, 환경적, 사회문화
적, 정신적 영역)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한 건강한 공공 정책수립의 
접근이 필요함. 2004년 발간된 유럽건강영향평가 가이드 라인(European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은 유럽지역의 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
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음

가. 영국

○  영국의 건강영향평가는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음. 초기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작하였음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건강영향의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가 된 법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1991)였음. 1997년 토니블레어총리정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여

러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게 되었음.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건강계획

인 “Saving lives: our healthier nation(1999)”에서 건강영향평

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부각되었음. 이때 

나온 주요 세부정책 계획서는 “Choosing health; Better health, 

better Wales; Working together for a healthier Scotland; 

Well into 2000”보고서 같은 것이 있음. 영국의 리버풀(Liverpool)

시에서 1998년 첫 번째 건강영향평가회의(1st UK Health Impact 

Assessment Conference)가 개최되었음. 영국에서 최초로 수행된 

건강영향평가는 1994년 맨체스터 공항의 제2활 주로 공사에 대한 

것이었고, 전향적 평가(사전 평가)로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

어졌는데, Lalonde의 건강장 모형(health field concept)을 이용한  

방법적 틀을 적용하였음

○  건강의 형평성 과제는 향후 더 중점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며 인권

문제와 더불어 강화될 전망임. 2000년초 영국 런던에서는 NHS의  

권고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음. 

2001년 영국 리버풀에서 발간된 Merseyside Guideline for Health 

Impact Assessment는 이후 유럽의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유럽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사례와 발전 동향

최은진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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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웨덴

○  스웨덴의 건강영향평가정책은 성공적인 상향식(Bottom-up) 시행의 사례를 보여줌. 이 과정은 

Swedish Federation of County Councils과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에 의해 시작 

되었으며, 2003년 스웨덴의 새로운 보건정책의 소개와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되었음.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영향평가, 특히 스웨덴의 국가적 맥락에 맞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체계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음. 스웨덴 정부는 서로 다른 기관들에 건강영향 

평가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를 할당하였음. 이러한 체계와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이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및 시행을 위한 좋은 여건이 되었음

다.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개척자들 중 하나로, Varela Put 외(2001)의 설명에 따르면 

1986년 보건부 장관이 협력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각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됨. 이후 1993년 보건

부의 전문가 보고서 발간, 1994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워크숍 개최 등을 거쳐, 1995년 5월 

네덜란드의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음. 1996년에는 건강영향 

평가의 개발 및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Netherlands School of Public Health 안에 Intersectoral 

Policy Office를 설립하였음

라. 아일랜드

○  아일랜드 정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는데 있어 1999년의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수립, 2001년 Irish National Health Strategy 수립, 건강영향평가 주관기관인 

Institute of Public Health in Ireland의 설립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 특히 주관기관의 핵심 역할은  

건강영향평가 훈련 및 자원(지침 매뉴얼, 건강영향 평가 사례 리뷰) 제공에 있었음. 또한 서부에 위치한  

골웨이(Galway)가 WHO의 건강도시가 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특히  

이는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지지하기 위한 지역과 주(州) 의회 관련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아일랜드의 이런 성공적 사례를 각국에 도입하는 데 있어 중요 

하게 고려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건강영향 평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고, 특히 보건 분야와 비보건 분야 등 다분야 간 협력이 핵심적이었음. 또 건강영향 

평가의 적극적인 시행은 정책에서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며, 좀 더 체계적인 미래 역량을 개발하는 기반이 

되었음

마. 스위스

○  스위스 정부의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환경영향평가(EIA)와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SEA)와 연관이 있음. 연방 보건부는 2003년에 다면적 보건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정을 도입

하였으며,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들이 WHO 건강도시에 적극 가입해 활동하면서 건강영향

평가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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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덴마크

○  2005년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는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함의에 대한 논쟁들이 있음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이에 National Board of Health는 건강영향 평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해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하는 보

고서를 발간하였음. 덴마크에서는 건강영향평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었다기보다는 

WHO의 건강도시와 더불어 지역적 차원에서 점차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음. 지역적 수준에 건강영향

평가를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1) 정치적 제안의 일부분

으로써의 건강영향평가, 2) 정치적 제안들을 발현시키기 위한 선행 단계로써의 건강영향평가, 3) 실제

적 계획 수립 과정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4) 보건 분야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등임

사. 독일

○  독일에서는 1992년 환경영향평가 내에 통합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음. 이후 이 결

의안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 내에서 건강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 사업이 시행되

었음. 그 결과 몇몇 주(州)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법안을 제정하였음(예: 

North Rhine Westphalia 지역의 Public Health Service Act). 원칙적으로 건강영향평가의 법적  

기반은 보건정책과 사업들은 모든 계획 과정에 대해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음

2. 유럽지역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현황

■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관련 정보수집을 위하여 2011년 4월 유럽지역 21개국1) 대상으로 온라인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법제도의 유형은 공중보건 관련법에서 지정(62.5%) 또는 환경영향평가관련법에서 
지정(37.5%)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요 사업 분야는 보건(65%), 환경(60%), 주거(60%), 교통(50%), 폐기물(35%) 등임

■  건강영향평가 수행사례는 대부분 시범사업으로서 시행된 경우(80%)가 많았음. 건강영향평가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다양한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1)　슬로바키아,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독일, 헝가리, 호주, 리투아니아, 루마

니아, 터키,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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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럽국가에서 건강영향평가수행의 유형

■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국가적 지침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아일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호주

<표 1> 주요 국가의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추진을 위한 현안

국가 법제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의 현안

슬로바키아 공화국 사전 스크리닝단계 혹은 스크리닝만 수행하는 절차 정립

스웨덴 EIA의 일부분으로 건강영향평가 시행시의 제외되는 건강영역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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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해 도입하는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났음(그림 2). 건강결정요인 연구를 통한 지식
기반 마련(83%), 다양한 정부 분야의 관계자 설득과 합의 도출 작업(92%)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건강영향평가가 정례적으로 활용되는 “확인”작업(8%)이나 건강영향평가의 “시행”작업(42%), 
정책결정자의 “결정”작업(42%)의 경우 아직 과정 중에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및  
시행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2] 유럽국가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 추진의 수준 현황

3. 시사점

가. 국가 건강영향평가 지침 마련

■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도 국가별로 상황에 따른 특성이 있음. 만약 사전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덴마크의 사례와 같이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나 방법론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경우, 다양한 (정부) 부처/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며, 각자에게 특정한 과제를 맡기고 서로 가진 지식들을 교류하게 하는 것이 효과

적임

■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건강영향평가와 그 가치들
을 정책개발에 연결시키는 것임. 예를 들어 형평성이나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아젠다에 대한 사회적 이슈
가 있다면 건강영향평가를 적용 할수 있을 것임

5

� 건강영향평가 제도화를 �해 도��는 수준이 다양�� 나��음(그림 2). 건강결정
요인 연구를 통한 지식기반 마련(83%), 다양한 정부 분야의 관계자 설득과 합의 도출
작업(92%)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건강영향평가가 정례적으
로 활용되는“확인”작업(8%)이나 건강영향평가의“시행”작업(42%), 정책결정자의

“결정”작업(42%)의 경우 아직 과정 중에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건강영향평가 제도
화 및 시행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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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도 국가�로 상황에 ��
특성이 있음. 만약 사전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덴마크의
사례와 같이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나 방법론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경우, 다양한 (정부) 부처/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며, 각자에게 특정한 과제를 맡기고 서로 가진 지식들을
교류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임

� 가이드라인을 개발�고,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이는 � �나의 방법은
건강영향평가와 그 가치들을 정책개발에 연결시키는 것임. 예를 들어 형평성이나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아젠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건강영향평가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임

[그림 2] 유럽국가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 추진의 수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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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활용

■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활용되어야 함.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
는 건강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처럼 법에 의해 강제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영향평가의 가치 
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이 과제임. 후자의 경우라면 건강영향평가의 활용은 기본
적으로 정치적 의지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건강영향평가를 법적 요구사항으로 만들게 되면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역시 각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음. 만약 강제적 성격의 건강영향평가법이 그 시행을 점차 
강화하게 된다면, 맥락적 요소들은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임. 보건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 채널을 활용
하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와 숙련된 인력, 가용자원들(데이터, 예산, 교육·훈련 프로
그램 등)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 채널들이 건강영향평가의 정례적 시행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다. 사회적 준비상태 점검

■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및 시행은 국가별로 다양한 단계적 과정을 거치고 있음.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식적  
단계와 필요성 확인 단계의 첫 두 단계에 머물러 있었음. 건강영향평가 시행의 경우 지식 단계가 언제 시작
되었는지,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체계가 언제 준비되었는지를 사전에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라. 역량강화

■  적절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시행준비과정의 중요한 부분임. 예를 들어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스크리
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주요한 건강결정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또한 이 담당자들은 다분야간 협력의  
원칙과 노동 문화에 기반한 파트너십에 익숙해야 할 것임

■  담당자들의 주요 역량으로는 기본적인 건강결정요인과 그 건강영향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결정
요인들과 건강 결과 간의 연관관계를 인식하고, 다분야간 작업을 위한 협력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좋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들 수 있음. 만약 이런 역량들이 처음부터 업무 조건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이러한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음.

○  기본적 역량 교육은 담당자들로 하여금 스크리닝을 수행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함. 데스크탑 혹은 간이 건강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요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음

○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전에 담당자들에게 역학, 독성학 및 기타 보건 관련 학문

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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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이외의 분야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건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임파워먼트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이후에는 보건분야에 의한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함. 과학적 타당성
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관리 없이는 건강영향평가가 실제 효과 없이 상징적 기능만을 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

■  건강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의 조직이 있다면 자원 제공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 시행이 더욱 수월하게 될 수 있음. 이러한 자원들은 건강영향평가 근거에 대한 정보 제공,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등이라 하겠음

4. 결론

■  건강영향평가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주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주요 요건으로써 보건정책에서 기인하는 여러 건강결정요인들과 건강영향평가 지원 체제, 숙련된 인력과 필
요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건강영향평가 시행과 제도화와 관련된 가장 큰 과제는 그것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일수 있음. 건강영향평가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은 반드시 건강영향평가 과정 속에 융합되어야 하고, 실재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되어야 함

■  건강영향평가정책의 비젼은 “Health in all policy”를 추구함. 목적은 건강영향평가의 문화를 개발하고 모든  
정책개발에 건강영향평가를 통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세부목표는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영향평가 추진을  
지원 및 시행하게 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음. 건강영향평가 관련 역량개발은 인프라를 수립하
고, 사업과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인프라는 건강영
향평가 담당인력과 지방정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면서 대두된 주요 장애요인은 건강의 정의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데 있음. 
문화적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주제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점, 분야에 따라 가용한 자원이 부족한 점, 
사업과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는 점 등임.

■  기회요인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분야 및 부문간의 파트너쉽이 증가한다는 점, 다른 종류의 영향평가와 연계 
시키게 되는 점, 비보건분야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는 점,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건강영향평가의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임

■  지역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얻게된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젝트를 생산한다는 점,  
수요(demand)에 기반한 건강영향평가의 전략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권고가 나온다는 점, 지역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여 자체적인 지침을 공급하고, 건강영향평가의 네트
워크를 확산시킨다는 점 등의 역할을 함



22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3

» I. 보건정책연구

■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인구집단 또는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영향 
요인 중에서 사업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특정한 영향요인을 도출해야 함

○  건강의 결정요인이 개인/가족 요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공공정책 등에 따라 범주화되고 구분되

어야 할 것임. 건강의 결정 요인을 구분한 다음 관련된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예측, 

권고를 해야 할 것임

○  정책권고는 최소한 세 가지의 근거를 사용하여 정책수정의 권고를 해야 하며, 핵심적으로 사용해야 할 

근거의 분야는 역학적 근거, 지역사회 프로화일, 이해관계자의 시각 등임. 적합한 근거는 건강영향평가

의 과정과 권고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초

적인 근거생산에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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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는 
2개 부처, 3개 법률로 관리규정
이 분산된 상황에서 원산지, 유
기원료 함량 등 소비자가 원하
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있는 EU
의 경우, 우리의 유기가공식품 
관리 제도와 비슷했던 기존 제
도를 2007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음

-  EU의 유기원료 총함량 표시제, 
인증마크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유기가공식품 관리를 위해 국
내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필요성

■  화학물질의 오남용 방지에서 시작된 유기농업은 기후변화를 계기로 녹색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농민들 또한 WTO 시대 미국, 호주 등 대규모 농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로컬푸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기농업에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음

■  현행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소비자는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보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더 선호하는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원산지 

관련 내용이 없다보니 원하는 유기식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료 함량에 따라 “유기”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 표시할 수 있는 위치 

(제품의 전면 또는 후면) 등에 차이를 두다보니 소비자가 유기 원료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1>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허용 범위

유기원료
함량

임의 표시 사항 의무 표시 사항

유기농
100%

유기 
가공 
식품

‘유기’ 표시 인증
기관명
·로고

유기농 함량
(원재료명
표시란)

제품명 주표시면
보조 

표시면
원재료 
표시란

100% ○ ○ ○ ○ ○ ○ ○ ○

95% 이상 x ○ ○ ○ ○ ○ ○ ○

70%~95%미만 x x ○/ x1) x ○ ○ x ○

70%미만 x x x x x ○ x ○

주: O : 농식품부, x : 식약청

유럽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및 시사점

 곽노성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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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식품 표시제가 3원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문제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는 법적 근거와 가공 유무에 따라 <표 2>와 같이 3원화되어 있으며, 일부 규정이 

상충되다보니 법 집행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표 2> 유기식품 관리제도 현황

소관부처 복지부(식약청) 농식품부

대상 품목 모든 유기식품 비가공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  농식품부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의 유기식품 관련 규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통합하는  

법률 전면개정안을 2011년 10월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 법안에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동등성에 관한 사항

에 포함되어 있음

○  농민단체 등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 유기원료의 급증으로 국산 유기원료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식품관련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2007년 기존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상당히 큰 폭으로 개편
한바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EU 제도 개요

■  EU의 유기식품 제도는 2007년 기존 법규를 전면 개정한 「유기 생산품의 유기생산 및 표시에 관한 이사회 
법규1) (No. 834/2007)」에 따라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이 법규는 2009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며, 1991년부터 시행되던 기존 법규2)는 폐지되었음

■  이사회 법규(No. 834/2007)를 시행하기 위해 3개의 집행위원회 법규(Commission Regulations)가 제정되었음

○  집행위원회 법규3)(No. 889/2008)에는 우리의 시행령처럼 이사회 법규(No. 834/2007)의 각 조

문별 추가로 규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기효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위원회 법규(No. 

1254/2008)4)에 규정되어 있음

1)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092/91)

2)　COUNCIL REGULATION (EEC) No 2092/91 of 24 June 1991 on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ications referring 

thereto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3)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89/2008 of 5 Septem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with regard to organic production, labelling 

and control 

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54/2008 of 15 December 2008 amending Regulation (EC) No 889/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with regard to organic production, labelling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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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는 별도로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유기 생산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집행위원회 

법규(No. 1235/2008)5)5)에 규정하고 있음

■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이사회 법규(No. 834/2007)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부에서 목표와 원칙을 
정하고 중반부에서는 생산규칙, 표시, 관리, 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 법규 집행의 
시기나 행정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일반원칙

■  이사회 법규(No. 834/2007)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생산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유기가공식품은 생산과정에서 비유기 식품과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유기식품의 가공 및 

조정과 손실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양성분을 보정해서는 안 됨

○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성분은 주로 농산유래원료이어야 함

○  이들 규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유기생산위원회(Committee on organic production)

에서 정하고 있음

<표 3> 유기가공식품 생산의 일반원칙(이사회 법규 834/2007년, 제19조)

주요내용

1.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은 비유기식품과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실시

2.  유기가공식품의 조성조건

(a)  식품은 주로 농산유래원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때 첨가된 물과 음식용 소
금은 고려되지 않음

(b)  첨가물, 가공보조제, 향료, 물, 소금, 미생물과 효소의 준비, 미네랄, 미량 성분, 비타민, 아미노산, 그 밖
에 특수영양식품의 미량영양소로 제21조(가공과정에서의 특정 식품과 물질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고 
유기생산을 위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c)  비유기 농산 원료는 제21조에 따라 유기생산에 사용되도록 허락받은 경우나 회원국 정부가 임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d)  같은 종류의 원료가 비유기 형태이거나 전환 중인 원료와 유기원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e)  전환기 농작물로부터 생산된 식품은 단 하나의 농산유래원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함

3.  유기식품의 가공과 저장과정에서 손실된 성분을 재구성하거나 이들 식품의 가공과정에서 소홀히 한  
결과를 보정하거나 이들 식품의 사실적 성격을 호도하는 물질과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됨

■  집행위원회 법규(No. 889/2008)에서는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첨가물, 가공보조제, 기타 물질과 원료와 훈연 
등 가공 공정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5)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of 8 Decem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s regards the arrangements  for imports of organic products from thir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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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첨가물 사용기준

■  집행위원회 법규(No. 889/2008)에서는 유기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하고 있음

■  와인을 제외한 유기식품의 생산에는 아래와 같은 물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 8(Annex Ⅷ)
에 열거되어 있음

○  식품가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생물과 효소제

○  천연 향료 물질(natural flavouring substances) 또는 천연향료제(natural flavouring preparations)

○  식육이나 계란에 스탬프를 찍는데 사용되는 색소

○  식품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용수와 소금(염화나트륨 또는 염화칼륨을 기본 구성으로 하는 것)

○  법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요구되는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미량영양소

■  식품의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농산유래 비유기 원료는 부록9(Annex IX)에 제시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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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용 허용 허용

7 허용 허용 -

11 허용 - 허용

4 허용 - -

2 - 허용 허용

18 - 허용 -

17 -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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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시 기준

■  유기 식품 관련 EU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EU 역내에서 유기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광
고한 상태로 판매될 수 없음

○  신선 또는 가공하지 않은 유기생산품은 100% 유기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상품으로만 구성되어야 함

○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품에 GMO 성분이 포함되거나 GMO에서 유래되었다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됨

○  원재료 표시란에서는 어떤 원료가 유기인지 표시하여야 함

■  “유기”라는 용어는 유기가공식품 일반원칙(이사회 법규 제19조)을 준수하고 중량기준으로 농산물 유래원료
의 95% 이상인 경우에만 “유기”라는 표현을 홍보 문구로 쓸수 있음

○  전면 개정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70~95% 미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 유기원료 사용에 대

해 완화된 입장을 취했으나, 2007년도 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정은 삭제하 였음

○  회원국 정부가 발행한 인증기구(control authority)의 인식번호(code number)를 표시해야 함

○  포장에 EU 로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예전에는 EU 로고 표시가 자율이었으나 2010년 7월부터 표시가 강제화 되었음

· 국가나 개인적인 로고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EU 법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음

· 제3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EU 로고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EU 유기식품 로고로는 EU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그림 1]과 같이 EU 국기와 잎새의 

모양에서 착안한 로고가 사용되고 있음

[그림 1] EU 유기농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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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EU 로고를 표시한 경우, 원료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로고와 같이 볼 수 있는 곳에  

<표 5>에 제시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해야 함

· 만일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EU’또는 ‘비EU’대신 특정국 가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총량의 2% 이내에서 원료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는 무시됨

· 원산지 표시가 제품에 대한 다른 설명보다 강조되어서는 안됨

<표 5> EU 유기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구분 기준

EU 농업(EU Agriculture) 원료농산물이 EU에서 재배된 경우

비EU 농업(non-EU Agriculture) 원료농산물이 EU 이외 제3국에서 재배된 경우

EU/비 EU 농업(EU/non-EU Agriculture) 원료농산물이 EU와 제3국에서 생산된 경우

· 국내 수입된 EU산 유기가공식품을 보면, <표 6>과 같이 인증마크 밑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

<표 6> EU 유기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사례

구분 제품 전면 원산지 표시
표시 위치

유기마크 원산지

EU 농업
(EU Agriculture)

 전면·후면 하단
후면 유기마크 

아래

전면 하단
유기마크

아래

EU/비 EU 농업 
(EU/non-EU
Agriculture)

전면 좌측하단
전면 유기마크 

아래

후면 우측하단
후면 유기마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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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일반원칙(이사회 법규 제19조) 중 일부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중량 기준으로 농산물 유래원료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유기 관련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  <표 4>에서 제시한 원칙 중 16), 2-a7), 2-b8), 2-d9)만 준수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목록란에서만 “유기”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  유기가공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 목록란에 “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 다만, 주요 원재료가 사냥이나 낚시로 잡은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재료 표시란과 같은 면에 홍보문구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재료 목록에 농산물 유래 원료의 전체 양 중 유기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원재료 목록란에 

표시하여야 함

3. 시사점

■  유기식품은 순환농업이라는 철학적 가치에서 출발하다보니 국가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들 수 있는데, EU에서 허용되는 73종 중 

23.2%(17종)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EU의 경우,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음

○  과거에는 유기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도 “유기”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하

였으나, 이제는 사냥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5% 미만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예외규정에 따라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유기원료 함량을 표시해서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란에 표시된 여러 종류의 유기원료 함량을 모두 더하지 않더라도 해당 유기가공식품에  

유기원료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기식품 로고에 원산지 표시를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였음

· 이 제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장거리 이동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한 수입 유기 

식품이 과연 유기식품의 기본철학에 적합한가라는 고민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임

6)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은 비유기식품과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실시

7)　식품은 주로 농산유래원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함.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때 첨가된 물과 음식용 소금은 고려되지 않음

8)　제21조(가공과정에서의 특정 식품과 물질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면서 유기생산을 위해 승인된 경우에는 단지 첨가물, 가공보조제, 향료, 

물, 소금, 미생물과 효소의 준비, 미네랄, 미량 성분, 비타민, 아미노산, 그 밖에 특수영양식품의 미량영양소는 사용될 수 있음

9)　유기 원료는 같은 종류의 비유기형태이거나 전환 중인 원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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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EU의 유기원료 총함량 표시와 인증 
마크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란에 표시된 개별 원료의 함량을 일일이 더해서 전체 유기

원료 함량을 파악해야하는 현행 표시제도는 소비자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

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 중에는 유기원료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 EU처럼 사용한 유기원료의 총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면 소비자가 전체 유기원료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유기식품 제도 일원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친환경농업육성법안은 국가간 상호 동등성 문제로 

인해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EU처럼 유기인증 마크 옆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원료의 원산지를 확실하게 알

려줌으로써 동등성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 유기원료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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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 등 보건
의료자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제고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핵심 기반시설
로서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특성상 심각한 문
제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병상은 급성기 병
상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병상
도 공급과잉상태로 이러한 과
잉공급은 공급유인수요(supply 
induced demand) 및 과다경쟁 
을 창출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
성이 있음. 따라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병상배치계획 등 적정수급 
및 관리정책이 필요함

1.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현황

■  2011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1,664개로 조사 
되었으며, 이 중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았고, 병의원은 30,086개로  
36.8%, 그리고 약국은 20,801개로 25.5%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다음 
으로는 치과병의원은 15,003개(18.4%), 한방병의원 12,317개 (15.1%), 
보건기관은 3,457개(4.2%)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현황

■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6.7개이며, 이 중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은 61.4개, 치과병의원은 30.6개, 한방병의원은 25.1개, 보건
기관은 7.1개, 약국 42.5개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5%와 20.0%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

료기관은 서울이 207.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지

역은 경기지역으로 137.9개로 조사되었음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의 공급실태

오영호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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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건의료기관 지역별 분포현황

○  지역별 병·의원의 분포는 서울 7,688개, 경기도 6,088개, 부산 2,337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치과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4,595개, 경기도 3,281개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 2011년 지역별 병·의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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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음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지
역으로 51.5개로 조사되었음.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5.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과 경북으로 각각 21.7개소와 20.5개로로 나타났음.
한방병의원의 경우 서울이 33.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8.7개소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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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6.6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51.5

개로 조사되었음.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5.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과 경북으로 각각 21.7개소와 20.5개로 나타났음. 한방병의원의 경우 서울이 33.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8.7개소로 나타났음

[그림 4] 2011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현황

2. 진료과 분포 현황

■  병의원에 개설된 진료과 종류는 내과, 소아과 등을 포함하여 26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18,645
개이며, 그 중 내과가 17,923개로 15.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4,098개
(11.9%)로 두 번째로 많았음

○  인구 10만 명당 일차진료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는 76.2개였으며, 전북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94.2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58.9개로 나타났음. 응급의학과의 

경우는 광주가 인구 10만 명당 1.3개로 가장 많은 반면 울산이 0.5개로 가장 적었음

○  치과병의원1)의 진료과는 구강안면외과를 포함하여 10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489개이고, 

이 중 경기지역에 380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전체에서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은 

379개로 25.5%를 차지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50% 이상 개설되어 있음

○  한방병의원의 진료과는 9개로 한방내과를 포함하여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총 100,682개이며, 

이 중 서울에 28,923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으로 

20,146개로 20.0%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약 50% 정도가 개설되어 있음

1)　의료법 개정안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제1차 치과의료 기관인 치과의원의 전문·진료과목 표방이 금지되

었음. 따라서 2009년까지 조사된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수에는 치과의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2011년 진료과목에는 치과의원의  

진료과목이 모두 제외되어 있음

2. 진료과 분포 현황

� 병의원에 개설된 진료과 종류는 내과, 소아과 등을 포함하여 26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18,645개이며, 그 중 내과가 17,923개로 15.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4,098개(11.9%)로 두 번째로 많았음

�인구 10만 명당 �차진료 진료과��과, 외과, 산�인과, 가정의학과)는 76.2개�으며,
전북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94.2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58.9
개로 나타났음. 응급의학과의 경우는 광주가 인구 10만 명당 1.3개로 가장 많은 반면 울
산이 0.5개로 가장 적었음

��과�의원1)의 진료과는 구강안면외과를 포함하여 10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489개이고, 이 중 경기지역에 380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전체에서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은 379개로 25.5%를 차지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50%이상 개설
되어 있음

����의원의 진료과는 9개로 ���과를 포함하여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총 100,682개이며, 이 중 서울에 28,923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28.7%를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으로 20,146개로 20.0%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약 50%정
도가 개설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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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1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현황

3) 의료법 개정안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제1차 치과의료 기관인 치과의원의 전문·진료과목 표방이 금지되었음. 따라서 2009
년까지 조사된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수에는 치과의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2011년 진료과목에는 치과의원의 진료과목이 모두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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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역별 진료과 분포

3. 지역별 병상분포 현황

■  우리나라 총 입원병상은 479,309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87,316병상(18.2%)이 분포
되어 있고, 서울이 다음으로 많은 72,010병상(15.0%)으로 분포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별 입원병상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며 그 비

율이 각각 18.2%와 15.0%에 이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부산으로 10.0%임. 가장 그 

분포의 비율이 낮은 지역 그룹은 울산과 제주로 각각 2.1과 0.8%의 비율을 보임

○  인구대비 병상의 보유를 보면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1,598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이 가장 적은 지

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680개의 병상을 보유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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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1년 지역별 입원병상수(기준+상급병상)

○  양방병상은 324,984병상, 한방병상은 12,645병상, 치과병상은 554병상으로 조사되어 급성병상(양방

+한방+치과)은 338,173병상으로 조사되었음

○  양방병상과 한방병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어, 양방병상의 경우 경기지역

이 59,574병상(18.3%), 서울이 58,622병상(18.0%)이고, 한방병상의 경우 경기지역이 2,367병상

(18.7%), 서울이 2,301병상(18.2%)으로 나타났음

[그림 7] 2011년 지역별 급성(양방+한방+치과)·장기요양·정신병상수

○  특수병상 중 재활병상은 경기지역이 3,340병상(38.2%)으로 월등히 많았고, 한센병상은 전국의 1,119

병상이 모두 전남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구대비 양방병상과 한방병상을 보면 광주가 인구 10만 명당 1,019병상과 121병상으로 가장 많고, 

장기요양병상은 590병상으로 전북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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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1년 지역별 급성(양방+한방+치과)·장기요양·정신병상수

4.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

■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수는 5.6병상으로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2009년 
OECD국가의 평균인 3.5병상보다 1.6배 많았으며,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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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09년 OECD국가의 장기요양병상수(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5. 정책과제

■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인해 2005년
부터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7.2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4.8병상보다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한국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1) 보건의료시설의 기능 재정립

○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방법을 병상의 규모에 따른 구분

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영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병상종류의 정립도 선행되어야 함.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병상수에 기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 따라, 통계량 집계 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병상 기능에 따라 병상을 구분하고 이를 의료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됨

2) 보건의료시설  관리계획수립

○  보건의료시설의 적정수급을 위하여 우선 관리수단으로 보건의료시설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보건복

지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능별 병상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의 종류별로 신

규 공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역, 유보하여야 하는 지역, 허용하는 지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병

상배치 계획(National Hospital Bed Allocation Plan) 또는 국가의료자원배치계획(National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또한 지방정부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의료기관 규모별, 병상 유형별, 소지역별 병상 배치 계획을 작성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갱신하도록 하여야 함

5. 정책과제

�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인해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7.2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4.8병상보다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한국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가 요구되며 �시에 �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1) 보건의료시설의 기능 재정립

�병상공급 과��제를 �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방법을 병상의
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영기준
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라 병상종류의 정�도 ��되�야 함.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병상수에 기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 따라, 통계량 집계
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병상 기능에 따라 병상을 구분하고 이를 의료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됨

2) 보건의료시설 관리계획수립

�보건의료시설의 적정수급을 위하여 �� 관리수단으로 보건의료시설관리계획 수�이
필요함.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능별 병상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의 종류별로 신규 공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역, 유보하여야 하는 지역,
허용하는 지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병상배치 계획(National Hospital Bed
Allocation Plan) 또는 국가의료자원배치계획(National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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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3) 의료기관 신·증설 허가절차의 개선

○  보건의료시설관리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시설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증설 허가 절

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즉 병상을 소유하는 의료기관의 신설이나 증축은 의료법에 의한 허가(또는 

예비허가, provisional license)를 먼저 받은 후에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 절차에 들어가도록 순서를 

변경하여야 함. 건축절차에 앞서 시행되는 의료법의 허가(또는 예비허가)는 지역 병상수급 계획에 비추

어 추가 병상 수요가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공급제한 지역에

서 병상수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대상에서 변경 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4) 보건의료시설의 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

○  보건의료시설의 질 향상 및 활용도 제고수단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들 수 있음.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는 

보건의료시설의 질이 아닌 규모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음.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규모를 

확장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밖에 없음.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건의료시설의 질

적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할 수 있는 보험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시설의 구비 요소

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수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함

5) 보완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개발 및 확대

○  보건의료시설의 적정화와 의료비의 경감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료제공자간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 상호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주간수술센터(day surgery center)나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제도 등 보완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발·확대하는데 보험자가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관련 수가 항목의 신설과 야간가산율 적용, 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별도 

적용 등 수가제도를 통한 보완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유인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보건의료기관  운영기준 정비

○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는 의원의 병상보유 문제임. 

그러나 현재 의원급은 병원급과는 달리 최소한의 제반 여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규제

의 차이가 의원병상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원병상의 증가는 병원과의 경쟁체계 형성으로 이어

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입원실 보유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함으

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며, 보험자는 입원진료에 대한 최소

한의 기준을 만족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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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생활양식 변화로 단체
급식 이용인구의 지속적 증가
로 전국민의 25% 이상이 1일 
1끼 이상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애기간중 
이용 기간도 증가함

-  이에 따라 단체급식이 국민식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나 단체급식의 질적 향 
상은 양적 성장에 따르지 못하
고 있음

-  단체급식의 규모에 비추어 급
식과 영양관리 및 식생활개선
을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
이 필요함

1. 국민식생활에서 단체급식의 위치

■  단체급식 이용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단체급식 이용기간의 증가로 급식이 
국민의 영양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생활양식의 변화, 핵가

족화, 편의지향적 생활의 추구 등으로 단체급식 이용 인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이용기간도 증가하여 단체급식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 이에 따라 급식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음

○  ‘단체급식’이란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군대 등의 조직

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조직적 행위 또는 제공되는 식사”로 정의되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급식소”로 범위를 정함

○  단체급식은 국민 영양과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식재료 및 시간 

자원의 경제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을 

통해서 영양적 요구를 충족시켜 복지에 기여하는 역할도 갖고 있음

○  단체급식은 급식 대상에 따라 학교급식, 산업체 급식,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 병원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군대급식 등이 포함되며 

전국민의 25%가 넘는 1,390만명이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 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단체급식을 이용 기간도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만 1세부터 급식을 먹기 

시작하는 유아의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동안 12~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 한끼의 식사를 급식에 의존하게  

되고, 성인기에는 직장급식, 군대급식을 이용하며, 병원급식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급식을 경험하기도 함

■  본 고는 급식 영역 중 학교급식,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 병원급식, 노인
급식의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를 정리함

단체급식의 현황과 영양관리 개선 과제

김혜련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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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급식의 유형별 현황

■  학교급식

○  학교급식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국가의 정책급식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초·중·고교를 거치는 12년의 장기간 동안 점심식사를 공급하여 필요한 영양 

섭취를 충족시키는 주요 급원이 됨

○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균형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하는 출발점 

에서 식생활지도와 영양교육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서 학교급식 규모상 안전하고 품질높은 식재료  

공급은 지역의 농업 생산 기반과도 직결됨

○  1982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여 1993년 초등학교, 1996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급식 

도입이 확대되어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형적 규모에 상응

하는 질적 향상에 대한 과제가 중요해짐

○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6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제공

되고 있어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와 영양

관리는 매우 중요함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396교 중 99.9%인 11,389교에서 718만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음

<표 1> 학교급식 실시 추이 (단위: 개교, 명, %)

연도

학교급식

급식예산
학교 학생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실시 
비율(%)

전체 
학생수(천명)

참여
학생수(천명)

참여 
비율 (%)

1993년 10,510 2,294 21.8 - - - -

1996년 10,402 5,208 50.1 - - - -

2003년 10,609 10,343 97.5 7,815 7,034 90.0 28,531억원

2005년 10,845 10,780 99.4 7,580 6,957 91.8 31,710억원

2010년 11,396 11,389 99.9 7,263 7,179 98.8 48,631억원

주: - 미상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각 연도말 현황

○  학교급식 소요예산은 2010년 4조 8,631억원 규모이며, 전체 재원의 60.8%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음. 전체 급식비 예산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8%임(나머지는 인건비와 시설비·연료비 등)

○  급식비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자치구별, 학교별로 상이함

○  학교급식의 1식당 급식비 평균은 2009년 초등학생 1,900원, 중·고등학생 2,700원 수준이나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같은 시·도 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상이함. 2011년 전국의 대도시와 경기도의 초등

학생 평균 1끼 급식비는 2,085원이었음1)

1)　대한영양사회, 2012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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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

○  1990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증가, 영유아(0~5세) 육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로 사

회적으로 보육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이용 아동이 증가함

○  영유아기는 생애에서 가장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식품에 대한 기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성장상태와 식행동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임

○  2010년 보육시설 아동 1,279,910명과 유치원 아동 538,587명, 전체적으로 1,819천명의 아동이 한끼 

식사와 간식, 일부 종일제 시설에서는 2끼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음

· 전체 0~5세 아동 중 41%가 보육시설을, 19%가 유치원, 기타 학원시설을 9%가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은 0세, 1세, 2세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유치원은 5세 아동의 이용이 높음을 볼 때 

아동 연령에 적합한 영유아 급식이 제공이 요구됨(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표 2> 연도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시설수와 이용 아동수 (단위: 개소, 명)

연도 보육시설수 보육시설 아동수 유치원수 유치원 아동수

1990년 1,919 48,000 8,354 414,532

1995년 9,085 293,747 8,960 529,265

2000년 19,276 686,000 8,494 545,263

2005년 28,367 989,390 8,275 541,603

2010년 38,021 1,279,910 8,358 538,587

주: 만6세 이상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포함, 현원 기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1).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통계연보

○  전반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은 유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연령별 특성에 따른 급식의 내용과 양에 대한 고려 부족, 급식 전문인력  

부족, 위생관리 소홀, 운영자의 위생과 영양관리 인지도 결여, 급식관리 체계 미흡으로 여전히 양질의 

유아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워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9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에서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영양관리,  

급간식 관리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음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건강과 영양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는하나 급식 질을 변별해내고 담보

하기에는 미흡함

○  보육시설 급식 질 부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음. 급식의 질은 

급식비 단가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며, 급식비는 보육료에 의해 제약을 받음. 보육시설과는 달리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유치원은 교육료가 자율화되어 있음

· 2011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아동 1인당 1일 1,745원을 순수 식재료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보육시설의 보육비 투입비용을 조사 분석한 김현숙(2009년)의 연구에서 이 0~2세아의 월평균 급간

식 비용을 월 22일 보육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일당 급간식 비용은 1,520원~2,700원 수준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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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병원 급식

○  병원에서 환자급식의 목적은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목적에 따라 영양필요량이 충족되도록 식사를 

공급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있으므로 병원식사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급식과 달리 치료식의 의미를 가지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품질이 요구됨

○  병원식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사의 식사처방에 따라 식사형태, 영양상태에 따른 영양소 조절,  

영양지원 등이 고려되어 환자 개개인에게 3끼의 식사가 제공되며, 환자의 만족과 질환에 따른 영양 

필요량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급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

○  2006년 6월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화가 도입됨. 2009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원자료를 분석하여 파악한 식대 청구건수를 보면 <표 3>과 같음

<표 3>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건강보험 청구건수(2009년 연간) (단위: 개소, 건, 천원)

계 일반식 치료식 유동식 멸균식 분유

207,862,885 (건) 168,074,361 30,167,735 7,657,047 61,326 n.a

994,156,328( 천원) 803,345,559 155,728,704 30,857,934 610,194 3,613,93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자료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함

○  건강보험 식대 청구현황을 통하여 2009년 병원급식수를 추정하면 연간 식대 청구건수는 207,863천건

으로 이를 365일 2끼로 환산2)해 보면, 병원급식 1끼당 식사인원은 285천명으로 환산되며, 비급여 급

식 환자수를 고려하면 실제 병원급식수는 이보다 좀더 많다고 볼수 있음

■  노인 급식

○  대표적인 노인에 대한 급식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노인을 위한 ‘결식우려노인 급식지원사업’, 즉 

경로식당 급식사업으로 본 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인급식을 제시하고자 함 

○  경로식당 급식은 단체급식으로 이루어지는 회합급식프로그램(Congregate meals program)으로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하여 지역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임

○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재가노인이나 장애자 등에게 도시락

으로 배달되는 식사배달서비스나 밑반찬배달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가정배달 급식프로그램으로 일종의 

Meals-On-Wheels(MOW) 형태의 급식지원으로 구분됨

○  각 시·도의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 

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지자체에 이양되어 지방분권 교부금과 지자체 자체 예산 및 기부금으로 운영

되어 노인급식사업의 급식단가와 지원대상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함

2)　병상상 1일 제공식수는 1.99식으로 산출된 바 있으며(종합전문병원은1.82식, 종합병원 2.04식, 병원 2.06식), 종합전문병원일수록 질환의 

중증도와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금식률이 높아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본 고에서는 환자들이 1일 2끼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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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도의 노인급식 지원사업은 무료 경로식당 지원과 도시락/밑반찬 배달서비스 현황을 취합한 결

과 2010년에는 연인원 104,275명에게 54,461백만 원이 투입되어 상당한 규모로 급식지원이 이루어

짐. 여기서 유료급식 인원을 더하면 실제 노인급식 규모는 더욱 높음

○  급식 단가는 시·도에 따라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나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어 1,500~3,000

원이며, 낮은 생계급여 단가 구조를 가지며 항목별로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지자체 예산으로 집

행되어 단가상승에 따른 재원 소요부담이 커서 급식단가 현실화가 어려움

3. 단체급식 규모

■  여러 통계를 통해서 단체급식을 제공받는 인구를 1일 1끼 단체급식 이용자를 산출해 보면 <표 4>와 같이 
13,901천명으로 추정되어 국민의 25%가 넘는 인구가 단체급식을 이용하여 국민영양과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단적으로 나타냄

○  단체급식 이용 인구 규모, 그리고 장기간의 이용기간을 고려하면 단체급식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는 국민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표 4> 급식유형별 단체급식 이용자수 추정, 2010년

급식 유형 1일 1끼 급식대상자 (천명) 급식끼니 특기사항

계 13,901

보육시설 1,280 1식, 간식 종일반은
2식 제공유치원 539 1식, 간식

초·중·고등학교 7,179 1식 (연 180일)
기숙사 학교는

2,3식 제공

산업장 3,4301) 1식

병원 2852) 3식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아동 돌봄센터 1513) 1식

사회복지 생활시설 1664) 3식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관) 1045) 1식

군대 6876) 3식

교정시설 807) 3식

자료:  1) 업계 추정치, 2) 2009년 건강보험 연간 식대청구건수를 365일 1일평균 끼니 기준으로 환산, 3) 2011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

트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수, 4) 보건복지부, 2011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2010년 12월 말 현재), 5) 도시락/밑반

찬배달급식 포함, 유료급식자 미포함, 6) IISS, 2010, 7) 대한영양사협회 추정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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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급식의 전반적 현황과 취약점

■  학교급식, 보육시설급식, 유치원급식, 병원급식과 노인복지관 급식의 특성과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이 요약됨

<표 5> 급식유형별 현황과 취약점 비교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병원 노인복지관

급식 식수(1일 1회) 7,179천식 1,280천식 539천식 285천식 104천식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공통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급식 전문인력
(영양사 등) 확보

대부분 학교에  
영양사 배치  
영양교사화가  
진행중

100인 이상 시설에 배치, 배치율 낮음,
100인 미만 시설 5개 시설에 공동 
영양사 배치, 영양사 배치율은 특히  
보육시설이 낮음

종합병원, 요양병 
원에 대부분 영양 
사 배치, 의료법에 
영양사 배치를 규 
정하고 있으나 병 
상규모, 임상영양 
서비스를 고려한 
배치기준 없음

경로식당 운영으
로 사회복지시설 
중 영양사 배치되
고 있으나, 타 업
무 겸임, 급식제공 
식수가 높은 복지
관의 업무량과 다 
등이 문제

식품위생 관리

학교급식 위생 
관리 지침 제정,
HACCP 도입

급식위생
관리 규정과 
지침 미흡

유치원급식관리 
운영지침 개발,  
급식관리 규정 
미흡

의료법 규정 미흡,  
위생종사자의  
위생 관리 매뉴얼  
미흡

노인복지법 규정
과 지침 미흡, 시
설, 설비 미비, 위
생종사자의 위생
관리매뉴얼 미흡

집단급식소 신고시설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

영양관리기준 규
정, 영양관리 및 
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적극적으
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 일부 학교에
서 수행중

영양관리 지침  
규정 미흡,  
영양관리 미흡

영양관리 지침  
규정 미흡,  
영양관리 미흡

임상영양서비스 
및 환자 영양관리 
미흡, 임상영양사
제도 도입(2012
년) 으로 병원임
상영양 서비스 활
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음

영양관리 및 상담 
매우 미흡

급식지원 시스템

학교급식지원센터
의 일부 지역에 설
립, 방대한 학교급
식을 전문적으로 
지원 할수 있는 기
능 미흡

지원시스템 부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규정은  
마련.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됨

급식지원  
시스템 부재

급식지원  
시스템 부재

급식지원  
시스템 부재

○  단체급식은 급식대상에 따라 학교급식,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급식, 병원급식, 노인복지관 급식 등

이 이루어지고 있음. 각기 해당 집단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적 기능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

고, 급식관리체계, 급식시설 이용 대상의 규모, 급식시설·설비 및 인력의 다양성으로 급식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음

○  사회 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체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으나 급식의 질과 품질 수준

의 향상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급식 수준은 아직까지 열악한 상태로, 

급식단가의 각 항목별로 원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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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급식의 전반적 개선방향과 과제

■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단체급식이 양적으로 팽창하여 왔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단체급식에  
적절한 질적인 관리체계의 확보가 미흡하였으며, 급식을 통한 영양관리가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음

○  급식 대상에 따라 급식의 품질수준이 다양하므로 개선방안도 급식대상별로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 

병원, 노인복지관 급식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표 6>과 같음

<표 6> 단체급식 유형별 개선방향과 과제

구분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병원 노인복지관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

영양관리기준  
규정 외 식품기준 
관리 필요, 식재
료비 적정 확보, 
영양관리 및 교육 
적극적 수행 지지 
및 관련 교육도구 
개발 지원 필요

영유아 월령별로  
적합한 급식관리  
도입, 식사단가  
적정수준 확보, 
영양 관리 지침 
규정 구체화,  
영양관리 강화

영양관리 강화  
필요, 식사단가 
적정 수준 확보

임상영양서비스 
및 환자 영양관리  
강화, 식사급여  
적정 수준 확보. 
영양교육 상담료  
비급여 인정질환 
확대와 점진적  
급여화

영양관리 및 상담 
도입, 식사단가 
적정수준 확보

영양사 등
급식인력 배치

학교급식과 연계
한 식생활지도, 
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영양 교사화 
지속 추진

100인 미만 시설 2개 시설에 공동 
영양사 배치, 보육시설 배치 영양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병상규모, 임상영 
양서비스를 고려
한 배치기준 마련
필요

50인 이상 급식시 
설의 영양사 배치 
의무화. 영양사 업 
무 규정 개발

식품위생
관리

현 학교급식 위생
관리 체계적임.
시설 노후화  
학교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통한  
식품위생 관리  
강화 필요

급식위생 관리 지 
침 구체적 규정과 
식품위생 관리 강 
화 필요, 특히 영 
세 시설 관리 강
화 필요

유치원 급식관
리 운영지침의 준
수 필요

의료법 규정 구체 
적, 위생종사자
의 위생관리매뉴
얼 개발 현장 활
용 필요

노인복지법 규정 
구체화, 시설,  
설비 개보수 지원, 
위생 종사자의  
위생 관리매뉴얼 
개발 및 현장  
활용 필요

집단급식소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 강화 및 위생점검 강화

급식관리 
평가

위생안전 점검  
중심 평가에서  
급식운영 평가  
강화, 학교급식을 
통한 식품섭취량 
및 질 평가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 
증 항목에서 급간 
식 평가의 항목 
구 체화로 급식 
관리 개선 유인

유치원 평가에 급
간식 항목 구체화
로 급식관리 개
선 유인

의료기관 인증의 
급식평가에 임상
영양 서비스 평
가 강화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에 급식평가  
구체화를 통한 
급식 관리 개선 
유인

급식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  
취약 지역에 대한  
급식 지원 대상 
확대

영세시설, 취약지 
역 시설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 -

저소득층 및 취약  
지역의 노인급식 
요구 충족을 위해  
급식 지원 확대 
필요

급식지원  
시스템

학교급식지원시스
템 강화, 학교급식
과 연계된 유기적 
협조 체계 강화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기능 확보 
필요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기능 확보 
필요

병원의 급식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노인복지관에  
대한 급식지원  
시스템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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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 개선을 위한 단체급식의 향후 과제 제안

○  단체급식에서 급식과 연계하여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단체급식 협의체 구성와 운영을 통해 식생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며, 다음의 사업이 단체급식 

시설에서 공동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바른 식생활 미디어 캠페인 등 사회마케팅 공동 추진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 공동 실시

·잔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공동 실시로 환경 보전에 기여

·단체급식의 영양가 표시제 도입 점진적 추진

○  급식비 단가의 합리적 책정과 급식비 지원의 현실화를 통해 급식의 품질 향상이 급선무임 

○  어린이나 노인 등 공익성 복지적 성격이 높은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단체급식관리를 위한 지원기능  

확보가 시급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이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 

되거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적 지원 역할을 하도록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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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의 기대수명 및 건강
수명이 남한주민보다 10여년 
이상 짧고 남북 심각한 건강수
준의 격차는 남북간 동질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통일이후 조기에 사회적 통합
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공동
체 형성차원에서 북한 취약계
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
원이 필요함

1.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  2008년 북한이 15년 만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69.3세(남성 65.6세, 여성 72.7세)로 남한의 1985년도의 수
준임. 당해 남한의 평균 기대수명 80.1세(남자 76.5세, 여자 83.3세)와 비
교하면 10년 이상 낮음

○  통일 직전 동독은 서독보다 기대수명이 약 3년 정도 낮아 통일 직후 

서독이 17년간 동독에 약 1조 유로의 의료 및 사회복지 비용을 투입

하여 2007년 비로소 동서독간 격차를 해소하였음1)1). 따라서 남북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은 통일 전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

적할 수 있음

■  북한주민의 평균 건강수명은 2007년 59세인 반면, 남한은 71세임. 이에 
전체인구의 9%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각종 급만성 질환
이나 장애로 인해 사회보장비용 등 각종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취약
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음

○  10여년 이상의 건강수명의 격차는 통일 후 사회복지비용 부담의 심

각성 을 보여주고 있음

2. 사망 및 질병 이환

■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모성사망비는 2008년 
기준 북한은 출생 10만명당 77.2명으로 15년 전인 1993년(54명)보다  
악화되었고, 남한(출생 10만명당 15명)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World Bank와 UNICEF는 2008년 출생 10만명당 250명으로 제시

하였고, UNFPA는 2009년 370명으로 제시하여 인구센서스 결과

(77.2명)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모성사망 발생장소는 병원 30%, 가정 70%이었음(UNICEF, 2010)

1)　1990년 구동독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9.5세(서독 72.2세), 여성 76.7세(서독 79.3세)

로 서독보다 3년 낮았으나 2007년 동독이 6년 높아져 남성 75.8세(서독 77.5세), 여성 82.3

세(서독 동일)로 동서독 지역의 평균수명이 비슷하게 됨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황나미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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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사회경제 및 보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북한당국은 2008년 인
구센서스를 통해 영아 사망률이 출생 1천명당 19.3명으로 발표하여 남한의 영아사망률(2008년 출생 1천명
당 3.5)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임

○  15년 전인 1993년 영아사망률(14.1명)보다 높아 전반적인 보건수준이 악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

음. 전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베트남보다 양호하며 멕시코(20.9명)와 유사한 수준임

○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양은 출생 1천명당 18.6명으로 평균보다 낮으며, 황해북도는 가장 높아  

20.0명이었음(그림1). 도·농간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도시 17.7명, 농촌 22.1명으로 격차를  

보임

[그림 1] 북한 지역별 영아사망률 분포: 2008년

○  2009년 World Bank와 UNICEF는 북한 영아 사망률을 출생 1천명당 26명이라고 제시하여 최근 국제

사회와 국내에서의 대북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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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와 UNICEF는 2008년 출생 10만명당 250명으로 제시하였고, UNFPA는
2009년 370명으로 제시하여 인구센서스 결과(77.2명)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어 자료
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모성사망 발생장소는 병원 30%, 가정 70%이었음(UNICEF, 2010)

�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사회경제 및 보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북한당국은 2008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영아 사망률이 출생 1천명당 19.3명으로 발표
하여 남한의 영아사망률(2008년 출생 1천명당 3.5)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임

◦15년 전인 1993년 영아사망률(14.1명)보다 높아 전반적인 보건수준이 악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음. 전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베트남보다 양호하며 멕시코(20.9명)와
유사한 수준임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양은 출생 1천명당 18.6명으로 평균보다 낮으며, 황해북도
는 가장 높아 20.0명이었음(그림1). 도·농간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도시 17.7명,
농촌 22.1명으로 격차를 보임

◦2009년 World Bank와 UNICEF는 북한 영아 사망률을 출생 1천명당 26명이라고 제시하
여 최근 국제사회와 국내에서의 대북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 북한의 5세미만 아동사망률은 2008년 인구센서스 기준, 출생 1천 명당 26.7명으로
남한의 약 5배 높음

◦사망원인은 신생아기 원인에 의한 사망이 41.8%, 설사증 18.9%, 폐렴 15.2%, 말라리아
와 HIV/AIDS로 인한 원인이 각각 0.7%이었음

[그림 1] 북한 지역별 영아사망률 분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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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5세미만 아동사망률은 2008년 인구센서스 기준, 출생 1천 명당 26.7명으로 남한의 약 5배 높음

○  사망원인은 신생아기 원인에 의한 사망이 41.8%, 설사증 18.9%, 폐렴 15.2%, 말라리아 와 HIV/

AIDS로  인한 원인이 각각 0.7%이었음

○  사인의 1/5을 차지하는 설사증은 북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어 5세 미만 아동 중 2주동안의 설사증 

경험비율이 14%이었음(UNICEF, 2009). 아동기에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와 영양섭취의 장애로 영양결

핍 상태에 이르고, 이는 곧 면역력 감소로 이어져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됨

○  설사증을 비롯한 수인성 감염병은 대부분 오염된 식수와 음식 등을 매개로 발생됨. 2008년 인구센서스

를 통해 북한 가정내 상수도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85%가 지역내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

었으나 전력난 등으로 안전한 식수공급에 필요한 정수시스템의 미비와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

원 노출로 인해 설사증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폐렴의 경우, 2주 기간 동안 5세 미만 아동의 5.9%가 폐렴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최우선 관리질환인 결핵은 2010년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344명이며, 사망률은 23명으로 남한 
보다 약 4배 높음(남한 각 97명, 5.4명)

○  북한은 전문적인 결핵환자 관리체계 미흡으로 신환자 중 3.9%, 재치료 환자 중 23%가 다제내성 결핵

(multi-drug resistant-TB)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큼

■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 보고건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284명, 남한은 10만명당 8명으로 북한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은 상태임

○  정부는 2001년부터 북한지역에 말라리아 예방치료약품, 검사용기자제, 모기장, 살충제 지원과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말라리아를 통제하였으나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방역이 중단

됨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이 말라리아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나타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을 말라리아 발생위험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심혈관질환은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345명으로 남한
(168명)보다 2배 이상 높음. 반면, 암 사망률은 연령표준화시 인구 10만명당 95명으로 남한(161명)의 60% 
수준이어서 낮은 암검진 비율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사인구조(2007년)를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 상해로 대별하여 그 구성비율을 분석, 비교한 결과, 북한은 
31.0%가 전염성 질환, 67.6%가 비전염성 질환이었고, 남한은 각 5.6%, 82.6%로 대부분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여 남북한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이에 북한에 대해서는 백신 및 기초의약품 등 적은 비용으로 예방 또는 치료가 확실한 감염성 질환 통

제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음. 다행히 영유아 예방접종 비율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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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북한 사인구조 비교; 2007년

■ 만성 대사질환인 당뇨 유병률(2009년)은 5.3%로 남한의 70% 수준임

3. 여성 건강 및 영양상태

■ 북한의 합계출산율(TFR)은 1.9명이며, 남한은 1.24명으로 남북 공히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상태임

○  북한의 피임실천율은 WHO의  2004년 자료에 의하면 69%이며, 피임방법은 주로 자궁내 장치(loo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남한의 피임실천율은 84.3%, 피임방법은 콘돔이 25.0%(2009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상완위 둘레(MUAC)는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임. 여성의 상위팔둘레가 22.5cm미만이면  
영양결핍으로 간주되는데 15~49세의 북한여성의 1/4(25.6%)이 영양결핍상태로 평가됨

○  영양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빈혈의 유병률은 북한 여성(15~49세)의 경우 2004년 34.7%로 3명 

중 1명인 반면, 남한 여성(10~49세)은 2009년 14.4%로 7명 중 1명이었음

■  북한은 임신 중 산전진찰을 4회 이상 받은 경우가 93.5%, 의사에 의한 산전진찰이 71%이었음. 분만개조자
는 36.6%는 간호사 또는 산파, 63.4%는 의사이었음. 한편 남한은 4회이상 산전진찰과 의사에 의한 산전진
찰 및 분만개조가 99% 수준임

○  북한의 제왕절개분만 비율은 2009년 12.5%로 WHO의 권고수준(5~15%) 이며, 남한(36.6%)의 1/3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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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대사질환인 당뇨 유병률(2009년)은 5.3%로 남한의 70% 수준임

3. 여성 건강 및 영양상태

� 북한의 합계출산율(TFR)은 1.9명이며, 남한은 1.24명으로 남북 공히 인구대체수준보
다 낮은 상태임

◦북한의 피임실천율은 WHO의 2004년 자료에 의하면 69%이며, 피임방법은 주로 자궁내
장치(loo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남한의 피임실천율은 84.3%, 피임방법은
콘돔이 25.0%(2009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상완위 둘레(MUAC)는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임. 여성의 상위팔둘
레가 22.5cm미만이면 영양결핍으로 간주되는데 15~49세의 북한 여성의
1/4(25.6%)이 영양결핍상태로 평가됨

◦영양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빈혈의 유병률은 북한 여성(15~49세)의 경우 2004년
34.7%로 3명 중 1명인 반면, 남한 여성(10~49세)은 2009년 14.4%로 7명 중 1명이었음

� 북한은 임신 중 산전진찰을 4회 이상 받은 경우가 93.5%, 의사에 의한 산전진찰이
71%이었음. 분만개조자는 36.6%는 간호사 또는 산파, 63.4%는 의사이었음. 한편
남한은 4회이상 산전진찰과 의사에 의한 산전진찰 및 분만개조가 99% 수준임

◦북한의 제왕절개분만 비율은 2009년 12.5%로 WHO의 권고수준(5~15%) 이며, 남한
(36.6%)의 1/3 수준임

[그림 2] 남북한 사인구조 비교;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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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북한간 건강수준 비교

지표
북한 남한

인구센서스 국제기구 전국 조사 국제기구

사망 
(명)

모성사망비
 (출생 10만명당)

77.2(’08) 250(’08) 15(’08) 18(’09)

영아사망률 
(출생 1천명당)

19.2(’08) 26(’09) 3.5(’08) 5(’09)

5세 미만 아동사망률
(출생 1천명당)

26.7(’08) 33(’09) - 5(’09)

신생아사망률 
(출생 1천명당)

19.9(’08) 18(’09 - 2(’09)

심혈관질환사망률 
(인구 10만명당)

- 345 - 168

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95(’04) 95(’04) - 161(’04)

결핵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 344(’10) - 97(’10)

유병률 - 399(’10) - 151(’10)

사망률 - 23’10) - 5.4(’10)

당뇨(%) 
(20~79세)

유병률 - 5.3(’09) - 7.9(’09)

말라리아
(인구 10만명당)

보고건(명) - 284('08) - 8('08)

출산
합계출산율(TFR) 1.9(’09) 1.9(’09) 1.24(’11) 1.2(’09)

저체중 출생아 비율(%) - 5.7(’09) 4.94(’09) -

영유아 
예방접종률 

(%)

홍역 - 98(’09) - 96(’09)

DPT(3회) - 93(’09) - 97’09)

신생아 파상풍 - 91(’09) - -

자료: 1) 북한중앙통계국,「2008 북한 인구조사보고서」, 2009

 2)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1, 2011

 3)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Final Report, 2010

 4)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7

 5)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보고서, 2010

 6) WHO,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1

 7)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8)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09

 9) OECD, Health at a Glance-As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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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 통일대비 과제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악화와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식량난과 더불어 의료시설 가동 및 
의약품 생산 중단 등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인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음

○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계 및 소화기계 등 감염성질환 이환율의 증가로 조기 사망이 초래됨에 따라 평균 

기대수명이 단축되고 59세 라는 짧은 건강수명으로 인해 주민의 전반적인 삶이 악화되었음

■  북한 성인의 1일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량은 북한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2005년 각 2,146Kcal, 59g이어서 
FAO의 최소 에너지섭취 권장량(2,450 Kcal)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남한 성인의 1일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량(각 3,229Kcal, 86g) 보다 낮으나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

할 경우 영양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새터민의 대부분은 식량배급의 중단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영양상태가 부실하여 영양장애로 인한 

건강문제와 기아로 인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음

[그림 3]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악순환 구조

■  2005~2008년 국내 입국한 새터민 청소년(13~18세)의 평균 신장이 남한보다 10cm이상(남성 13.5cm, 여성 
8.3cm)작으며, 평균 체중도 남한(남성 13.5kg, 여성 5.4kg)보다 적었음

○  또한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평균 신장이 4~6cm 작았으며, 체중은 남성 11.8kg, 여성은 4.3kg이나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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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로 초래되는 보건복지 비용부담은 남북 1인당 국민소득(GNI)의 격차로 초래 
되는 비용부담과 함께 향후 통일비용 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킬 것임

○  통독 후 1조 유로를 동독에 지원한 서독의 보건복지 격차해소 경험이 교훈이 될 것이나 동독인구는 서

독의 1/4 수준인 반면, 북한인구는 남한 인구의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수준 격차도 남북 격차가 

더 심각하여 보건복지분야의 통일비용 부담은 서독의 비용부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표 2>통일직전 동서독과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력 비교

구분 
1989년 동서독 2009년 남북한

서독 동독 서독/동독 남한 북한 남한/북한

인구(백만 명)
국내총생산(억 달러)

1인당 국민총생산(천 달러)

61.8 16.4 3.8 49.8 24.3 2.1

13,170 1,355 9.7 8,355.2 224 37.3

21.3 8.2 2.6 17.193 0.96 17.9

자료: 1) 한국은행, 「2009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2010년

 2) 통계청, 2010

■  건강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근간이어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생산성 높은  
경제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게 함에 따라 통일 후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취약대상을 중심
으로 한 목표화된 지원전략이 시급히 요구됨

○  특히 건강수준의 격차로 발생되는 신체적 차이는 남북간 동질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인 바, 조기

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이 필요함

■  향후 지리적으로는 분단장벽을 깨고 통일 한반도를 이룬다 할지라도 남북 주민간 두드러진 건강격차로 나타
나는 새로운 또 다른 장벽 즉, 이질감은 내적 통합을 저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구 동독주민 대다수가 통일 후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으로 서독주민과 이질감을 느끼면서 아직도 끝

나지 않은 갈등들은 향후 통일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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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
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업소 관
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제정 이후 2011년까지 총 192
회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정
책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선진국 등에 비해 규제가 약한 
실정임

-  향후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안
전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업 개설 조건 강화, 면허 갱
신제 도입 등의 시의성 있는 규
제 강화가 필요함

1. 식품관련 규제정책 변화

■  우리나라 규제정책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시절에 등장하여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을 거치면서 1990년대 구체화되었음. 특히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각 정권마다 규제정책에 차이가 있었는데 전두환 정부때에 경제규제

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1988년부터 시작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0년 행

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이후 김영삼 정부때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행정규제기

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출범 이후 규제총량

제 도입에 따른 현존 규제 50% 철폐에 따라 식품안전분야도 50% 규

제 철폐로 식품안전 기반이 약화되기에 이르렀고, 2009년 시작된 이

명박정부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주창하면서 규제정책의 올바른 방향

성을 설정하였음

■  식품분야의 규제정책은 1962년 10.10 식품위생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2011. 12말까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92회의 법 제·개정이 이루어졌음

<표 1> 식품위생법 개정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일부개정 타법개정 전부개정

계 192 118 64 10

식품위생법1) 46 26 18 2

식품위생법 시행령2) 68 36 29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3) 78 56 17 5

주:  1) 식품위생법 제정(1962.1.20) 및 시행(1962.4.21)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정(1962.6.12) 및 시행(1962.6.12)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정(1962.10.10) 및 시행(1962.10.10)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  제·개정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이 46회, 시행령이 68회, 그리고 

시행 규칙이 78회였고, 이중 118회가 일부 개정이었고, 전부 개정은 

10회로 지속적인 규제정책의 개선이 있었음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정기혜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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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업소의 주요 관리 규정인 식품위생업 시행규칙의 제·개정 현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78회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개정회수가 23회,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개정회수는 36회로 나타남

○  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제개정 내용은 1984년 혐오식품  

판매금지, 1998년 먹는물 또는 식품 제조공정시 사용하는 물의 수질검사 세부규정 신설, 2000년 야생

동물의 식품으로 제조가공 사용 금지, 2008년 쌀 및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신설, 2009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이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 내용은 2011년 8월에 개정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관리 

강화(별표 17)와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별표 17)등 이었음

○  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6)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주요 제개정 내용은 1966년 음식점

영업 건물의 구조, 급수 및 오물처리시설 변경, 1975년 간이음식점 영업의 시설기준 변경, 1981년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2006년 위탁급식영업 시설기준 변경, 2009년 옥외시설 영업별 식품제공 

신설, 그리고 2011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시설기준 변경 등이었음

<표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관련 개정내용 (단위 : 건)

구분 개정 수

총 개정수 78

시설기준 관련 개정내용1) 36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개정내용2) 23

기타 관련 개정내용3) 19

주: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 업종별 시설기준 제정(1962.10.10) 제정 및 시행(1962.10.10)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유흥영업자의 준수사항 제정(1962.10.10) 제정 및 시행(1962.10.10) 

3) 타법개정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개정 등) 법 조항 신설내용이  포함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2. 현재 우리나라 업소 개설의 법적 현황

■ 식품관련업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업체의 영업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는 <표 3>에 제시 된 바와 같음1)

○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식품업소의 영업개설 조건(허가, 등록, 신고, 지정)과 더불

어 공중위생관리법, 담배사업법 등 타 법에 규정된 영업 개설 조건이 정리 되어있음

1)　허가업종은 해당기관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기관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개시 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등록업종은 해당기관에 해당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신고업종은 해당기관에 사업의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소규모 창업의 가능한 대부분의 사업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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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리나라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현황

번호 관련법 관련법조항 법률에 의한 관련시설 허가 신고 등록 기타(지정)

1 식품위생법

법 제3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령
제25조

식품조사처리업 ○
유흥주점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2 공중위생관리법
법 제2조
법 제3조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피부) ○
세탁업 ○
위생관리용역업 ○

3-1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16조 사회복지법인 ○

3-2 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

○

4

담배사업법

법 제11조 담배제조업 ○

5 법 제13조
담배판매업
(도매 또는 소매인 판매업)

○

6 법 제16조 담배소매업 ○
7 법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
8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9조 건설업 ○
9 건설기계관리법 법 제3조 건설기계 ○
10 도서관법 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 ○
11 유통산업발전법 법 제8조 대규모점포 개설 ○
12

약사법
법 제20조 약국 개설 ○

13 법 제31조 의약품 제조업 ○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 안경업소 개설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 제28조 자동차대여사업 ○

16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 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 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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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는 식품업소로는 식품조사처리업, 유흥주점업이고, 그 외에 사회복지법인, 

담배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이었고, 나머지 업소는 대부분 신고제와 등록제로 허용되고 있음

· 식품위생법상 허가업소로 규정되어있는 유흥주점업은 그나마 영업장소(상업지역 한정) 적합여부 등 

풍속에 관련된 규정을 사전점검하고자 함이 허가의 주목적으로 현재 식품의 안전과 위생수준을 제고

하기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규제라 할 수 있음

○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담배가격도 신고토록 되어있으며 그 외 등록만 하면 되는 업소는 담배판매업

(도매, 소매), 건설업, 건설기계, 약국, 사립 공공도서관, 안경업소, 자동차 대여사업이었음

· 국민안전과 관련이 있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등도 등록으로 규제되고 있어 법적 

관리가 다소 소홀해 보임

○  사회규제로써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해야 하는 식품업소의 영업개설에 관한 규제가 대

부분 신고로 타 법에 근거한 업소 관리보다도 오히려 약함을 알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차원에서 허가나 

등록 등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등 식품관련 제조업도 신고제로 운영됨은 향후 심도있게 재검토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

■  영업개설 조건외에 업소관리 방법인 업종별 사전점검 여부, 교육이수 등에 관한 세부 현황은 <표 4>에 제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음

○  각 개별 법령에는 해당 업종의 영업개설조건과 더불어 사전현장점검, 교육이수 등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시된 대부분의 법령에 관련 업종의 사후관리제도인 면허 및 자격 등에 대한 갱신조항은 마련

되어있지 않아 식품업소는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소 관리가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식품업소의 안전을 위한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관리와 더불어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약화된 규제는 좀처럼 강화되기 어려워서인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약사법 제80조에는 약사 면허 등에 대한 갱신조건이 규정되어있으나 여지껏 현장에서는 전혀 실시

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법 조항이 되고 있음

○  유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3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도 해당 건설장비에 대한 것이지 

기사 등 개인에 대한 갱신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분야를 포함해서 영업에 관한 면허, 자격 등에 대한 갱신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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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관련 주요 규정 비교

해당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담배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형태 허가/신고 신고 허가/신고 허가/신고/등록/지정 등록

대상

■ 허가대상
- 식품조리처리업
- 유흥주점영업

■ 신고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피부)
- 세탁업
-  위생관리용

역업

■ 허가대상
- 사회복지법인

■ 신고대상
-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

■ 허가대상
- 담배제조업

■ 신고대상
-  담배의 판매

가격
■ 등록대상

- 담배판매업
■ 지정대상

- 담배소매업

- 건설업

사전
현장
점검

-  출입·검사·수거 
(법제22조)

-  보고 및  
출입· 검사 
(법제9조)

- -

-  검사 및  
인도 (법제
37조)

-  건설행정
의 지도·
감독 등  
(법제86조
의3)

유효
기간

- - - - -

갱신 - - - - -

교육
이수
여부

-  식품안전교육명령 
(법제19조의3)

-  식품위생교육실시  
(법제41조)

-  위생교육  
(법제17조)

-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등  
(법제13조)

- -

특징

-  검사명령  
(법제19조의4)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법제48조)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법제13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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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해당법
건설기계 
관리법

도서관법
유통산업
발전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형태 등록 등록 등록 허가/등록 등록 등록 등록/신고

대상

-  건설 
기계

-  사립공공  
도서관

-  대규모 점포 ■ 허가대상
-  의약품제조업

■ 등록대상
- 약국

- 안경업소 -  자동차 
대여

■ 등록대상
- 골프장업
- 스키장업
-  자동차경주

장업
■ 신고대상

- 요트장업
- 조정장업
- 카누장업
- 빙상장업
- 승마장업
-  종합체육시

설업
-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사전
현장
점검

-  보고·  
검사등  
(법제35조)

- -
-  보고와 검사등 

(법제69조)
-  보고와  

검사등  
(법제15조)

- -

유효
기간

- - -
-  품질검사기관  

지정의유효기간  
(법제73조의2)

- - -

갱신

-  검사 등  
(법제13조)

※  정기검사 
: 3년

- -

-  면허·허가·  
등록증의 갱신 
(법제80조)1) - - -

교육
이수
여부 - -

-  유통전문 
인력양성 
(법제23조)

-  제조관리자 등
에 대한 교육 
(법제37조의2)

-  검사원의 교육 
(법제73조의3)

-  보수교육 
(법제20조)

-  운수종사
자의 교육 
등 (법제
25조) -

특징 - - - - - - -

주: 법에만 규정되어있고, 실제 운용되고 있지 않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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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식품업체 관리 현황

■  <표 5>에는 미국, 일본 등 5개국별 수입판매업을 제외한 모든 식품업체 영업개설 및 관리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조사된 국가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이며, 조사내용으로 신규 업소의 개설 조

건, 사후관리로써의 면허 등 갱신여부 및 갱신소요기간, 그리고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이었음

<표 5> 국가별 관리현황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

형태 등록/허가 허가
등록 (식품영업)
허가  (동물유래  

식품영업)

등록 
(Registration)

등록 
(Registration) 

통보 
(Notification)

대상

- 식품제조업
-  첨가물제

조업

- 조리업
- 제조업
- 처리업
- 판매업

■ 등록
- 모든 식품관련
영업

■ 허가
-  동물유래 식품

의 취급, 제조, 
가공, 유통업체

-  주류취급 식품
접객업소

식품관련업

사전 
현장 점검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유효 기간 -
허가 결정기준에 근
거 하여 5~8년

무기한 또는 신청자
의 기간 요구 가능

1년 -

갱신 - 도입 - 도입 -

교육 이수 
여부

위생교육이수
신청자에
대한 교육 없음

위생교육이수
지방의회(local  
council)의 규정에 따
른 위생교육 이수

-

특징
FDA 등록 식품
위생자격증

식품위생 관리자
동물유래식품 대상 
규정강화

Food safety program -

자료:  정기혜 외,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식품 관련 법·제도·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2

· 5개국 모두 업소 개설 전에 사전 시설 점검을 하는 우리나라의 허가개념으로 업소 개설을 승인하고 

있음

· 사후관리제도 측면을 보면 일본과 뉴질랜드는 강력한 사후관리제도라 할 수 있는 면허자격에 대해 

갱신제도를 갖고 있는데 소요연수는 일본의 경우 5년이 법적 규정이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8년

까지 운용되고 있고, 뉴질랜드는 일본보다 더 강력하여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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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식품위생교육 실시 여부를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 및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호주에서는 특별한 위생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외국의 경우 식품업소들의 영업개설은 대부분 허가 개념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 업소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관리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으므

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강화된 업소개설 등의 규제가 필요함

4. 정책제언

■  영업개설 조건을 신고에서 등록, 허가로 전환하여 사전관리 강화

○  유흥주점업과 방사선조사처리업을 제외한 모든 식품업소의 영업개설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를 식품안전관리의 필요도 및 업종 특성에 따라 등록, 허가제로 전환하여 식품업소의 사전관리를 

강화하여야만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전체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영업개설 면허, 자격에 대한 갱신제 도입으로 사후관리 강화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두 법에서만 갱신제도가 규정되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약사법으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약사법처럼 식품위생법에도 식품업소에 대한 갱신제도

를 규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갱신료는 지방세로 편입시켜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세수로 활용토록 함이 바람직함

■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

○  지난 김대중정부시절의 규제총량제에 의해 약 50% 정도의 식품분야 규제가 폐지, 완화되어 오늘날  

식품안전관리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식품안전은 환경 등과 더불어 사회규제로써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가 강화됨이 바람직함을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인 규제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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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관련 보건서
비스 인지도, 정부의 예산투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
았음

-  조사결과, 국민들의 기후변화가 
건강영향에 미치는 인식 정도는 
황사나 신종플루와 비교해서 다
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기후변
화가 건강위험이 되는 시점을 
현재와 향후 10년 이내로 응답
하여 비교적 시급한 문제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조사개요

■  이 조사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을 완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조사대상은 20대 이상 국민 1,000명으로 하였음

· 전국 16개 시도별 각 시·군·구에서 보유한 인명 전화번호를 데

이터화해서 표본프레임으로 사용하였으며, 통계청의 2011년 추계

인구의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분포를 적용하여 인구비례할당방

식으로  1,000명의 조사대상을 추출하였음

○  조사방식은 전화면접조사를 적용하였으며, 2011년 6월 23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하였음

2. 조사결과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와 이들 

환경적 요인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정도는 폭염 97.5%, 홍수나 가뭄 증가 97.1%, 동식물 멸종 

92.4%, 감염병 유행 90.4% 순으로 높았으며, 확인 항목으로 넣은 

빈곤 증가는 55.6%로 낮게 나타났음

[그림 1] 기후변화와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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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 이 조사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을 완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조사대상은 20대 이상 국민 1,000명으로 하였음

·전국 16개 시도별 각 시·군·구에서 보유한 인명 전화번호를 데이터화해서
표본프레임으로 사용하였으며, 통계청의 2011년 추계인구의 지역·성별·
연령별 인구분포를 적용하여 인구비례할당방식으로 1,000명의 조사대상을
추출하였음

�조사방식은 전화��조사를 적용하였으며, 2011년 6� 2��부터 � 2��
실시하였음

2. 조사결과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국민에게 다�한 ��적 요인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와 이들 ��적
요인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정도는
폭염 97.5%, 홍수나 가뭄 증가 97.1%, 동식물 멸종 92.4%, 감염병 유행 90.4%
순으로 높았으며, 확인 항목으로 넣은 빈곤 증가는 55.6%로 낮게 나타났음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

- 본고에서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관련 보건서비스
인지도, 정부의 예산투
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를 살펴보았음

- 조사결과, 국민들의 기
후변화가 건강영향에 미
치는 인식 정도는 황사
나 신종플루와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
나, 기후변화가 건강위
험이 되는 시점을 현재
와 향후 10년 이내로 응
답하여 비교적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기후변화와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

김남순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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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건강위험과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간접흡연(96.6%)과 황사(95.7%), 방사능오염(95.7%) 등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었으며,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은 87.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그림 2]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건

○  조사대상의 특성이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기후변화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응답 유무를 결과 변수로 해서 다변수 분석을 수행하였음. 조사대상 특성이 기후 

변화 건강위험 인식에 주는 영향을 반영한 교차비를 살펴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2.61배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20~30대 연령군에 비해 3.31배 높았고,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가 진보적인 

경우에 비해서 2.08배 높았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음

<표 1> 조사대상 특성이 기후변화 건강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수 분석*

구분 응답(%) 전체(%) 교차비 95% 신뢰구간 P

성별

남자 407(83) 491(49) 1 -

여자 470(93) 508(51) 2.61 (1.64, 4.14) < 0.001

연령군

20~39세 318(82) 390(39) 1

40~59세 371(91) 406(41) 2.66 (1.70, 4.17) < 0.001

60세 이상 188(93) 203(20) 3.31 (1.62, 6.74) 0.001

학력

중졸 이하 158(93) 170(17) 1

고졸 356(87) 408(41) 1.02 (0.48, 2.18) 0.97

대졸 이상 358(86) 416(42) 0.91 (0.41, 1.99) 0.81

직업

무직 320(86) 372(37) 1

비육체직 101(87) 116(12) 1.07 (0.68, 1.69) 0.77

육체직 456(89) 511(51) 1.09 (0.55, 2.16) 0.81

2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38호

� 기후변화 건강위험과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를 ��한 여� 사�적, �경적 �인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에 대해서 ��한 결과,
간접흡연(96.6%)과 황사(95.7%), 방사능오염(95.7%) 등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
었으며,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은 87.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조사대상의 특성이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에 �치는 영향을 ��하고자 기후변화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응답 유무를 결과 변수로 해서 다변수 분석을 수행하였음. 조사대상
특성이 기후변화 건강위험 인식에 주는 영향을 반영한 교차비를 살펴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2.61배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20-30대 연령군에 비해 3.31배 높았고, 정치 성향이 보수
적인 경우가 진보적인 경우에 비해서 2.08배 높았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음

[그림 2]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건

<표 1> 조사대상 특성이 기후변화 건강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수 분석*

성별

남자

여자

연령군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직업

무직

비육체직

육체직

응답(%)

407(83)

470(93)

318(82)

371(91)

188(93)

158(93)

356(87)

358(86)

320(86)

101(87)

456(89)

전체(%)

491(49)

508(51)

390(39)

406(41)

203(20)

170(17)

408(41)

416(42)

372(37)

116(12)

511(51)

교차비

1

2.61

1

2.66

3.31

1

1.02

0.91

1

1.07

1.09

95% 신뢰구간

-

(1.64, 4.14)

(1.70, 4.17)

(1.62, 6.74)

(0.48, 2.18)

(0.41, 1.99)

(0.68, 1.69)

(0.55, 2.16)

P

� 0.001

� 0.001

0.001

0.97

0.81

0.77

0.81



66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67

<표 1> 계속

응답(%) 전체(%) 교차비 95% 신뢰구간 P

정치적 성향

보수적 452(90) 503(50) 1

진보적 382(86) 446(45) 2.08 (1.39, 3.13) < 0.001

무응답 43(86) 50(5) 1.18 (0.46, 3.01) 0.732

종교

있음 359(85) 420(42) 1

없음 518(89) 579(58) 1.18 (0.79, 1.75) 0.42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를 위하여 적용한 표본추출방법에서 지역을 제외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

례추출법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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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정치적 성향

보수적

진보적

무응답

종교

있음

없음

응답(%)

452(90)

382(86)

43(86)

359(85)

518(89)

전체(%)

503(50)

446(45)

50(5)

420(42)

579(58)

교차비

1

2.08

1.18

1

1.18

95% 신뢰구간

(1.39, 3.13)

(0.46, 3.01)

(0.79, 1.75)

P

� 0.001

0.732

0.42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를 위하여 적용한 표본추출방법에서 지역을 제외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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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이 증가하는 질환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보다 향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질병을 질문한 결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응답한 비율(94.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질환인 열사병이 92.7%로 높았으며,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손상(87.4%)과 말라리아

(82.5%)나 설사 및 식중독(83.8%)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5]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보건서비스 인지도

○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보건서비스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 기상청 등 관련 기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황사주의보(99.6%)가 가장 높았고, 폭염주의보

(96.4%)도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6]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보건서비스 인지도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폭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무더

위 휴식시간제(38.8%)와 폭염 문자 서비스(34.2%)가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여성,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사람 및 육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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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이 증가하는 질환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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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질환인 열사병이 92.7%로 높았으며,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손상(87.4%)과 말라리아(82.5%)나 설사 및 식중독(83.8%)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라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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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보건서비스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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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여성,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사람 및 육체직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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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폭염서비스 인지도

○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분을 섭취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항상 한다(23.9%)와 가끔 한다(44.8%)는 응답이 많았고, 전혀 안한다(8.7%)는 매우 적었음

· 폭염 경보 발령시 수분 섭취 및 휴식과 같은 대응 행동 여부를 결과 변수로 다변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자에 비해 여자(1.89배)가, 20~30대 연령군에 비해 60세 이상(1.78배) 연령군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그림 8] 폭염 주의보 발령시 행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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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 특성이 폭염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수 분석*

구분 응답(%) 전체(%) 교차비 95% 신뢰구간 P

성별

남자 298(61) 491(49) 1 -

여자 389(76) 509(51) 1.89 (1.39, 2.58) < 0.001

연령군

20~39세 249(64) 390(39) 1

40~59세 279(69) 406(41) 1.27 (0.93, 1.75) 0.14

60세 이상 159(78) 204(20) 1.78 (1.10, 2.88) 0.02

학력

중졸 이하 134(78) 170(17) 1

고졸 272(67) 408(41) 0.83 (0.50, 1.36) 0.45

대졸 이상 278(67) 416(42) 0.86 (0.51, 1.46) 0.58

직업

무직 237(64) 372(37) 1

비육체직 74(64) 116(12) 0.91 (0.65, 1.28) 0.59

육체직 376(73) 512(51) 0.87 (0.54, 1.40) 0.57

정치적 성향

보수적 344(68) 503(50) 1

진보적 302(68) 446(45) 1.18 (0.88, 1.58) 0.26

무응답 41(80) 51(5) 2.00 (0.96, 4.14) 0.06

종교

있음 273(65) 420(42) 1

없음 414(71) 580(58) 1.20 (0.91, 1.59) 0.19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를 위하여 적용한 표본추출방법에서 지역을 제외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

례추출법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줄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항상 한다(22.5%)와 가끔 한다(39.8%)로 많았고, 거의 안한다(26.5%)와 전혀 안한다

(11.2%)로 조사되었음

[그림 9] 황사 경보 발령시 행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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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 특성이 폭염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수 분석*

성별

남자

여자

연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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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세

60세 이상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직업

무직

비육체직

육체직

정치적 성향

보수적

진보적

무응답

종교

있음

없음

응답(%)

298(61)

389(76)

249(64)

279(69)

159(78)

134(78)

272(67)

278(67)

237(64)

74(64)

376(73)

344(68)

302(68)

41(80)

273(65)

414(71)

전체(%)

491(49)

509(51)

390(39)

406(41)

204(20)

170(17)

408(41)

416(42)

372(37)

116(12)

512(51)

503(50)

446(45)

51(5)

420(42)

580(58)

교차비

1

1.89

1

1.27

1.78

1

0.83

0.86

1

0.91

0.87

1

1.18

2.00

1

1.20

95% 신뢰구간

-

(1.39, 2.58)

(0.93, 1.75)

(1.10, 2.88)

(0.50, 1.36)

(0.51, 1.46)

(0.65, 1.28)

(0.54, 1.40)

(0.88, 1.58)

(0.96, 4.14)

(0.91, 1.59)

P

� 0.001

0.14

0.02

0.45

0.58

0.59

0.57

0.26

0.06

0.19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조사”를 위하여 적용한 표본추출방법에서 지역을 제외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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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예산투자에 대한 의견

○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1.1%)와 그렇다(43.1%)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정치적 성향이 보

수적인 사람에 비해 진보적인 사람이 동의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황사 경보 발령시 행동 여부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시사점

○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황사나 신종플루 등과 비교해서 다소 낮은 편이었음. 반면에 기후변화

의 건강위험에 대한 시급함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현재와 

향후 10년 이내로 응답하여 비교적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특성이 기후변화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기후변화를 건강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2배가량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20~30대 

연령군에 비해 3배 정도 높았고, 정치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경우보다 2배 정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향후 기후변화 건강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시 고려할 요소로 생각됨

○  현재 우리나라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보에 대한 인식도를 

질문한 결과에서 황사주의보나 폭염주의보가 매우 높았던 것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폭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정부의 예산투자에 대한 의견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이기 위해 �으로 � �은 ��을 �자하는데 동의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1.1%)와 그렇다(43.1%)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에 사람에 비해 진보적인 사람이 동의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시사점

���들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해 �고 있는 인식을 �사한 결과, 기후변화는 건강에 나�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황사나 신종플루 등과 비교해서 다소 낮은 편이었음. 
반면에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에 대한 시급함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현재와 향후 10년 이내로 응답하여 비교적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대상 �성이 기후변화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에 �치는 영향을 ��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기후변화를 건강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2배가량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20-30대 연령군에 비해 3배 정도 높았고, 정치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
이 보수적인 경우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향후 기후변화
건강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시 고려할 요소로 생각됨

�현재 우�나�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 �보에
대한 인식도를 질문한 결과에서 황사주의보나 폭염주의보가 매우 높았던 것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폭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7

[그림 10]  황사 경보 발령시 행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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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정책제언

○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 실시 및 활용

·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정책을 집행 

하고 그 효과를 인식 개선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

므로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인식도 조사결과는 

정부와 국민의 위험 소통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향후 국민인식도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은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 대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질병이자 관리 질병인 열사병에 대한 인식이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낮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나 사고의 빈도가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폭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노인과 여성을 비롯하여 교육 수준이 낮거나 육체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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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
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실
태를,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정
도를 살펴보았음

-  한방의료는 주로 고연령층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음

-  향후 한방의료의 발전과 국민
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치
료효과의 과학화·합리화, 한
방건강 급여 확보 노력, 한약재 
의 안전성 추구, 양·한방협진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국민부담 경감 등이 필
요함

1. 개요

■  양방(洋方)1)과 한방(韓方)의 이원화된 공급체계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의·한의간 협력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향후 한의학 분야의 발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신력 
있는 한방의료 자료가 필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471개 한방의료기관의 이용자(외래 및 입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실태를,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표 1> 한방의료 이용 및 인식도 조사 개요

구분 한방의료 이용실태 한방의료 인식도

조사대상
한방의료기관 이용환자 총 5,507명
(외래 3,926명, 입원 1,581명)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기간 2011. 8. 25~9.30 2011. 10. 5~10. 11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의 면접조사 전화조사

주요 
조사내용

한방의료 이용 실태 (외래 및 입원) 한방의료 인식도

2. 한방의료 이용실태

■ 성별·연령별 한방의료 이용 차이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한방의료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여성의 이용 비율(68.9%)은 남성의  

이용 비율(31.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40~50대의 중장년층

(43.5%) 및 60대 이상 고령층(30.5%)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음

1)　의료법 상에는 ‘의, 치의, 한의’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방(洋方)’이란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

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서는 의미전달의 용이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용

하였음.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윤강재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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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방의료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  한방의료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한방의료 청구건수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소아(0~14세)와 성인

(15~64세)의 구성비는 감소 추세임

[그림 2] 최근 5년간 소아·성인·노인의 건강보험 한방의료 구성비(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 한방의료 이용 목적

○  총 12,153건의 한방의료 이용 서비스를 목적별로 분류하면 질병치료 목적이 70.5%로 가장 많고, 보약 

조제 등 건강유지 목적이 12.4%, 다이어트 등 미용 목적이 2.6%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요통’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2.9%임. 뒤를 이어 보약

조제 9.8%, 근육부상 9.1%, 관절염 9.0%, 허리 삠 8.7% 등의 순임

· 보약조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며, 그 외에는 위장장애 

4.9%, 중풍 치료 3.5% 정도임

2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40호

�한방의료에서 고령층이 �지하는 비중� 인구고령�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근 5��
건강보험 한방의료 청구건수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소아(0~14세)와 성인(15~64세)의 구성비는 감소 추세임

� 한방의료 이용 목적

�� 12,153건의 한방의료 이용 서비�를 목적�로 분�하면 질�치료 목적이 70.5%로 가장
많고, 보약 조제 등 건강유지 목적이 12.4%, 다이어트 등 미용 목적이 2.6%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 것�����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2.9%임. 뒤를
이어 보약조제 9.8%, 근육부상 9.1%, 관절염 9.0%, 허리 삠 8.7% 등의 순임

·보약조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며, 그 외에는
위장장애 4.9%, 중풍 치료 3.5% 정도임

[그림 1]  한방의료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그림 2]  최근 5년간 소아·성인·노인의 건강보험 한방의료 구성비(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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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에서 고령층이 �지하는 비중� 인구고령�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근 5��
건강보험 한방의료 청구건수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소아(0~14세)와 성인(15~64세)의 구성비는 감소 추세임

� 한방의료 이용 목적

�� 12,153건의 한방의료 이용 서비�를 목적�로 분�하면 질�치료 목적이 70.5%로 가장
많고, 보약 조제 등 건강유지 목적이 12.4%, 다이어트 등 미용 목적이 2.6%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 것�����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2.9%임. 뒤를
이어 보약조제 9.8%, 근육부상 9.1%, 관절염 9.0%, 허리 삠 8.7% 등의 순임

·보약조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며, 그 외에는
위장장애 4.9%, 중풍 치료 3.5% 정도임

[그림 1]  한방의료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그림 2]  최근 5년간 소아·성인·노인의 건강보험 한방의료 구성비(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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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방의료 이용 목적

○  참고로 2009년 한방의료 분야 건강보험 주요 청구건수를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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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 5.9% 등으로 나타나 침을 사용한 치료가 전체 한방치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함

[그림 4] 가장 많이 받은 한방 치료법

■ 한방외래 및 한방입원의 이용빈도, 진료비(입원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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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한방외래 이용빈도는 지난 3개월간 1~3회가 36.1%, 4~10회가 33.2%로 나타났으며, 한방입원 이용

빈도는 1회 입원이 78.6%로 가장 높았음.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60대 이상 고령층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 직업이 없는 계층에서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게 조사되었음

·한방외래의 경우 진료비 지출에 있어서도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현재 한방의료 이용자들의 한방의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한방외래의 경우 서비스에 만족한

다는 응답은 이용자의 81.9%(매우 만족 22.0%, 만족 59.9%)였으며, 한방입원의 경우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7.2%(매우 만족 18.5%, 만족 58.7%)로 나타났음

<표 2> 한방외래 및 한방입원 이용 현황

한방외래 한방입원

범주 % 범주 %

이용빈도

1~3회
4~10회
11~20회
20회 초과

36.1
33.2
16.6
14.0

1회
2회
3회
4회 이상

78.6
16.8
3.5
1.0

진료비 (입원비)

1만원 미만
1~10만원 미만
1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38.3
35.2
11.5
15.0

50만원 이하
51~100만원 이하
101~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13.9
23.5
48.0
14.5

서비스만족도1)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2.0
59.9
14.7
1.1
0.1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8.5
58.7
17.4
2.5
0.3

주: 1) 한방외래 및 한방입원 서비스 만족도에‘모름’이라는 응답이 각각 2.2%, 2.7%로 나타남.

■ 양·한방협진에 대한 인식

○  의과와 한의과 양쪽의 중복 또는 혼합 활용이 일상적인 의료이용행태로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 양·한

방협진은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와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미있는 주제로 평가됨

○  의과와 한의과의 협력진료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72.9%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는 의견이었으며, 7.9%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의 응답자들

이 양·한방협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 의과와 한의과의 치료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협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2%, 필요하긴 하나 현

실적인 장애 등으로 실제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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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한방 협력진료에 대한 의견

3.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 한방의료 신뢰도와 만족도

○  한방의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4.9%(매우 신뢰 7.4%, 신뢰 37.5%)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8.7%(매우 불신뢰 1.7%, 불신뢰 6.9%)로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응답은 46.5%였음

· 성별 신뢰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주부와 무직자 등의 경제활동인구 등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음

· 한방의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오히려 신뢰도가 낮았음. 이는 치료효과 기대 수준의 

미충족, 건강보험 비급여에 따른 높은 본인부담 수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그림 6]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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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지금까지 받았던 한방의료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56.3%,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되

었음. 50대 및 60대 이상 연령층의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불만족 사유는 ‘치료효과가 없음’이 74.6%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비싼 진료비(10.6%)’, ‘긴 진

료대기시간(4.1%)’등의 순이었음

[그림 7] 한방의료에 대한 불만족 이유

○  200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방의료이용조사>를 통해 제시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가 다소 낮아진 추세를 보였음

[그림 8]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추이(2008~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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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추이(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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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 개선사항

○  현재 한방의료에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30.5%)’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

가의 진료비(29.3%)’, ‘치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학적 근거 부족(17.3%)’, ‘전문 분야별 진료 등 전

문성 제고(15.1%)’등의 순이었음

[그림 9] 향후 한방의료의 개선사항

○  한방의료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보험 한방급여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한약·탕약(59.6%)’, ‘물리요법(23.6%)’, ‘한약제제(9.8%)’등의 순으로 지적하였음

[그림 10] 향후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분야

4. 시사점 및 제언

■  한방의료는 오랜 역사를 두고 정착한 전통의료로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양방 의료와 함께 혼합 
또는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동에 따른 한방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방의료의 

과학적·합리적 근거 구축과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 부분 및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해소 

등은 향후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

� 한방의료 개선사항

��재 한방의료에� ��해야 할 �에 대해�는‘한약재의 �전성 확�(3�.5%)’��이 가�
많았고, ‘고가의 진료비(29.3%)’, ‘치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학적 근거 부족(17.3%)’, ‘전문
분야별 진료 등 전문성 제고(15.1%)’등의 순이었음

�한방의료 이�에 따른 비�부담을 해소하� 위한 ���� 한방급여 확대가 가� �요한
분야는‘한약·탕약(59.6%)’, ‘물리요법(23.6%)’, ‘한약제제(9.8%)’등의 순으로 지적
하였음

4. 시사점 및 제언

� 한방의료는 오랜 역사를 두고 정착한 전통의료로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양방
의료와 함께 혼합 또는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음

��구고��� ��구�의 ��에 따른 한방의료 �요는 지�적으로 존재할 �으로 ��
되나, 한방의료의 과학적·합리적 근거 구축과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 부분
및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해소 등은 향후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

7

[그림 9]  향후 한방의료의 개선사항

[그림 10]  향후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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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연령별로 40~50대 중장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한방의료 이용 비율이 높으며,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한방의료 이용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외래 및 입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서 최근 3년간(2008~2010년)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감소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한방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치료효과와 한약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제고, 부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제공되는 물리요법과 탕약 등에 대한 부담 감소, 한방분야별 전문성  

확보 등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는 앞서 ‘한방의료에 대한 불만족 이유’와 ‘향후 한방의료 개선사

항’등에서도 나타난 결과임

■  한방의료의 발전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할 수 있음

○  한방의료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는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와 아울러 한의약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치료법부터 한방의료서비스의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용빈도가 높으면서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탕약 등 한방의료에 대하여 건강

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약재의 안전성 부분은 정부에서도 자가규격제를 완전 폐지하고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한약재의 이력을 추적하여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공 부문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약재의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서의 투명성 보장이 필요한 만큼 한의약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함

○  이용자 관점에서는 양·한방협진을 통해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치료효과 제고,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양·한방협진은 추진 초기에 비해 다소 침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유사한 경험을 가

진 중국 및 대만 등의 전통의학과 양의학의 협진 사례와 성과를 파악하는 한편, 임상자료를 활용한 

양·한방협진의  효과성 검증, 양·한방협진 인력양성 및 지불보상 등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협진

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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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
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하고 
지역간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
한 지역차원의 중재 실천을 결
의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
건의료 목표인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제3차 종합계획)은 16개 
도달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평균치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
어져 있고 집단간 격차를 줄이
는 목표와 대안의 제시 및 지역
적 개입의 접근 전략은 부족함

-  지역을 기준으로 한 의료이용 
분석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한 파악 외 지역수준
의 의료자원의 양과 분포, 고위
험군의 분포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지역단위 의료정책
의 평가에 근거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임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  사회적 경제적 결핍지역 거주 집단은 부유한 지역 거주자들보다 평균적인 
측면에서 건강결과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음

○  가난한 지역 거주자들은 심질환, 호흡기질환, 암, 전반적인 사망률 

등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가난한 지역 거주 여성은 저체중 아이

를 낳기 쉬우며 유아는 출생 첫해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

고됨. 신호성 등(2009)은 지역에 따라 표준화사망비와 물질결핍지수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읍면동 단위 지역 물질결핍지수와 표

준화사망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함

   
■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건

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개념은 사회정치적 
환경, 구조적인 사회체계, 그리고 이들이 매개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이 건강 수준에 작용하는 메커니즘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성
되는 건강수준의 차이에 주목하는 방법론임(Solar and Irwin, 2010)

○  이 방법론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서 결정요인 중 핵심요소가 다를  

수 있으나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구조 메카니즘을 건강 수준의 차이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봄

○  구조적인 메카니즘은 권력, 지위, 가용자원의 접근성과 연계되고,  

개인의 사회적 계층분화를 촉진하거나 강화하며, 사회경제적, 정치적  

정책이나 이를 관리하는 핵심기관에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제까지 연구된바 소득, 교육, 직업, 사회계급, 성, 인종 등이 대표

적인 계층분화 요소임

의료이용의 지역적 불평등: 
지역단위 접근의 중요성

신호성 (前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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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불평등 구조요인은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단계 결정인자(intermediary determinants)를 

통하여 발현됨. 중요한 중간단계 결정인자로는 물질적 환경, 심리적 환경, 행동/생물학적 요인, 보건 

의료체계 등이 있음

· 물질적 환경에는 주거, 이웃, 소비수준, 작업장 환경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 환경에는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생활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적응방법 등이 포함되고, 행동/생

물학적 요인에는 영양, 육체적 활동, 흡연, 음주, 유전적 요인 등이 포함됨

· 보건의료체계는 사회적 결정요인 모형을 기존의 다른 건강결정모형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로, 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과 노출, 취약성에서의 차이를 반영하여 질병으로 인한 건강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특정 지역간 인구집단의 건강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건강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는 방식임

○  최근 지역사회 결핍의 측면에서 의료, 환경, 도시개발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설명하고  

연관관계를 추적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의료이용의 지역적 상관성

■  지역 의료이용은 이웃 지역간 상관성을 가지는데 이를 의료이용의 지역적 상관성이라고 함. 의료이용의  
지역적 상관성(autocorrelation)은 일반적으로 Moran’s I 검정을 통하여 측정함

○  지역적 상관성을 검정하는데 사용되는 Moran I 값은 인접한 공간들 간의 값들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값

을 갖는 경우 양의 공간상관 값을, 인접한 공간 단위들이 서로 상이한 값들을 갖게 되면 Moran I 값은 

음의 공간상관 값을 가짐

○  Moran’s I 검정은 인접한 지역이 갖는 값(종속변수 또는 관심변수의 값)을 비교하여 통계량을 산출

하게 되며 +1∼-1의 값을 가짐. 이때 +값은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0은 무작위 패턴을, -값은  

음(-)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의미함

■  환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이용하여 지역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조사연도와 무관하게 높은 지역적  
상관성이 있음이 관찰됨

<표 1> 연도별 의료이용의 지역 상관성 분석

연도
총입원 당뇨 관절염 고혈압

Moran’s I p-value Moran’s I p-value Moran’s I p-value Moran’s I p-value

1996 0.343 2.20E-16 0.250 6.09E-10 0.022 2.59E-01 0.345 2.20E-16

1999 0.370 2.20E-16 0.387 2.20E-16 0.113 1.01E-03 0.385 2.20E-16

2002 0.353 2.20E-16 0.214 8.00E-08 0.175 8.75E-06 0.300 1.66E-13

2005 0.315 1.46E-14 0.334 1.74E-03 0.156 5.74E-05 0.363 2.20E-16

2008 0.285 2.26E-12 0.333 2.46E-16 0.170 1.39E-05 0.336 2.20E-16

2009 0.331 6.66E-16 0.319 5.28E-15 0.241 1.89E-09 0.417 2.20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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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lldorff와 Nagarwalla(1995)의 방법을 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의료이용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탐색함(공간검색 통계량)

○  공간검색 통계량은 지역 의료 이용의 군집(cluster)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임. 기대 이용량과 실제 이용

량과의 차이에 기초하여 우도값을 산출하는데 군집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p값이 가장 낮은 군집이 일

차군집(primary cluster)이 됨. 반면 다른 군집이 일차군집과 겹치지 않으면 나머지 군집은 이차군집

(secondary cluster)이 됨

· 1996년 이후 당뇨병(입원)의 일차군집은 주로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차군집은 

강원도 영동지역과 경기남부 경북북부지역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지역,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  

위치함

[그림 1] 당뇨 입원의 연도별 군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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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군집이 서울북부와 서울 일부지역에 형성되었으나 연도가 거듭할수록 전남지역으로의 이전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남

[그림 2] 고혈압 입원의 연도별 군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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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입원 관절증의 경우 2002년 이후로 일차군집은 주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형성됨. 특히 이러한 경

향은 2005년 이후 환자조사에서 더욱 뚜렷하였는데, 1996년의 경우 일차군집은 충청일부와 강원도 

경기동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형성된 반면 1999년에는 서울중랑구와 경기구리시에서 연결하는 좁

은 지역에서 관찰되었음. 이차군집지역을 동시에 살펴보면 1996년 일차군집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이 2002년까지 지속되었고 2005년에는 일부 충북지역에서만 관찰되었음. 2008년과 2009년의 경

우 이차군집지역도 일차군집 지역 근처에서 형성되어 군집정도가 뚜렷하게 집중화됨을 알 수 있음

[그림 3] 관절증 입원의 연도별 군집변화

· 총입원 이용의 군집결과는 관절염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남지역을 중심

으로 하는 경향과 함께 강원도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차군집도 여전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관절염과는 다른 양상임. 1996년은 일차군집이 뚜렷하지 않고 이차군집 중심의 형태를 보

여주었으나 1999년 이후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군집이 형성됨. 또한 제주도가 지속적으

로 군집에 포함되는 특이성을 보임

[그림 4] 총입원의 연도별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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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45호

·입원 관절증의 경우 2002년 이후로 일차군집은 주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형성됨.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05년 이후 환자조사에서 더욱 뚜렷하였는데, 1996년의 경우 일차군집
은 충청일부와 강원도 경기동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형성된 반면 1999년에는 서울중랑
구와 경기구리시에서 연결하는 좁은 지역에서 관찰되었음. 이차군집지역을 동시에 살펴
보면 1996년 일차군집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2002년까지 지속되었고 2005년에는 일부
충북지역에서만 관찰되었음.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이차군집지역도 일차군집 지역
근처에서 형성되어 군집정도가 뚜렷하게 집중화 됨을 알 수 있음

·총입원 이용의 군집결과는 관절염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남지
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과 함께 강원도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차군집도 여전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이는 관절염과는 다른 양상임. 1996년은 일차군집이 뚜렷하지 않고
이차군집 중심의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1999년 이후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군집이 형성됨. 또한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군집에 포함되는 특이성을 보임

3. 지역별 외래 의료이용량의 연도별 변화

� ��별 ��이용량은 ����가 ���수� 증가함� 1996년 �군구별 �� 1� ��
이용량은 인구 10만 명당 3,095건 이었으나 2010년에는 5,865건수로 89%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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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외래 의료이용량의 연도별 변화

■  지역별 외래이용량은 환자조사가 거듭될수록 증가함. 1996년 시군구별 평균 1일 외래 이용량은 인구 10만 
명당 3,095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5,865건수로 89% 증가함

○  지역별 외래 의료이용량을 시군구별로 구분하면 군지역이 가장 많은 이용량을 보이며 시지역이 구지역 

보다 조금 많은 경향이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시군구 동일 그룹내 지역간 의료이용의 차이는 군

지역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시지역, 구지역의 순으로 지역간 차이가 적은 경향을 보임. 군지역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절대값의 증가가 보이지만(의료이용량이 많아지는 경향) 군지역내의 의료이용량의 차

이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즉 1996년 군지역 내 지역간 의료이용의 차이는 최대 3,900건 정도 차이

가 있었으나 2010년에는 9,500건으로 증가함

○  인구 10만 명당 외래 의료이용건수를  5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2010년~2008년 사이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연도와는 총 외래 의료이용량에서 차이를 보임. 인구 10만 명당 일일 총 외래 이용량이  

6,700건 이상인 지역은 2010~200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나 2005년은  

전남과 중부 일부지역에 국한되었고 2002년 이전 조사에서는 6,700건 이상의 값을 보이는 지역이 거

의 나타나지 않음

[그림 5] 지역별 총외래 의료이용량의 변화

○  연도별 절대적 의료이용량의 증가 추이와 함께 연도별 지역 의료이용량의 상대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전국 의료이용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지역의 일일 외래 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설펴보았음

·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 사용량을 보이며 광역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자원  

이용량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원도와 경기도가 가장 낮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이용량을 보임. 제주도를 제외할 경우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외래 의료이용량을 보임. 강원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일일 외래이용량이 늘어나는 추세

이며 경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부산의 경우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며  

인천광역시가 가장 낮은 외래 이용량을 보임

5

�지역별 외래 의료이용량을 시군구별로 구분하� 군지역이 가장 많은 이용량을 보이며 시지
역이 구지역 보다 조금 많은 경향이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시군구 동일 그룹내 지역
간 의료이용의 차이는 군지역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시지역, 구지역의 순으로 지역간 차이가
적은 경향을 보임. 군지역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절대값의 증가가 보이지만(의료이용량
이 많아지는 경향) 군지역내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즉 1996년
군지역 내 지역간 의료이용의 차이는 최대 3,900건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2010년에는
9,500건으로 증가함

�인구 10만 명당 외래 의료이용건수를 5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2010년-2008년 사이는 크�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연도와는 총 외래 의료이용량에서 차이를 보임. 인구 10만 명당 일일
총 외래 이용량이 6,700건 이상인 지역은 2010-200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나 2005년은 전남과 중부 일부지역에 국한되었고 2002년 이전 조사에서는
6,700건 이상의 값을 보이는 지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연도별 절대적 의료이용량의 증가 추이와 함� 연도별 지역 의료이용량의 상대적 ��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전국 의료이용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지역의 일일 외래
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설펴보았음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 사용량을 보이며 광역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자원 이용량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원도와 경기도가 가장 낮은 의료이용량을 나타
내고 있으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이용량을 보임.
제주도를 제외할 경우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외래 의료이용량을 보임. 강원도는 최근
으로 올수록 일일 외래 이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경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부산의 경우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며 인천광역시가 가장 낮은
외래 이용량을 보임

[그림 5]  지역별 총외래 의료이용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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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시군구별 외래 이용량을 결핍지수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음(결핍지수는 통합결핍지수와  
Carstairs지수를 사용함). 통합결핍지수는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임. 군지역과 시지역은 지역간 결핍지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구지역의 경우 결핍지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역적 차이가 큰 분포를 보임

○  시군구에 따라서 외래 이용량과 결핍지수는 다른 상관성을 보임. 군 지역의 경우 결핍지수에 따라  

음의 상관성을 보이거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구지역은 뚜렷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줌. 

시지역은 결핍지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래 의료이용량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시군구별 외래 총의료이용과 결핍지수와의 관계

■  외래 이용건수와 마찬가지로 한달간 퇴원환자수도 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1996년 
군지역의 평균 퇴원환자수는 인구 10만명당 765명이었으나 2010년 1,981명으로 1.59배 증가함.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한달간 퇴원환자수는 시지역이 1,562명, 구지역은 1,294명
으로 조사됨

■  가장 높은 입원 이용량을 보이는 지역은 전남으로 이 지역은 외래 이용건수도 아주 높은 지역임. 경상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함께 두 번째로 입원 이용량이 높은 지역에 속하는 반면 대구, 대전, 서울, 제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 이용량을 보이는 지역임. 서울의 경우 25개 구 지역 중 상위 4구간 이상의 의료 이용
을 보이는 지역은 2010년의 경우 1개 구에 지나지 않음.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은 입원 이용량이 줄어
드는 지역이며 광주광역시는 증가하는 곳으로 나타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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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별 외래 이용량을 결핍지수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림 6]과 �음�결핍지
수는 통합결핍지수와 Carstairs지수를 사용함). 통합결핍지수는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임. 군지역과 시지역은 지역간 결핍지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구지역의 경우 결핍지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역적
차이가 큰 분포를 보임

�시�구에 따라� 외래 이용량� 결핍지수는 �� 상관성을 보�. � 지역의 �� 결핍지수
에 따라 음의 상관성을 보이거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구지역은 뚜렷한 양
의 상관성을 보여줌. 시지역은 결핍지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래 의료이용량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외래 이용�수와 ��가지로 한달간 퇴원환자수도 �도가 ��으로 �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1996년 군지역의 평균 퇴원환자수는 인구 10만명당 765명이었으나
2010년 1,981명으로 1.59배 증가함.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한달간 퇴원환자수는 시지역이 1,562명, 구지역은 1,294명으로 조사됨

� 가� 높은 입원 이용량을 보이는 지역은 전남으로 이 지역은 외래 이용�수도 �주 높
은 지역임. 경상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함께 두 번째로 입원 이용량이 높은 지역에
속하는 반면 대구, 대전, 서울, 제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 이용량을 보이는
지역임. 서울의 경우 25개 구 지역 중 상위 4구간 이상의 의료 이용을 보이는 지역은
2010년의 경우 1개 구에 지나지 않음.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은 입원 이용량이
줄어드는 지역이며 광주광역시는 증가하는 곳으로 나타남

[그림 6]  시군구별 외래 총의료이용과 결핍지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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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역별 총퇴원 환자수와 사회경제적 조건과의 관련성(2010년)

■  2010년 한달간 인구 10만 명당 퇴원환자수를 5개 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각 역치 값은 1,200, 1,550, 
1,650, 1,850으로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지역은 46개 시군구로 조사됨. 전남이 18개 지역으로 전체 최상위 
구간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전북이 7개, 경남이 5개의 순으로 조사됨

○  역치 값이 1,650이상인 4, 5 구간을 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전체 대상 지역 249개 시군구  

중 110개가 이에 해당함. 전남이 20개 시군구로 가장 많고 경남 16, 경북 15, 전북 10개 시군구로  

나타남. 이를 해당 광역시도의 소속 시군구 개수로 나누면 전남이 0.91로 가장 높고 경남과 광주가 

0.8로 동률 다음 순위이며 전북 0.67, 경북 0.3의 순으로 조사됨

○  한달간 퇴원환자수가 1,850명 이상인 최상위 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46개 시군구로 전체 시군

구 숫자의 18.5%에 해당함. 그러나 이들 지역의 환자수는 전체 환자수의 35%, 인구수는 18% 정도로 

인구수에 비하여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하위 구간의 인구수와 최상위 구간의 인구수는 해

당 시군구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함

■  총퇴원 이용량을 지역 물질결핍지수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의료이용이 적은 지역일수록 물질결핍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퇴원환자수와 해당지역의 물질결핍정도를 살펴보면 최하위 구간의 퇴원환자수는 전체 퇴원환자수의 

15% 정도에 해당하지만 물질결핍지수의 총합은 전체 물질결핍지수의 20% 정도에 도달하여 퇴원환자

수에 비하여 물질결핍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반대로 최상위 구간은 퇴원환자수로는 40%이나 물질결

핍수는 24%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환자수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결핍이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간 �구 10� �� 퇴원환자수를 5개 구간으로 구�� 경�, � 역� �은
1,200, 1,550, 1,650, 1,850으로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지역은 46개 시군구로 조사됨.
전남이 18개 지역으로 전체 최상위 구간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전북이 7개, 경남이
5개의 순으로 조사됨

�역� �이 1,650이상인 4, 5 구간� 합� 지역� 대상으로 ��� 경�, 전체 대상 지역 249개
시군구 중 110개가 이에 해당함. 전남이 20개 시군구로 가장 많고 경남 16, 경북 15, 전북 10개
시군구로 나타남. 이를 해당 광역시도의 소속 시군구 개수로 나누면 전남이 0.91로 가장 높고
경남과 광주가 0.8로 동률 다음 순위이며 전북 0.67, 경북 0.3의 순으로 조사됨

��달간 퇴원환자수가 1,850� 이상인 최상위 지역은 �� ��� 것과 �이 46개 시군구로
전체 시군구 숫자의 18.5%에 해당함. 그러나 이들 지역의 환자수는 전체 환자수의 35%, 인
구수는 18% 정도로 인구수에 비하여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하위 구간의 인구
수와 최상위 구간의 인구수는 해당 시군구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함

� 총퇴원 이��� 지역 물질결핍지수와 ��하� ���� 의�이�이 적은 지역�수�
물질결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7])

�퇴원환자수와 해당지역의 물질결핍정도를 ���면 최하위 구간의 퇴원환자수는 전체 퇴
원환자수의 15% 정도에 해당하지만 물질결핍지수의 총합은 전체 물질결핍지수의 20% 정
도에 도달하여 퇴원환자수에 비하여 물질결핍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반대로 최상위 구간
은 퇴원환자수로는 40%이나 물질결핍수는 24%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환자수 비율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결핍이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7

[그림 7]  지역별 총퇴원 환자수와 사회경제적 조건과의 관련성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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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4. 기후변화와 질병부담

■  2011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하고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역적 중재의 중요성
을 결의함

○  의료이용을 개인단위에서 분석하지 아니하고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한 파악과 대상자의 산재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

이 있음(이용재, 2009)

○  건강수준을 높이고, 하위 집단간 건강 수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지역적 차원의 중재정책이 수립·집

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지역 단위 중재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Solar & Irwin(2010)의 연구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표 2> 강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적 건강증진 중재사업

정책 분류 주요내용

사회계층: 불평등 및 계층분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세금이나 공공서비스 할인 등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 무상 교육, 
건강보험, 대중교통정책, 일정소득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노동집약적 성
장정책,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향상된 자원 배분, 사회적 재분배 
정책, 여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보장, 양성평등 정책, 자율적 사회운동 지
원 및 활동 장려 정책

노출: 취약계층의 건강저하에  
관여하는 요소의 노출감소를  
위한 정책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기초적인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식수 및 위생관리, 건강하고 안
전한 작업장 환경, 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책(금연, 술소비, 
건강한 먹거리 등)

취약성: 특정계층의 취약성 감소
를 위한 정책

고용보험이나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편부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프
로그램이나 정책(직업, 교육기회 제공),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건설 및 개발 지원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 불건강
의 불공평한 결과를 줄이기 위
한 정책

보건의료지출의 형평성, 과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보호 정책, 과의료비 
지출이나 만성질환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의 직장복귀 지원 정책, 
무능력자를 위한 고용정책, 만성질환, 사고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 사회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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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는 과학적인 위해 평가결과가 
기초되어야하고, 글로벌 식품교
역의 활성화로 국제 공조의 필
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기구 
및 제외국의 위해평가 전문기
관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은 상호업무 교류와 
함께 인적교류, 연구교류, 기술
교류, 정보교류 등 공통 관심사
와 쟁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
로 활성화되어야 함

1. 식품안전분야의 환경 변화

■ 식품유해물질의 지속적인 검출 및 위험 증가

○  식품 생산, 제조, 유통 등의 환경 변화로 신종유해물질의 출현이 다발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같은 

신소재식품의 출현

· 다이옥신, 아크릴아마이드 등 식품 제조·가공 중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

○  식량 증산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약이나 동물의약품과 같은 인체 

유해물질의 의도적, 비의도적 사용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하여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위험은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온난화와 식품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병충

해의 증가에 따른 농약사용의 증대, 식중독 발생위험의 증가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위협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글로벌 식품교역의 활성화로 인해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증대

○  식품첨가물의 사용과 보관환경기술의 발전으로 저장성이 높은 가공

식품들이 긴 먹거리 공급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음

·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상 식품품목별 수입비중은 가공식품(44.8%), 

농임산물(38.0%), 기구 또는 용기포장(8.7%), 식품첨가물(6.3%), 

건강기능식품(2.2%)의 순임1)

○  1995년 WTO의 출범으로 FTA협상을 통해 <표 1>과 같이 국제교역

이 지속적으로 개방화 및 자유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가 필요한 시기임

·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태국,  

베트남, 영국, 호주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 수급으로 

인해 식품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수입식품시장의 ⅓을 차지하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1)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3호』,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식품 위해평가분야의 국제협력 동향 및  
발전 방향

김정선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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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TA 관련 현황

구분 국제기구 및 국가명

협상발효 국가
칠레(2002), 싱가포르(2005),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5), 동남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 2006), 인도(2007), EU(2009), 페루(2010), 미국(2011)

협상타결 국가 터기(2012), 콜롬비아(2012)

협상 중 국가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기구(GCC),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CEPA, 중국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 국가
일본, 한-중-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자료 : http://www.fta.go.kr/new/index.asp

■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식품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위해평가분야의 국제협력 필요

○  신뢰성 있는 위해평가(risk assessment)2) 결과에 근거하여 기준 설정, 규제 제정, 감시 등의 적절한 

위해관리가 수행되어야만 식품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음

○  국제협력체계를 통한 위해평가 인프라 공유와 전문 인력의 교류는 위해평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

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위해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소비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

2. 위해평가분야의 국제협력 사례

가. 독일연방위해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의 MOU체결 이후 협력 추진

○  독일연방위해평가원(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Bundesinstitut fur Risikobewertung, 

BfR)은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평가 및 이의 기초가 되는 독성연구를 수행하는 독

일 연방정부의 위해평가 전문기관으로서 BfR과의 협업은 <표 2>와 같이 진행되고 있음

<표 2> KFDA와 BfR의 협력 연혁

일정 주요 내용

2010. 7. 30 BfR과 MOU 체결 및 공동심포지엄 개최 합의

2011. 3. 18 BfR과 공동심포지엄 일정 협의 완료

2011. 4 심포지엄 개최장소 등 협의 완료

2011. 7 공동심포지엄 관련 내부 의견수렴 및 조율

2011. 8 심포지엄 세부일정(연자, 연제 등) 확정

2011. 10 심포지엄 세부사항 최종 확정 및 발표자료 취합

2011. 11. 07~08 KFDA-BfR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2. 5 BfR과 협력방안 및 일정 협의

2)　1997년 CODEX는 식품안전 관련해서 위해분석(Risk analysis) 개념 도입을 결정하였음. 위해분석은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위해관

리(Risk management) 및 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라는 3요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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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협력 내용

○  협력방안 합의

· KFDA와 BfR은 기관간의 contact point를 설치하고 과학자와 전문가를 상호교류하며 공동심포지

엄을 서울과 베를린에서 2~3년 마다 한 번씩 개최하기로 결정함

· 위해평가, 위해평가 분석법과 방법론, 위해정보교류, 공동연구활동 등이 공동심포지엄의 주제들로 

선정됨 

○  EU의 연구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동연구활동 추진

· “Strengthening Cooperation for global food safety research”연구에는 덴마크, 브라질, 중국, 

한국의 식품안전기관들이 참여하고, 국제적인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럽연합, 남아메리카, 동아

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식품안전 분야 이슈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임

나. APEC FSCF3)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FSCF 교육훈련기관네트워크(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 PTIN)와의 협력 추진

○  2010년 APEC FSCF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네트워크(PTIN)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식품안전위해평가의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의 계기가 됨

○  교육훈련기관네트워크(PTIN)

·FSCF 산하에 산업체, 학계, 규제기관간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설립

·2009년 7월부터 FSCF의 중점사항들을 우선순위로 다양한 Training Module이 시작됨

·PTIN의 중점사항들은 공급사슬관리, 식품사고대응, 위해분석, 시험역량 및 검정

·총괄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식품안전협력포럼(Food Safety Cooperation Forum, FSCF) 개요

○  2007년 4월 호주 Hunter Valley에서 FSCF 설립

· APEC 회원국들 간의 무역량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무역

활성화로 인해 APEC 회원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식품안전을 위한 역량향상과 훈련에 대한 필요성

이 커짐

○  FSCF의 관련 조직 및 목표4)

· APEC 고위관리회의(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아래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 Investment, CTI) 산하 표준적합성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 

Conformance)에 속해 있음

· 목표는 견고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준하여 식품안전기준을 조화시키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며,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고자 함

3)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 APEC FSCF/PTIN 소개, 이철호, 2011

4)　http://fscf-ptin.ap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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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CF의 운영

·매 2년마다 운영방안 협의 및 주요정책을 결정함

· FSCF 운영원칙 결정, 식품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중점사항들, FSCF 시행계획 수립(현재 2011~ 

2013년), 진척사항에 대한 리뷰, 성명서 발표, Food Safety Incident Network(FSIN) 결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FSCF 중점사항들은 식품안전규제시스템, 식품 검역 및 인증제도, 전문적 기술 및 인력 양성,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등임

○  FSCF의 파트너십

·USDA, FDA, 미국주정부, USTR,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중국 검역국 등의 정부기관

·GMAm AFGC, CNFIA 등의 산업체

· CAIQ, JIFSAN, ILSI, IFT, Michigan State University, Universidad San Ingnacio de 

Loyola(Peru) 등의 학계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

3. 국제협력 대상 주요 위해평가 전문기관 현황

■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DEX5))에서는 위해관리와 위해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기능적
으로 분리되도록 권장하나, <표 3>과 같이 국가별 자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통합 또는 분리되어 있음

○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위해평가와 위해관리가 기관별 통합 또는 기능별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고,  

일본은 소관부처까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모두 통합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 Risk assessment: 위험확인, 위험확정, 노출평가와 위해결정의 단계로 구성된 과학적인 근거 확보 

과정

· Risk management: 위해평가결과에 근거하여 Food chain 중의 위해를 제어하기위한 정책적 결정, 

적용, 감독, 감시 과정

· Risk communication: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관련 산업체, 학계 외 이해관계자들간의 

위해, 위험, 위해인지에 대한 정보의 상호교류로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

· EFSA Focal Point: 유럽식품안전청과 유럽연합회원국의 연결 역할을 하는 기관

· RASFF(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Contact Point: 식품·사료신속 경보체계는 

유럽연합내의 국가감시기관들을 위한 정보교류체계로서 유럽연합내 회원국들의 연결 역할을 하는 

기관

· Codex Contact Point: 식품규격위원회와 회원국의 연결 역할을 하는 기관

5)　1963년 UN의 FAO와 WHO의 합동식품규격작업에 의해 설립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무역의 공정한 상거래를 확보하기 위하

여 개발된 단일화 된 국제적인 식품표준규격임. WTO에 의하여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쟁 해결을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중요

성이 증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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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위해평가분야의 국제협력 발전 방향

■  MOU체결 및 이행을 통해 상호업무의 교류와 함께 인적교류, 연구교류, 기술교류, 정보교류 등 기관간의  
공통 관심사와 각 기관의 쟁점을 반영하여 활성화 및 확대해나가야 함

○  위해평가 공동연구, 분석법 및 방법론 및 위해정보교류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음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위해평가결과가 반영된 위해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위해평가 분야의 국제적 연구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연구동향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위해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Bioinformatic approach를 통한 

동물실험의 대체 연구가 다년간 수행되어오고 있고, Biomaker를 이용한 인체노출량 평가 연구가 추진

되고 있다는 점임

■  위해평가 기술의 교육·훈련의 국제교류

○  위해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통합적 건강영향에 대한 위해평가가 수행되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Risk-Benefit 분석과 연계되어야 함

·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자연과 환경, 새로운 과학기술, 가공, 유통 등 일련의 단계별 및 전체 

단계 외에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의 통합적인 건강위해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 위해평가 관련 관심 대상은 식중독균(살모넬라, 캄필로박터, 리스테리아 등), GMO, 동물잔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위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들 수 있음

○  신뢰성 있는 위해평가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분석결과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함

· 위해평가 목적의 표준화된 분석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의 기술 단련이 필요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위해평가자들 대상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하나의 예로서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원이 2012년부터 실시하는 International Summer School에 

참가하여 교육체계와 내용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음

■  위해정보교류의 국제공조 중요

○  위해정보교류는 객관적이며 정확한 위해평가결과를 도출할 뿐 아니라 위해평가결과를 위해 관리에  

반영하고 사회적 함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쟁점 등을 결정하며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하여 공신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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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일본 21」의 평가는 2013
년 도  건 강 증 진  운 동  추 진
에 반영하기 위하여 9개 분
야 80개 항목을 5단계(A, B, 
C, D, E)로 나누어 평가하였
으며,  평가 결과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은 14개  항목
(17.5%)이고 악화된 항목은 10
개 항목(12.5%)임

-  달성한 항목의 주요 내용은 ‘대
사증후군을 인지하고 있는 사
람의 비율 증가’, ‘고령자로 외
출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가지
는 사람의 증가’, ‘80세에 20
개 치아 이상 · 60세에 24개 치
아 이상의 자신의 치아를 가
지는 사람의 증가’ 등이 있고  
악화되고 있는 항목은 ‘일상생
활에 있어 걸음 수의 증가’, ‘당
뇨병 합병증의 감소’ 등이 있음

1. 「건강일본 21」 배경 

■  후생성에서 1978년부터 ‘제1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 및 1988년부터의 

‘제2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검진체제의 확립, 시군 
보건소 정비, 건강운동지도사 양성 등 ‘국민건강만들기’를 위한 기반정비 
등을 추진하였음

■  2000년부터 실시한 ‘제3차 건강만들기 대책’은 「건강일본 21」이라는  
명칭으로, 그동안의 국민건강만들기 운동의 실적 및 국내외에 있어서의 
공중보건활동 성과에 힘입어 21세기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계획으로 
만들어졌음

○  ‘제3차 국민건강만들기 대책’에서는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및 그 요인이 되는 생활 습관 개선 등에 관한 과제를 선

정하였음

2. 「건강일본 21」 평가 결과

■  평가 목적 및 방법

○  「건강일본 21」의 평가는 2013년도 이후의 건강증진운동을 추진하는 

데 반영시키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건강일본 21 평가 작업팀’을 

구성하여 총 6회에 걸쳐 평가 작업을 실시하였음

○  「건강일본 21」에서는 9개 분야 80개 항목1)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 상황이나 관련 대책을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음

A: 목표치에 달성  B :목표치에 이르지 않지만, 개선 경향이 있음
C: 변하지 않았음 D :악화되고 있음 
E:  중간 평가 시에 새롭게 설정한 지표 또는 파악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곤란

1)　80개 항목에는 분야의 필요성에 따라 중복된 동일항목이 설정되어 있음

「건강일본 21」 평가 결과

정진욱 (보건정책연구실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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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평가 결과

○  분야 전체의 목표 달성 상황 등의 평가

· 9개 분야의 전 지표 80개 항목 및 중복제외 59개 항목에 대하여 그 달성 상황을 평가·분석한 결과

는 <표 1>과 같음

<표 1> 지표의 달성 상황

구 분 항목 수  (비율) 중복 제외항목 수 (비율)

합계 80항목 (100.0%) 59항목 (100.0%)

A: 목표치에 달성 14항목 ( 17.5%) 10항목 ( 16.9%)

B: 목표치에 이르지 않지만  개선경향이 있음 32항목 ( 40.0%) 25항목 ( 42.4%) 

C: 변하지 않음 22항목 ( 27.5%) 14항목 ( 23.7%)

D: 악화되고 있음 10항목 ( 12.5%) 9항목 ( 15.3%)

E: 평가 곤란  2항목 (  2.5%) 1항목 (  1.7%) 

가. 분야별 평가 결과

■  영양·식생활

○  지표의 달성 상황과 평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증가 [비만자 등의 비율] C

지방 에너지 비율의 감소 [1일당 평균 섭취 비율] C

식염 섭취량의 감소 [1일당 평균 섭취량] B

야채 섭취량의 증가 [1일당 평균 섭취량] C

칼슘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량 증가 [1일당 평균 섭취량(성인)] D

자신의 적정 체중을 인식해, 체중 컨트롤을 실천하는 사람의 증가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C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사람의 감소 [결식하는 사람의 비율] D

양, 질 모두, 제대로 한 식사를 하는 사람의 증가 
[1일 최저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를, 가족 등 2명 이상으로 즐겁게, 30분 이상 식사하는  사람의 비율]

B

외식이나 식품을 구입할 때에 영양 성분 표시를 참고로 하는 사람의 증가 [참고로 하는 사람의 비율] B

자신의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량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증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B

자신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식생활의 개선 의욕이 있는 사람의 증가
[개선의 욕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

C

건강한 메뉴의 제공 증가와 이용의 촉진 [제공 수,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 B

학습 장소의 증가와 참가의 촉진 [학습의 장소의 수, 학습에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 C

학습이나 활동의 자주 그룹의 증가 [자주 그룹의 수] C

대사증후군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 증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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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상태, 영양소·음식 섭취의 경우, ‘여성(40~60대)의 비만’, ‘식염 섭취량’은 개선되었지만, ‘지

방에너지 비율이나 야채의 섭취량’등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음

· 지식·태도·행동 변화의 경우, ‘자신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량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대사증후군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등의 지식이나 태도 수준에서는 개선되었지만, 아침식사 

결식 등의 행동 수준 변화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음

· 행동 변화를 위한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는 ‘건강한 메뉴의 제공’이나 ‘학습활동의 참가’등이 개선되

었음

· 성·연령대별로는 남성은 20대에서 30대에 걸쳐 비만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남녀 20대

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지방에너지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야채 섭취량이 가장 

적고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았으며 체중 조절을 실천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 식생활 지침, 식사 밸런스 가이드의 책정, 보급 계발

·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 책정

· 식육의 추진(식육기본법 시행, 식육기본계획의 책정)

· 건전한 생활습관 국민운동, Smart Life Project의 실시

· 특정 건강 진단·특정 보건지도의 실시

· 영양 성분표시의 추진

· 개호 예방의 추진(개호보험법 시행, 개호 예방 사업)

■  신체 활동·운동

○ 지표의 달성 상황과 평가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증가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 B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걸음 수 증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걸음 수] D

운동 습관자의 증가 [운동 습관자의 비율] C

외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의 증가 [운동 습관자의 비율] A

어떠한 지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의 증가 [지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 A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보수의 증가 [일상생활의 보수] D

안전하게 보행 가능한 고령자의 증가 [짝눈하고 한쪽다리를 들고 20초 이상 해당하는 사람의 증가] B

대사증후군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 증가 A

·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운동 습관자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음. 운

동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걸음 수’에 대해서는 악화되었음. 걸음 수는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운동과 

비교적 활발한 생활 활동을 합쳐 「신체 활동」의 지표로 볼 수 있는데, 걸음수의 감소는 신체 활동량

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그 원인으로 운동 이외의 생활 활동량의 감소와 함께 이동 수

단의 발달 및 이용량의 증가 등으로 판단됨

· 고령자의 경우, ‘외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의 비율’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모두 목표를 달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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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건강 만들기를 위한 운동 기준·지침의 책정, 보급 계발

·건전한 생활 습관 국민운동, Smart Life Project의 실시

·특정 건강 진단·특정 보건지도의 실시

·건강 증진 시설 인정 제도

·개호 예방의 추진(개호보험법 시행, 개호 예방 사업)

■   휴양·마음의 건강 만들기

○  지표의 달성 상황과 평가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감소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 D

수면을 통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사람의 감소 [취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 A

수면의 확보를 위해서 수면 보조용품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 사람의 감소 
[수면 보조품 등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

D

자살자의 감소 [자살자 수] C

· ‘수면을 통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했음. 하지만 ‘스트

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이나, ‘수면의 확보를 위해서 수면 보조용품이나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악화되었음

· 국민 전체의 자살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자살자 수는 3만명 전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성·연령

별 자살사망률은 50대 이후의 자살 사망률이 높지만 감소 추세를 보였이며, 최근에는 20~40대의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환자 조사에 의하면, 최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Mental Health의 부진이나 정신 질환에 의

한 장기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러 조사에서 보고되고 있음

○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 건강 만들기를 위한 수면 지침 책정

· 건강 만들기를 위한 휴양 지침의 책정

· 자살 대책 추진(자살대책기본법, 자살종합대책계획)

■  담배

○  지표의 달성 상황과 평가 

흡연이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보급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 B

미성년자의 흡연을 없애는 것 [흡연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B

공공의 장소 및 직장에 있어서의 금연구역 철저 및 효과의 높은 금연구역에 관한 지식의 보급
[금연구역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

B

금연 지원 프로그램의 보급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시군구의 비율] B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 끊음(참고 지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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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이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지식’, ‘미성년자의 흡연’, ‘흡연구역구분 철저’에 대해서는 개선되

었음. 특히 심장병, 뇌졸중, 치주염이 흡연으로 일어나기 쉬워진다고 하는 지식이 증가해 중고생의 

흡연율이 감소하였고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의 간접흡연 방호가 진행된 것은 큰 성과임

·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 끊음‘의 참고 지표인 ‘금연 희망자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흡연율이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직장, 자치체 등에서의 간접흡연 폭로 방지 대책, 주민의 간접흡연 대책의 올바른 지식, 흡연율의 저

하에 대해서도 성과가 보였지만 목표 달성에는 새로운 대책의 강화가 필요함

· 덧붙여 목표치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영양 조사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9년의 흡연율은 남성

의 경우는 46.8%에서 38.2%로 감소, 여성의 경우는 11.3%에서 10.9%로 소폭 감소하였음 

○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 간접흡연 방지의 추진(건강증진법, 건강국장 통지)

·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범위 조약

· 금연 지원 매뉴얼 책정·보급 계발

· 직장에 있어서의 흡연 대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책정

·니코틴 의존증 관리료의 보험 적용

· 세계 금연의 날에 맞춘 대책 및 금연주간 실시

■ 알코올

○  지표의 달성상황과 평가

다량으로 음주하는 사람의 감소 [다량으로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 C

미성년자의 음주를 없애는 것 [음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B

「절제하는 적당한 음주」의 지식 보급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 C

·‘다량으로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에 대해서는 개선됨을 볼 수 없음

· ‘미성년자의 음주율(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녀 모두 의미가 있게 감소하

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개선 상황이 낮음 

·‘절제하는 적당한 음주의 지식 보급’에 대해서는 남성은 개선 경향에 있고 여성은 변하지 않았음

○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 미성년자 음주 방지와 관련되는 대책 추진

·알코올 심포지엄의 개최

·‘주류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제 등 관계 부처 연락 협의회’의 설치

·미성년자의 음주 방지 대책 및 주류 판매의 공정한 거래 환경 정비에 관한 시책 마련

·‘미성년자 음주 방지와 관련되는 대책’은 경찰청, 국세청 및 후생노동성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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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치아의 건강

○  지표의 달성 상황과 평가

충치가 없는 유아의 증가 [충치가 없는 유아의 비율(3세)] B

불화물 치아표면 도포를 받은 것이 있는 유아의 증가 [받은 것이 있는 유아의 비율(3세)] A

간식으로서 감미 식품·음료를 여러 차례 먹고 마시는 습관이 있는 유아의 감소
[습관이 있는 유아의 비율(1세 6개월)]

C

1명 평균충치 수의 감소 [1명 평균 충치 수(12세)] B

학동기에 있어서 불화물 배합 치약의 사용 증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B

개별적인 치구 청소 지도를 받는 사람의 증가 [과거 1년간에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의 비율] B

진행한 치주염의 감소 [가지는 사람의 비율] A

치간부 청소용 기구의 사용의 증가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 B

흡연이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급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 B

금연 지원 프로그램의 보급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시읍면의 비율] B

80세에 20개 치아 이상, 60세에 24개 치아 이상의 자신의 치아를 가지는 사람의 증가
[자신의 치아를 가진 사람의 비율]

A

정기적인 치석 제거나 치아 청소를 받는 사람의 증가 [과거 1년간에 받은 사람의 비율] A

정기적인 치과 검진의 진찰자의 증가 [과거 1년간에 받은 사람의 비율] A

· 유아기의 충치예방

-  ‘불화물 치아면 도포를 받은 유아의 비율’은 목표치에 달성하였고, ‘충치가 없는 유아의 비율’은 

개선되었지만, ‘간식으로서 감미 식품·음료를 여러 차례 먹고 마시는 습관이 있는 유아의 비율’

은 개선되지 않았음

- 취학 연령기 충치예방 

-  ‘12세에 있어서 1명 평균 충치 수’, ‘불화물 치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과거 1년간 개

별적인 치아 청소 지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개선이 되었음

- 성인기의 치주염 예방

-  ‘진행한 치주염을 가지는 사람의 비율(40, 50세)’은 목표치에 달성하였고, ‘치간부 청소용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 ‘흡연이 미치는 건강 영향(치주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음

·치아의 상실 예방

-  ‘80세에 20개 치아 이상, 60세에 24개 치아 이상의 자신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과

거 1년간에 정기적인 치석 제거나 치면 청소를 받은 사람의 비율’,‘과거 1년간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모두 목표치에 이르렀음

○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 8020(80세까지 20개의 치아 유지) 운동의 추진

·불화물 입안청소의 가이드라인 책정

·치과 검진의 추진(건강증진법, 모자보건법, 학교 보건안전법)

·개호 예방의 추진(개호보험법시행, 개호예방사업)



102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103

■   당뇨병

○  지표의 달성 상황과 평가

성인 비만자의 감소 C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걸음 수의 증가 D
질·양 모두, 밸런스 잡힌 식사 B
당뇨병 검진 진찰의 촉진 [받고 있는 사람의 수] B
당뇨병 검진 진찰 후의 사후 지도의 추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 B
당뇨병유병자의 감소(추계) A
당뇨병유병자의 치료 계속 [치료 계속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B
당뇨병 합병증의 감소 D
대사증후군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 증가 A
대사증후군의 해당자·예비군의 감소 [대사증후군의 해당자·예비군의 인원 수(40~74세)] C
대사증후군의 개념을 도입한 건강 진단·보건 지도의 검진자 수의 향상 E

· ‘당뇨병 검진의 진찰 및 건강 진단 진찰 후의 사후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에 대해서는 개선

되었음

· ‘당뇨병 유병자 수’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당뇨병 유병자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의 비

율’도 개선되었으나, ‘당뇨병 합병증이 발병된 사람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중간평가가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대사증후군 해당자·예비군의 비율’은 변

함없고 ‘특정 건강 진단·특정 보건 지도의 진찰자 수’는 2008년도, 2009년도 실측치만 있어 평가

가 곤란하였음

· 덧붙여 지표에는 없지만 ‘당뇨병에 의한 신규 인공투석 도입 환자 수’는 1997∼2007년도는 증가했

지만 2008년도는 증가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음

○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의료 제휴 체제의 추진(의료 계획) ·식사 밸런스 가이드의 책정·보급 계발

·건강 만들기를 위한 운동 기준·지침의 책정, 보급 계발 ·특정 건강 진단·특정 보건 지도의 실시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대책 추진

■   순환기질환

○ 지표의 달성 상황과 평가

식염 섭취량의 감소 B
칼륨 섭취량의 증가 [1일당 평균 섭취량] D
성인 비만자의 감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증가] C
운동 습관자의 증가 C
고혈압의 개선(추계) 참고 B
담배 대책의 충실 B
고지혈증의 감소 [고지혈증의 사람의 비율] C
당뇨병 유병자의 감소 A
음주 대책의 충실 C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의 증가 [검진 진찰자의 수] B
생활 습관의 개선 등에 의한 순환기 질환의 감소(추계) B
대사증후군(내장 지방 증후군)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의 증가 A
대사증후군의 해당자·예비군의 감소 [대사증후군의 해당자·예비군의 인원 수(40~74세)] C
대사증후군의 개념을 도입한 건강 진단·보건 지도의 수검자 수의 향상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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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건정책연구

· ‘혈압 평균치 및 고혈압 유병률’은 연령 조정치에 있어 개선되었으며, 과거부터 개선 경향이 계속 나

타났음. 식염 섭취 저하 등의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고령자를 중심으로 고혈압 유병률은 높게 

나타났음

· ‘순환기 질환 사망률(뇌졸중, 허혈성 심질환)’은 연령 조정치에 있어 개선되었으나, ‘허혈성 심질환

의 사망률·사망 수’는 고령화에 수반해 저하됨이 나타나지 않았음

· 복용자를 포함한 고지혈증 유병률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 전체의 총콜레스테롤 평균치의 악

화는 볼 수 없었음

·식염 섭취량은 감소하여 개선되고 있었지만 목표치에는 달하지 않았음

·칼륨 섭취량, 남성의 비만자 비율은 악화되고 있었음

· 대사증후군의 인지도는 높았음

○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의료 제휴 체제의 추진(의료 계획) ·식사 밸런스 가이드의 책정·보급 계발

· 건강 만들기를 위한 운동 기준·지침의 책정, 보급 계발 ·특정 건강 진단·특정 보건 지도의 실시

· 식품 영양 성분 표시의 추진 

·식육의 추진(식육기본법 시행, 식육기본계획의 책정)

■   암

○  지표의 달성 상황과 평가

담배 대책의 충실 B

식염 섭취량의 감소 B

야채 섭취량의 증가 C

1일 식사에 있어 과일류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의 증가 [섭취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D

지방 에너지 비율의 감소 C

음주 대책의 충실 C

암검진의 수진자 증가 [검진 수진자 수] B

·‘과일 섭취량’은 목표치에 부족하였음

· 암검진 진찰자수는 증가하였고 일부 검진에 대해서는 목표치에 이르렀지만 그 후 설정된 대책 추진 

기본계획의 목표치(2011년도 말까지 진찰률을 50%로 함)에는 매우 못 미쳤음

○ 지표에 관련한 주된 시책: 암 대책의 추진(암대책기본법, 암대책 추진 기본계획, 건강증진법, 의료 계획)

3. 시사점

■  평가체계 확립 필요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 완료되었으므로 평가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 달성 현황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척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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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민간 의료
기관의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음. 또한 프랑스는 
지역 중심의 의료공급 및 관리
체계(지역보건청(ARS))를 통하
여 공공보건과 의료자원 공급 
관리, 의료비지출 통제를 하고 
있음

-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우리
나라의 경우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의 불균형을 해
소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병
상자원 및 의료인력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자원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중
장기적인 시각을 갖춘 조직 또
는 체계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음

1. 서론

■  2000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191개 회원국의 보건체계(health 
system) 평가에서 프랑스를 가장 우수한 국가로 선정

○  평가지표로 건강수준, 건강분포, 보건체계만족도, 만족도의 분포,  

전반적인 목표달성도, 재정조달의 형평성, 국민 1인당 보건비, 보건

체계의 건강기여도, 보건체계의 성취도 등 9개 항목을 사용

■  의료공급체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프랑스의 경우 타 선진국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나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조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 발전

○  프랑스는 1970년부터 공공의료에 민간비영리병원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민간병원 활용. 프랑스의 공공 

보건의료 기능 강화 정책 연구 필요

<표 1> 주요국의 병상 수 기준 국립병원, 민간병원 비중 비교 (단위: %)

국가 국립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

프랑스 66 9 25

독일 49 36 15

이탈리아 81.5 16.7 1.8

영국 96 4 0

네덜란드 0 100 0

호주 69.59 14.38 16.03

캐나다 100 0 0
자료:  Paris et al, “Health System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50(2010).

프랑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시사점

김대중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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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의료공급체계 현황

가. 외래서비스(Soin de ville 또는 Ambulatoir)

■  2004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약 85%의 프랑스인이 주치의를 가지고 있음

○  주치의 제도 도입은 환자가 일반의, 전문의를 가리지 않고 의사를 선택해 외래 진료를 받고, 개원의 뿐만  

아니라 병원의사나 보건소 의사도 외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이용의 낭비와 비효율성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

○  주치의제도 도입 이후 16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4,800만 명 중 2006년까지 3,773만 명(79%)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주치의제도가 정착

·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착은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70% 대신 30%만 

환불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기 때문

■  개업의의 진료비는 개원의조합과 보험공단간의 협약을 통해서 결정, 그러나 진료비는 협약형태(섹터 1의사, 
섹터 2의사, 비협약의)에 따라 상이

○  섹터1(Secteur1) 개업의: 보험공단과의 협약에서 정해진 진료비를 준수, 진료비 23유로

○  섹터2(Secteur2) 개업의: 진료비는 자유롭게 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환불정산 기본금액은 

23유로로 섹터1 개업의와 동일 

○  비협약의: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나 보험환불을 받지 못함

<표 2> 일반내과 개업의 진료비 및 환불료

진료과목의 진료비 보험환불정산 기본금액 환불료 환불액

일반내과개업의
(Secteur1)

23유로 23유로 70% 15.10유로

일반내과개업의
(Secteur2)

자유 23유로 70% 15.10유로

비협약의 지유 없음 0% 없음
자료:  www.amel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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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

■  프랑스의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은 국립병원, 공공이익참여 민간병원(Etablissements de santé privés 
d’intérêt collectif, ESPIC), 그리고 민간 영리병원으로 세 가지 형태의 기관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국립병원의 병상 수는 2009년 기준으로 271,057개, 공공이익참여 민간병원은 59,715개, 민간영리 

병원은 96,460개

· 전체 공공의료서비스의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77.4%(병원수 기준으로 61.8%)를 점유

[그림 1] 프랑스 병원의 종류

자료:  DREES, SAE(2011).

<표 3> 병원수의 변화 (단위: 개소)

구분 1998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9/1998

공공서비스병원
(1+2)

1,525 1,571 1,577 1,567 1,547 1,555 1,522 1,700 1.0%

1. 국립병원 1,042 1,011 1,008 994 987 1,001 983 966 -0.7%

2. PSPH(ESPIC) 483 560 569 573 560 554 539 734 3.9%

민간병원(3+4) 1,694 1,454 1,409 1,323 1,309 1,283 1,262 1,051 -4.2%

3.  비영리병원 
(non PSPH)

439 306 280 254 257 228 215 -

4. 민간영리병원 1,255 1,148 1,129 1,069 1,052 1,055 1,047 1,051 -1.6%

전체 3,219 3,025 2,986 2,890 2,856 2,838 2,784 2,751 -1.4%

주:  2009년 병원개혁법 제정 이후 PSPH, non-PSPH 구분은 없어지고, 공공이익참여 민간병원(ESPIC)로 통일됨

자료:  DREES, SAE(2011).

공공이익참여 민간병원(ESPIC)

- 병원수 734개

- 병상수 59,715개

- 임시병상수 11,042개

민간영리병원

- 병원수 1,051개

- 병상수 96,460개

- 임시병상수 13,203개

민간의료서비스 비중

- 병원수: 39.2%

- 병상수 기준: 22.6%

- 임시 병상 기준: 21.9%

공공의료서비스 비중

- 병원수: 61.8%

- 병상수 기준: 77.4%

- 임시 병상 기준: 78.1%

총 병원수 2,751개

- 병상수 427,232개

- 임시병상수 60,546개

국립병원

- 병원수 966개

- 병상수 271,057개

- 임시병상수 36,301개

CHR / CHU 31개

CH 828개

정신병원 90개

기타 17개

민간병원

- 병원수 1,785개

- 병상수 156,175개

- 임시병상수 24,2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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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부족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를 위해 1970년부터 공공의료서비스 병원(Service public 
hospital ier, SPH) 개념을 도입하여, 국립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민간비영리병원(Participation au Service Public Hospitalier, PSPH)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서비스병원은 의료접근에 있어서 소득수준이나 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성을 없애고, 24h/24h 

접근가능하며, 환자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예방서비스, 질환치료, 응급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병원을 따로 구분하여 부른 것

○  공공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비영리병원(PSPH)은 공공병원과 같은 재원조달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

하였고, 국립병원에게 제공되는 의료장비에 대한 보조를 동일하게 받으며 필요시 타 국립병원 임상의

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단체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었음 

○  2009년 병원개혁법(HPST법)에 의해 공공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의 범위를 넓혀 공공이익참여 민간 

병원(ESPIC)라는 새로운 형태를 도입. ESPIC에는 기존의 공공서비스참여병원(PSPH)이외에 민간비

영리 병원을 모두 포함

■  프랑스 민간영리병원은 외과와 단기치료분야에서 특히 높은 비중 차지

○  전체 외과입원환자 중 민간영리병원 입원환자 비중을 보면, 이비인후과 및 위장계통은 68.6%, 안과계통  

수술은 69.5%, 피부계통은 48.2% 소화계통은 4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외과전체로는 54.5%를  

점유

○  전체 내과입원환자 중 민간영리병원입원환자 비중은 소화계 계통 54.5%, 순혈관계 43.4%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내과 전체로는 25.2%를 점유

<표 4> 설립형태별 외과분야(activité chirurgicales) 입원환자 점유비중(2009년 기준) (단위: 일, %)

구분 입원일수 공공병원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외과 종합(activité chirurgicales) 5,941,000 37.5 8.1 54.5

소화계(Appareil digestif) 738,000 43.7 9.8 46.5

정형외과 및 류마티스 
(Orthopédie, rhumatologie)

1,547,000 40.5 6.6 52.9

신장계(Uro-nephrologie) 447,000 33.1 8.5 58.5

신경계(Système nerveux) 232,000 68.3 4.5 27.3

심장계(Cardiologie) 117,000 54.9 7.8 37.3

순혈관계 (Vasculaire périphérique) 288,000 27.1 12.8 60.1

이빈인후과 및 위장계(ORL, stomatologie) 684,000 25.6 5.9 68.6

안과계(Ophtalmologie) 794,000 22.8 7.7 69.5

산부인과계(Gynecologie) 465,000 38.4 12.9 48.8

피부계(Tissus Cubane et sous-cubane) 210,000 45.2 6.6 48.2

자료:  DREES, SA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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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립형태별 내과분야(activité medicale) 점유비중(2009년 기준) (단위: 일, %)

구분 입원일수 공공병원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내과 종합(activite medicale) 9,003,000 66.8 8.0 25.2

소화계(Appareil digestif) 2,218,000 37.3 8.2 54.5

신경계(Système nerveux) 609,000 88.4 6.0 5.6

심장계(Cardiologie) 709,000 77.2 6.7 16.1

호흡기계(pneumologue) 781,000 80.3 8.2 11.5

이빈인후과 및 위장계(ORL, stomatologie) 216,000 67.8 6.3 25.9

혈액계(Hematologie) 300,000 76.5 9.4 14.1

피부계(Tissus Cubane et sous-cubane) 189,000 75.8 6.4 17.9

순혈관계(Catheterismes Vasculaire interventionnel) 382,000 49.1 7.5 43.4

비뇨기계(Uro-nephrologie et genital masculin) 561,000 63.5 7.0 29.5
자료: DREES, SAE(2011).

다. 의료인력

■  프랑스 의료인력 수는 현재 102만명 정도(2010년 기준)

○  지난 10년간 의료인력의 증가율은 2.4%이었으나 지난 5년 동안 의사 및 약사 인력 증가율은 거의 정체

·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 이후 입학정원 제한(numerus clausus)의 강화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해석

(Anne Billaut et al, 2006)

· OECD의 국제비교 통계(OECD Health Data 2011)에 의하면 프랑스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약 3.3명 수준으로, 우리나라(2명)는 물론 OECD 평균(3.1명)보다 높은 수준. 그러나 최근 은퇴에 

접어든 의사, 약사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감소 예상

<표 6> 프랑스 의료인력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2010/2000)
의사 194,000 207,277 208,191 208,249 209,143 207,457 0.7%

산파 14,353 16,995 17,483 17,998 18,847 19,208 3.0%

치과의사 40,539 41,374 41,444 41,422 41,116 41,930 0.3%

약사 58,407 69,431 70,498 72,160 73,128 74,092 2.4%

간호원 382,926 469,011 483,380 476,897 495,834 515,754 3.0%

물리치료사 52,056 61,999 62,602 64,327 66,919 68,923 2.8%

ERM 조정사 21,589 25,091 25,861 26,589 27,489 28,112 2.7%

안경사 10,012 16,147 17,124 18,139 19,575 20,707 7.5%

발음교정사 13,483 16,551 17,135 17,799 18,506 19,247 3.6%

족전문의 8,789 10,890 11,068 10,997 11,045 11,299 2.5%

정신운동훈련사 4,588 6,208 6,540 6,827 7,181 7,510 5.1%

작업요법사 3,888 5,693 6,067 6,438 6,834 7,214 6.4%

시력교정의 2,137 2,679 2,808 2,919 3,081 3,232 4.2%

보청기사 1,313 1,905 2,029 2,116 2,229 2,352 6.0%

총 808,080 951,251 972,230 972,877 1,000,927 1,027,037 2.4%
자료:  보건통계국(2010), Comptes nationaux de la sant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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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프랑스의 의사 총수는 약 20만 명이며 이 중 임상의가 11만 명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제약회사,  
연구소, 보험회사 등에서 활동

○  임상의 중에서는 일반의가 6만여 명, 전문의가 5만여 명으로 조사

<표 7> 협상방식에 따른 의사 수 분포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2011/2000

1. 일반의 60,823 61,294 61,359 61,315 60,974 0.0%

secteur1 51,640 53,289 53,562 53,734 53,662 0.4%

secteur2 8,536 7,196 7,010 6,798 6,556 -2.6%

DP 58 24 24 21 16 -12.1%

비협약의 589 785 763 762 740 2.3%

2. 전문의 53,171 54,315 54,464 54,663 54,701 0.3%

secteur1 33,164 32,501 32,303 32,156 31,951 -0.4%

secteur2 18,744 21,262 21,657 22,047 22,322 1.8%

DP 1,184 411 360 316 272 -13.7%

비협약의 79 139 1344 144 156 7.0%

소계(1+2)1) 113,994 115,603 115,823 115,978 115,675 0.1%

의사총수2) 194,000 208,249 209,143 207,457 208,727 0.7%

주:  1) 임상에 종사하는 의사의 합계 

2) 임사의사 이외에 제약회사, 연구소, 보험회사, 미디어, 정부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모든 의사를 포함

자료: DREES(2011). comptes nationaux de la santé

3. 프랑스의 의료자원 관리

■  프랑스는 1970년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던 병상 수와 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보건계획
(Planification sanitaire)을 세우고. 보건지도(Carte sanitaire)를 도입

○  이에 따라 신규병원을 설립할 때 의료자원, 즉 의료장비와 병상수 등이 지역간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듬

○  또한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병원을 단기(20일 미만), 중기, 장기(80일 이상) 치료병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 단기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료환자와 첨단기술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중기병원은  

재활치료환자, 정신과치료환자, 그리고 장기병원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각 

병원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병원이 함께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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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91년 법안에서, 1970년 도입된 보건지도(Carte sanitaire)와 더불어 국가보건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보건의료정비계획(Schema regional de l’organisation sanitaire, SROS)을 발표함

○  지방의료 정비계획은 지역별로 인적구성 변화, 의료기술의 변화, 기존 공급규모의 질적, 양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내 의료수요의 변화를 추정하도록 함

○  지방의료정비계획에 따라 그 지역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병상수, 의료장비, 병원신설 및 증축  

등에 제한을 두고 이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허가를 함. 이 정비계획은 매 5년마다 재검토됨

■  1996년 법안(또는 알랭 쥐뻬(Alain Juppé ) 법안)에서는 지방병원청(Agences regionales de 
l’hospitalisation, ARH)을 설립하여 이제까지는 각 지방의 도지사(préfet)와 지방건강보험기금에서 담당해 
왔던, 보건계획의 수립, 자원배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2010년 4월 정부는 지방병원청(ARH)를 포함한 7개 지방보건행정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지방보건청
(ARS) 창설

○  지방보건청(ARS)은 전국 2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약 300~350명, 총 9,000여명이 

근무

○ 지방보건청의 역할을 크게 공공보건과 의료공급 규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공공보건활동으로는 암예방 캠페인과 같은 건강예방, 건강증진, 그리고 공중위생 감시업무가 주가 됨

· 의료공급 규제는 외래나 입원, 장기요양 부문의 의료기관 설립이나 병상규모 확장 신청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최적의 의료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고려하며 공급 규제 

· 지방 보건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 등은 지방보건청에 보건의료 종사자 대표, 보건의료기관 대표, 

환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지방보건회의(Conférence régionale de la santé et de l’autonomie, 
CRSA)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짐

4. 시사점

■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의료기관 위주로 이루어져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지역적·분야별  
불균형 문제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 공공보건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의료를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의하고, 기능중심 공공보건의료 개념에 따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통합관리 방안”을  

국내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공공의료기능을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확충하고, 

취약지역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정부 지원내용, 관리체계, 준수사항(표준진료 

제공, 환자의뢰 및 후송 의무 등)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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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건계획의 수립 및 의료자원의 공급관리는 전문성과 중장기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1991년 지방병원청(ARH)를 설립하고, 2010년 지방보건청(ARS)으로 

확대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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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시대에 총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환, 장애, 영
아사망의 발생위험이 높은 조
산·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하면
서, 이들의 높은 입원의료 수요
는 0세아의 총 의료비 및 인구 
1인당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
고 있음

-  조산·저출생체중아로 인한 사
회경제적 부담과 인구자질 향
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의 발생이 증가일로에 있
는 데 대한 우려와 관심이 보다 
절실한 시점에 있음

1. 논의 배경

■  결혼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른 임신연령 상승 등 출산과 관련한 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질환, 장애, 영아사망의 발생위험이 높은 조산·저출생체중
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조산아는 2001년 총 출생아의 4.3%에서 

2010년 5.8%로 1.35배 증가함

○  출생체중 2,500g 미만의 저출생체중아는 2001년 총 출생아의 3.9%

에서 2010년 4.9%로 1.26배 증가함

■  하지만, 신생아집중치료 등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의 향상에 힘입어 신생아사망을 비롯한 영아사망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
세로, 자칫 건강고위험 출생아의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나 경각심을 불식
시킬 수 있음

○  영아사망은 1999년 출생아 1천명당 6.2명에서 2010년 3.2명으로 

48.4% 감소함

■  이에, 2001~2010년간 0세아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와 함께 (주로 
신생아기의) 조산·저출생체중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를 살펴
봄으로써, 인구자질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측면에서 출생
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함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

최정수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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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  2001~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질병별 입원 및 외래 진료실적자료1)

○  분석항목2): 내원(입원)일수, 총 진료비. 단, 총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비용(공단부

담금 및 환자본인부담금)으로서 비급여, 지정진료 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대상질환: 전체질환, 조산·저출생체중(ICD-10, P05~P07)3)

3. 0세아 내원(입원)일수 추이

가. 전체질환

■  2001~2010년간 0세아의 연간 총 내원(입원)일수
는 출생아수와 더불어 변동을 보였으며, 총 내원(입
원)일수 중 외래내원일수의 분율은 감소하고 입원
일수의 분율은 증가함

○  2001년 대비 2010년에 총 출생아수는 8.5% 

감소한 가운데 연간 총 외래내원일수는 약 20% 

감소하고 연간 총 입원일수는 2.2배 증가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　진료실인원의 경우 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 산정되어 총 실인원 개념이 아니므로 제외함

3)　조산과 저출생체중은 출생아의 임신주수와 출생 시 체중이 각각 37주 미만과 2,500g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국제표준질

병분류(ICD)의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O96) 중 태아 발육지연 및 태아 영양실조(P05)와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P07)에 해당함. 이들은 출생 직후부터 합병증을 포함하여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가운데 영아기 질환의 상당부분과 관

련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자료의 제한상 주로 신생아기 집중치료(중환자치료)과정에서 내려지고 있는 2개 진단군에 국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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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0세아의 연간 총 내원(입원)일수 추이(2001~2010년)

■  이와 함께, 2001~2010년간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내원(입원)일수는 다소의 변동 속에서 소폭 증가한 
가운데, 외래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입원일수는 증가함

○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외래내원일수는 2001년 14.1일에서 2010년 12.4일로 12% 감소하였으며, 

입원일수는 2001년 2.4일에서 2010년 5.8일로 약 2.4배 증가함

■  2001~2010년간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내원(입원)일수는 1세 이상 인구와 비교할 때, 입원일수에서는 
1세 이상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외래내원일수에서는 2003년까지는 1세 이상보다 다소 많았으나 이후에
는 1세 이상보다 적었음

○  2001~2010년간 0세아의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는 1세 이상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가운데, 1세 이상 인구와의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 차이는 2001년 1.5일에서 2010년 

3.8일로 증가함

[그림 2] 0세아 및 1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평균 내원(입원)일수 추이(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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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산·저출생체중(P05~P07)

■  조산·저출생체중(P05~P07)은 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조산·저출생체중아에게 진단되고 있음에 
따라 연간 총 내원(입원)일수 중 약 98%를 입원일수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산·저출생체중(P05~P07)
에 따른 0세아 100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는 2001년 54일에서 2010년에 59일로 약 9% 증가함

[그림 3]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연간 입원일수 추이(2001~2010년)

4. 0세아 의료비 추이

가. 전체질환

■  2001~2010년간 0세아의 연간 총 의료비는 총  
출생아수의 감소와 외래내원일수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큰 폭으로 증가함

○ 0세아의 연간 총 의료비는 2001년 1,787억원

에서 2010년 3,580억원으로 2배 증가함

○ 0세아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에서 모두 증가하였

으며 특히, 입원의료비는 2001년 1,033억원에

서 2010년 2,480억원으로 2.4배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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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0세아의 연간 총 의료비 추이(2001~2010년)

■ 이와 함께, 2001~2010년간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에서 모두 증가함

○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의료비는 2001년 21만 4천원에서 2010년 56만 2천원으로 2.6배 증가함

○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외래의료비는 2001년 15만 6천원에서 2010년 24만 9천원으로 1.6배 증가함

■  하지만, 총 의료비 및 인구 1인당 의료비는 의료수가와 환자수의 변동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0세아
와 1세 이상 인구의 연간 1인당 의료비 추이 및 내원(입원)일당 의료비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특히, 입원의 
경우에 0세아에서 1세 이상에서보다 입원율 혹은 입원자 당 입원일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4)

○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는 입원의 경우 0세아에서 1세 이상 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2001~2010년

간 증가율은 1세 이상에서 다소 높았으며, 외래의 경우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와 2001~2010년

간 증가율이 모두 1세 이상에서 0세아 보다 높았음

○  내원(입원)일당 의료비는 2001~2010년간 입원의료비와 외래의료비 모두에서 0세아가 1세 이상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가 폭 또한 적었으며 특히, 입원의료비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중반 

이후에 감소함

4)　진료실 인원을 알수 없으므로 입원환자수 증가인지 혹은 환자 당 입원일수 증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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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0세아 및 1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 추이(2001~2010년)

[그림 6] 0세아 및 1세 이상 인구의 내원(입원) 1일당 평균 의료비 추이(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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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산·저출생체중(P05~P07)

■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의료비는 입원의료비가 99%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연간 
총 입원의료비는 2001년 약 263억원에서 2010년 약 610억원으로 2.3배 증가함

[그림 7]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연간 총 의료비 추이(2001~2010년)

■  2001~2010년간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인구 1인당 및 입원일당 의료비는 전체  
질환의 인구 1인당 및 입원일당 의료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8]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인구1인당·입원일당 의료비 추이(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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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  0세 인구 의료비의 총 인구 의료비에 대한 분율은 특히 입원의료비에서 인구수 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의료비에서 더욱 큰 차이를 나타냄

○  2010년도 총 인구 중 조산·저체중 출생아의 분율은 0.05%이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연간 총의료비와 입원의료비는 각각 전 국민 연간 총의료비와 입원의료비의 0.15%와 0.43%를 차지함

○  2010년도 0세 인구 중 조산·저체중 출생아의 분율은 5.9%이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연간 총의료비와 입원의료비는 각각 0세 인구 연간 총의료비와 입원의료비의 17.2%와 24.6%를 차지함

<표 1>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의료비의 전국민 및 0세 인구 의료비에 대한 분율(2010년)

구분 총 인구 0세 인구
조산·저출생체중아

총인구 대비 0세 인구 대비

 총 인구수(명) 48,906,795 441,486 26,0481)  26,0481) 

인구 분율(%) 100.0 0.90 0.05 5.9

총 의료비(천원) 41,859,332,688 358,042,301 61,514,8942) 61,514,8942)

의료비 분율(%) 100.0 0.86 0.15 17.2

총 입원의료비(천원) 14,221,012,373 248,029,308 61,056,4632) 61,056,4632)

입원의료비 분율(%) 100.0 1.74 0.43 24.6

주: 1) 조산·저출생체중아 발생률(2010년, 5.9%) 적용

 2) 조산·저출생체중(ICD-10, P05~P07)에 따른 의료비 기준

자료: 통계청, 2010 인구동태보고 www.kosis.kr

■  결론적으로, 2001~2010년간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P05~P07)에 따른 연간 총 의료비, 인구 1인당 
의료비, 내원(입원)일당 의료비 추이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조산·저출생체중아의 발생 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0세 인구의 총 의료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조산·저출생체중아의 영아기 의료이용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과 비급여부문의 의료비를 제외한 점에서 실제 조산·저출생체중아의 발생으로 초래되는  
의료비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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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도 약 6,400억원(국
고 4,928억원)의 진료비 미지
급 발생하였고, 2012년에도 약 
8,000억원 미지급금 발생 예정

-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7 
~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진
료비 증가율이 10.55%로 건강
보험 9.61%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급여 재정안정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을 효율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

1. 의료급여제도 주변환경

■  1977년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시행된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30여년간  
우리사회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하지만 2002년부터 의료급여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위기가 

도래하였고, 의료급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2006년부터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마련하였음

■  2006년 이후 의료급여 혁신종합대책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으로 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기금부담금, 지급 기준)

· 21.3%(’06) → 7.2%(’07) → 5.5%(’08) → 6.6%(’09) → 

4.8%(’10)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8년 4월부터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전체진료비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보여졌음

·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

· 14.5%(’06) → 5.5%(’07) → 9.7%(’08) → 14.3%(’09) → 

8.5%(’10)

■  반면 이 기간 동안의 의료급여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은 진료비 증가율  
보다 적게 증가함

○  의료급여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

· 5.5%(’08) → 9.8%(’09) → 2.4%(’10) → 4.9%(’11)→ 

8.4%(’12) 이었음

· 2012년 8.4% 인상도 2010년 미지급금 보전금 2,000억원을 제외

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9%에 지나지 않음

<표 1> 연도별 의료급여 예산 증가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급여 예산 
(중앙정부)

35,927 37,908 34,186 35,002 36,718 39,812

증가액 1,981 -3,722 816 1,716 3,094

증가율 5.51 -9.82 2.39 4.90 8.43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신현웅 (건강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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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높은 진료비 증가와 적은 예산 증액의 차이로 인해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미지급이 발생

○  2010년 미지급 3,264억원(국고 2,513억원) 발생 ⇒ 2011년 예산으로 지급(’11.1.12) 

○  2011년에도 전년도 미지급금(3,264억원) 충당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약 6,400억원(국고 4,928억원)

의 진료비 미지급 발생

■  결과적으로 2007~2010년까지 실질 진료비 증가율이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으로 앞으
로도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갈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약 6,400억원 미지급금에서 2010년 미지급금 보전금 2,000억원을 감안한다고 해도 2012년 

약 8,000억원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WHO 보고서에서 제시된 재정적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의 해결방법(WHO, 2009, Financing Health 
Care in the European Union,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보건의료의 급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정수입을 증가 

○ 둘째, 현재의 재정수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급여를 삭감

· 급여의 폐지 및 상한도입, 본인부담금 확대, 의료수혜 대상자 축소 등

○ 셋째,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

■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급여범위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예산 증액 요구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조화롭게 대안을 만드느냐가 관건임

2.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가. 분석지표

■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진료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진료비를 요소별로 세분화해 보면

○ (1) 진료비 = 적용인구 ×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 식(1)에서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를 세분화식은 다음과 같음

○ (2) 진료비 = 적용인구 ×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입내원율) × 입내원일당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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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진료비, 적용인구,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 입내원일당 진료비 등 총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총진료비는 전체 의료급여 재정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이며, 적용인구 대상자 증가라는 절대규모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임

○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는 단위당 증가 정도를 판단해 볼 수 있음

○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는 양을 의미하며 소비자선택 반영(일부 공급자 유인문제 포함) 

○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강도를 의미하며 공급자 행태 반영

나. 분석 자료

■  본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3~2010년 사이에 의료급여 자격을 한번이라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진료비 지출 내역도 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된 모든 진료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건강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였음

■  통계연보와의 차이는 실제 진료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변화가 있던 시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  단, 진료비 내역을 청구건을 진료건수로 변경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입내원율 지표를 활용하였음

■  그리고 의료급여 제도 중에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자 확대와 2008년 건강보험으로 다시 편입
되는 과정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증가율 등에 왜곡현상이나 착시현상이 있어 차상위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분석을 추가하였음

<표 2> 연도별 총진료비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차상위 포함 차상위 미포함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전체 1종대상자 2종대상자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2003 21,254 21,254 17,080 4,175 207,419

2004 25,478 19.87 25,232 18.71 20,450 19.73 4,782 14.54 225,060 8.51

2005 32,596 27.94 29,972 18.79 24,377 19.20 5,594 17.00 248,615 10.47

2006 39,238 20.38 34,326 14.53 28,343 16.27 5,984 6.96 284,103 14.27

2007 41,694 6.29 36,226 5.53 30,284 6.85 5,942 -0.70 323,892 14.01

2008 44,160 5.91 39,746 9.72 33,595 10.93 6,151 3.53 350,365 8.17

2009 46,710 5.77 45,430 14.3 38,073 13.33 7,357 19.59 394,296 12.54

2010 49,285 5.51 49,285 8.49 41,344 8.59 7,942 7.95 436,570 10.72

증가율
’03~’10

12.77 12.77 13.46 9.62 11.22

’03~’06 22.67 17.33 18.39 12.75 11.06

’07~’10 5.73 10.81 10.93 10.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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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진료비의 증가추이는 차상위계층를 포함할 경우 2008년 5.91%, 2009년 5.77%, 2010년 5.51%로 안정
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차상위계층를 제거할 경우 9.72%, 14.3%, 8.49%로 높게 나타났음

○  2007~2010년 평균증가율은 의료급여가 10.81%로 건강보험 10.46%보다 높았으며, 여기서 건강보험

은 차상위가 포함된 것으로 차상위를 제외할 경우 증가율이 9.98%로 의료급여보다 더 낮았음

○  전체적으로 2007년만 의료급여 혁신대책으로 잠시 감소하였고, 2008년 이후는 차상위계층이 건강보

험으로 전환됨으로써 총진료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었음

<표 3> 연도별 적용대상자수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차상위 포함 차상위 미포함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전체 1종대상자 2종대상자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2003 1,628 1,628 934 694 47,103

2004 1,682 3.30 1,666 2.31 973 4.18 693 -0.02 47,372 0.57

2005 1,905 13.30 1,844 10.73 1,031 5.92 724 4.57 47,392 0.04

2006 2,023 6.18 1,804 -2.22 1,082 4.97 722 -0.38 47,410 0.04

2007 2,060 1.80 1,815 0.61 1,118 3.34 697 -3.48 47,820 0.86

2008 2,062 0.11 1,811 -0.22 1,142 2.15 669 -4.03 48,160 0.71

2009 2,065 0.14 1,838 1.50 1,132 -0.92 706 5.62 48,614 0.94

2010 1,827 -11.51 1,827 -0.58 1,130 -0.14 697 -1.28 48,907 0.60

증가율
’03~’10

1.66 1.66 2.76 0.06 0.54

’03~’06 7.51 3.47 5.02 1.30 0.22

’07~’10 -3.92 0.23 0.36 0.02 0.75

■  적용인구는 2003~2006년까지 4년간 연평균 7.51% 증가하였고, 차상위를 제외하더라도 3.47%로 대상자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해졌음

○  1종, 2종을 구분해 볼 때 1종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단지, 2009년 2종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대응책으로 한시생계 급여 대상자

(약 42만명)가 추가되었기 때문임



12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129

<표 4> 연도별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추이 (단위: 천원, %)

연도

차상위 포함 차상위 미포함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전체 1종대상자 2종대상자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2003 1,305 1,305 1,829 601 440

2004 1,515 16.04 1,515 16.03 2,102 14.93 690 14.78 475 7.89

2005 1,711 12.92 1,625 7.28 2,365 12.54 772 11.88 525 10.42

2006 1,939 13.37 1,903 17.13 2,620 10.76 829 7.36 599 14.23

2007 2,024 4.38 1,996 4.89 2,709 3.40 853 2.88 677 13.03

2008 2,142 5.80 2,195 9.96 2,942 8.59 920 7.87 724 6.90

2009 2,262 5.63 2,472 12.61 3,365 14.38 1,042 13.23 809 11.77

2010 2,698 19.24 2,698 9.12 3,659 8.75 1,139 9.35 892 10.24

증가율
’03~’10

10.93 10.93 10.41 9.56 10.61

’03~’06 14.10 13.39 12.73 11.30 10.82

’07~’10 10.04 10.55 10.54 10.13 9.61

■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도 차상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5.80%, 5.63% 19.24%로 나타났음

○  이는 2008~2009년 초에 1인당 진료비가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빠져나가서 진료비가  

적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0년은 1인당 진료비가 낮은 18세 미만 아동이 2009년 이후  

빠져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  차상위를 제외할 경우는 9.96%, 12.61%, 9.12%로 나타났으며,  2007~2010년 증가율은 10.55%로 

건강보험 9.61%보다 높음

·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도 2007년만 4.89%로 증가율이 낮고 이후에는 9%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절대값도 건강보험 892천원에 비해 2,698천원으로 대략 3배 높고 1종의 경우는 4배가 넘음

<표 5> 연도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단위: 일수, %)

연도

차상위 포함 차상위 미포함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전체 1종대상자 2종대상자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2003 45.81 45.81 60.35 26.25 14.64

2004 49.57 8.20 49.86 8.84 64.85 7.47 28.80 9.69 14.86 1.50

2005 52.01 4.94 50.88 2.04 69.37 6.96 30.84 7.09 15.33 3.16

2006 55.38 6.47 55.80 9.68 71.94 3.70 31.61 2.51 16.01 4.44

2007 54.07 -2.37 54.62 -2.12 69.22 -3.77 31.18 -1.36 16.53 3.25

2008 54.85 1.45 56.06 2.64 70.14 1.33 32.01 2.65 16.83 1.81

2009 54.15 -1.28 58.96 5.18 74.21 5.80 34.52 7.86 17.96 6.71

2010 60.78 12.24 60.78 3.08 76.39 2.93 35.47 2.74 18.54 3.23

증가율
’03~’10

4.12 4.12 3.43 4.39 3.43

’03~’06 6.53 6.80 6.03 6.39 3.03

’07~’10 3.98 3.63 3.34 4.3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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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에 있어서도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경우 2008~2010년 사이가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음

○  차상위 제외시 2.64%, 5.18%, 3.08%로 평균 3.63% 증가해 건강보험 3.90%보다 낮게 증가하고 있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여짐

○  과거 2003~2006년은 연평균 6.80% 증가하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2006년 당시는 총 진료비 증가를 

입내원일수가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6> 연도별 입내원일당 진료비 추이 (단위: 원, %)

연도
차상위 포함 차상위 미포함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전체 1종대상자 2종대상자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2003 28,496 28,496 30,303 22,907 30,089
2004 30,561 7.25 30,380 6.61 32,407 6.94 23,970 4.64 31,963 6.23
2005 32,888 7.61 31,940 5.14 34,096 5.21 25,042 4.47 34,229 7.09
2006 35,017 6.48 34,108 6.79 36,419 6.81 26,228 4.74 37,431 9.35
2007 37,440 6.92 36,551 7.16 39,132 7.45 27,355 4.30 40,972 9.46
2008 39,045 4.29 39,156 7.13 41,936 7.17 28,748 5.09 43,233 5.52
2009 41,778 7.00 41,925 7.07 45,335 8.11 30,177 4.97 45,161 4.46
2010 44,383 6.23 44,383 5.86 47,896 5.65 32,118 6.43 48,125 6.56
증가율

’03~’10
6.53 6.53 6.76 4.95 6.94

’03~’06 7.11 6.18 6.32 4.62 7.55
’07~’10 5.83 6.69 6.97 5.50 5.51

■  입내원일당 진료비 증가는 차상위를 제외할 경우에 2007년 후에도 7.13%, 7.07%. 5.86%로 평균 6.69%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5.51%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는 2006년 대책 이후에도 의료강도 측면에서 의료공급자가 공급량은 줄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총진료비 증가에 2003~2006년에는 입내원일수 증가가 크게 기여한 반면, 최근 2007~2010년 사이

는 입내원일당 진료비가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평균증가율 분석결과 요약 (단위 : %)

2003~2010 (8년) 총진료비 적용인구 1인당진료비
1인당 

입내원일수
입내원일당 

진료비
의료급여 12.77 1.66 10.93 4.12 6.53

의료급여 1종 13.46 2.76 10.41 3.43 6.76
의료급여 2종 9.62 0.06 9.56 4.39 4.95

건강보험 11.22 0.54 10.61 3.43 6.94
2003~2006

의료급여 17.33 3.47 13.39 6.80 6.18
의료급여 1종 18.39 5.02 12.73 6.03 6.32
의료급여 2종 12.75 1.30 11.30 6.39 4.62

건강보험 11.06 0.22 10.82 3.03 7.55
2007~2010

의료급여 10.81 0.23 10.55 3.63 6.69
의료급여 1종 10.93 0.36 10.54 3.34 6.97
의료급여 2종 10.15 0.02 10.13 4.39 5.50

건강보험 10.46 0.75 9.61 3.90 5.51
주: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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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가 2003~2006년에는 의료급여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2007~2010년 사이에도 차상위를 제외할 경우 의료급여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증가율도 건강보험보다 1%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

○  특히 2007~2010년 증가요인 중 입내원일당 진료비 즉, 의료강도의  증가가 6.69%로 영향이 커 의료

기관에 대한 통제기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

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및 공급체계 개편

■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는 DRG 도입,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전면 확대하여 
주치의제도 도입

○  외래는 인두제, 입원의 DRG 수가는 사전에 책정된 재정규모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 

○  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 병행

나. 본인부담 개선

■ 약국 본인부담 개선

○  현행 500원인 정액 약국 본인부담을 일정률의 정률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수 있음

○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52개 질환 경증질환으로 2,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값 정률 본인

부담 부과방안

■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개선

○  1종 수급권자 입원(현재 무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 부과방안 검토

·예를 들어, 요양병원 이용시 자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본인부담 부과하는 방안

다. 급여 제한

■  약제비 사용량과 사용기간 제한

○  사용량과 사용기간 제한하는 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다니면서 동일 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해서 처방·조제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후환수하는 방안

■  약국에서 조제는 Generic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Original을 원할 경우 추가분은 본인부담

■  물리치료 등 과다의료이용의 여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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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례관리 및 요양기관 감시 강화

■  의료급여 의료이용 적정화라는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수요자 측면에서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강화 

○ 의료급여 외래 과다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 사례관리 강화

■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  의료급여 공급자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의료급여청구경향 통보 

○ 진료비 부당 청구 관리강화를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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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 및 유전체학에 기반한 
신약개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물의 약품을 중심으로 하여 
암, 면역질환 등 중증질환의 전
문치료제로 개발되는 Specialty 
drugs가 증가하고 있음

-  Specialty drugs에 대해서도 현
재의 건강보험 급여원칙에 의
해 급여 및 약가결정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약제 사용의 적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과정에서의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Specialty drugs의 일반 현황

가. Specialty drugs의 정의

■  생명공학과 의과학의 발전에 따라 질병 진단기술과 신약개발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의 신약들은 일차의료 영역 이상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의료기관에서 주로 다루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치료제가 증가
하고 있음

■  Specialty drugs는 그 범위를 배타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그것이 나
타내는 특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생물의약품을 중
심으로 하여 암, 면역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의 전문치료제로 개발되는 의
약품”

나. Specialty drugs의 특성

■  Specialty drugs의 상당수는 생물의약품이며 주사제로 공급되는데, 주사
제는 일반적으로 경구용 의약품보다 가격이 높으며 의료기관에서 투여하
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약물의 사용 장소에도 영향을 미침

■  Specialty drugs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항암제,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등 신약들은 질병에 직접 관련된 세포 또는 물질 자체를 공격하는 표적치
료제로 개발되는 추세임

■  Specialty drugs는 대부분 생물의약품으로 생산, 보관, 관리 비용이 높고,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으로서 시장독점력이 높아 약가
가 매우 높음

Specialty Drugs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건강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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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적인 주요 초고가 Specialty drugs

제품명 성분 제조사 연간 약품비용 적응증

Soliris eculizumab Alexion Pharmaceuticals $409,500 발작성 야간혈색뇨증

Elaprase idursulfase Shire Pharmaceuticals $375,000 헌터 증후군

Naglazyme galsulfase BioMarin Pharmaceutical $365,000 마로토-라미 증후군

Cinryze C1 esterase inhibitor ViroPharma $350,000 유전성 혈관부종

Myozyme alglucosidase alpha Genzyme $300,000 폼페병

Arcalyst rilonacept Regeneron $250,000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Fabrazyme agalsidase beta Genzyme $200,000 파브리병

Cerezyme imiglucerase Genzyme $200,000 고셔병
자료: http://www.pharmaceuticalcommerce.com/frontEnd/1383-Forbes_rare_disease_orphan_drug_Genzyme_Biomarin.html

다. Specialty drugs의 시장 현황과 전망

■  세계 신약 시장에서 Specialty drugs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일차의료 영역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만료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반해 중증질환에 대한 Specialty drugs의 

개발 및 출시는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미국 의료보험 약제비용에서 Specialty drugs은 10.4%를 차지하였으며 아직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은 높지 않음. 그러나 연간 시장성장률이 기존 의약품시장 성장률의(5.8%) 3배에 이르는 16.1%로 

매우 높게 나타남(Towers Perrin, 2008)

■  생명공학 및 유전체학에 기반한 신약개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Specialty drugs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2009~2014년 시장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로 항암제, 면역질환 치료제의 생물의약품으로 전망되며 

전통적인 화합물의약품 시장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Datamonitor, 2010)

■  Specialty drugs는 시장이 좁은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마케팅이나 판촉비용이 
들지 않음

○  Specialty drugs는 대상 환자의 범위가 넓지 않고 상급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므로 질환전문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며, 따라서 일차의료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비해 마케팅 전략이 달라짐

○  Specialty drugs는 치료제의 필요성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

와 차별성을 가지는 경우 보험급여 가능성이 높고 고가로 판매 가능하므로 제약기업의 주요 전략시장

으로 인식됨

■  대표적인 Specialty drugs 의약품군은 다음과 같음(MM&M, 2010)

○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및 HIV/AIDS약,  면역억제제, 에리스로포이에틴, 자기면역질환 생물의약품  

치료제, 면역촉진제, 자가면역 조절제, 이뮤노글로불린, 혈액응고제, C형간염 치료제 인터페론

○  위 의약품군의 대부분은 세계 시장 상위 20개 치료군에 속해 있으며, 자가면역조절제, HIV 항바이러스

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등은 2010년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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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시장 10대 Specialty drugs 유형

구분 전체 Specialty drugs 시장 중 비중 (%)

항암제 35.7

항바이러스제 및 HIV/AIDS약 9.1

면역억제제 9.1

에리스로포이에틴 8.5

자기면역질환 생물의약품 치료제 8.2

면역촉진제 6.6

자가면역 조절제 4.2

이뮤노글로불린 3.7

혈액응고제 3.0

C형간염 치료제 인터페론 2.9
자료: IMS Health, 2011.

<표 3> 2010년 세계시장 20대 의약품

순위 제품명 적응증 2010년 판매액 (백만 US$) 전년 대비 성장률 (%)

1 Lipitor 고혈압 12,657 5.2

2 Plavix 고지혈증 8,817 -6.2

3 Seretide 천식 8,469 -3.4

4 Nexium 위궤양 8,362 4.4

5 Seroquel 정신분열증 6,816 1.3

6 Crestor 고지혈증 6,797 13.2

7 Enbrel 류마티스관절염 6,167 24.0

8 Remicade 류마티스관절염 6,039 5.2

9 Humira 류마티스관절염 5,960 10.3

10 Zyprexa 정신분열증 5,737 19.7

11 Avastin 대장암 5,532 6.6

12 Singulair 천식 5,466 11.1

13 Abilify 정신분열증 5,430 9.2

14 Mabthera 비호지킨 림프종 5,034 16.3

15 Lantus 당뇨병 4,686 7.8

16 Aricept 치매 4,432 16.7

17 Actos 당뇨병 4,317 8.5

18 Lovenox 혈전 4,282 3.9

19 Herceptin 유방암 4,165 -5.3

20 Diovan 고혈압 4,157 6.7

자료: IMS Healt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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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ty drugs는 향후 더욱 빠르게 성장하여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에서 항암제 시장은 2013년까지 연간 1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900개 이상의 

항암제가 개발중임(Krauskropf, 2011)

○  2013년까지 Specialty drugs의 세계시장 규모가 1천6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MM&M, 2010)

2. Specialty drugs 관련 정책 이슈

가. 높은 약품비와 빠른 성장에 의한 재정적 부담 증가

■  Specialty drugs의 대부분은 생물의약품 신약으로서, 특허 만료 시 이를 대체할 저가의 복제의약품 개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필요가 존재함

○  미국, 유럽 등 Specialty drugs가 활발하게 사용되며 또한 약제비 지출 억제에 대한 요구가 큰 국가들 

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물의약품 복제약의 허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생물의약품 신약의  

시장독점기간이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표 4> 주요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현황

제품명 성분명
2007 매출

($B)
적응증 개발사

특허 만료
연도

엔브렐(Enbrel) Etanercept 5.3 류마티스 관절염 Amgen 2012

에포젠(Epogen) Epoetin-α 5.3 빈혈 Amgen 2013

레미케이드(Remicade) Infliximab 4.4 류마티스 관절염 Johnson&Johnson 2013

아보넥스(Avonex) Interferonβ-1a 1.8 다발성 경화증 Biogen Indec 2013

레비프(Rebif) Interferonβ-1a 1.6 다발성 경화증 Serono 2013

휴마로그(Humalog) Insulin lispro 1.4 당뇨병 Eli Lilly 2013

뉴포젠(Neupogen) Filgrastim 1.2 호중구 감소증 Amgen 2013

세레자임(Cerezyme) Imiglucerase 1.1 고셔병 Genzyme 2013

코팍손(Copaxone) Glatiramer acetate 1.6 다발성 경화증 Teva 2014

리툭산(Rituxan) Rutuximab 4.5 비호지킨 림프종 Genentech 2015

뉴라스타(Neulasta) Pegfilgrastim 3.0 백혈구 개선 촉진 Amgen 2015

란투스(Lantus) Insulin glargin 2.7 당뇨병 Sanofi-Aventis 2015

얼비툭스(Erbitux) Cetuximab 1.7 대장암 BMS/Merk 2015

휴미라(Humira) Adalimumab 3.0 류마티스 관절염 Abott 2016

허셉틴(Herceptin) Trastuzumab 4.0 유방암 Genentech 2019

아바스틴(Avastin) Bevacizumab 3.4 대장암 Genentech 2019

루센티스(Lucentis) Ranibizumab 1.2 황반변성 Novartis 2019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 BioIn 스페셜 이슈&특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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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ty drugs 중 특히 고가의 제품들은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의약품으로서, 초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등재의 가능성이 높지만 약가 결정이 쉽지 않음

○  국내에서도 일부 초고가 Specialty drugs에 대해 약가결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으며 리펀드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공급이 이루어진 바 있음

나. 건강보험 급여 결정과 관련한 근거의 중요성

■  Specialty drugs 중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은 임상적 최종 효과(clinical outcome)가 아닌 중간단계의 효과
(surrogate outcome)만으로 허가되기도 함. 그러나 중간단계의 효과가 반드시 임상적인 효과성을 보장하지는 
못함

■  고가로 출시되는 Specialty drugs는 대체치료제가 있는 경우 급여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비급여되는 경우 임상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근거 생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그러나 중증질환자들은 치료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기존 치료제로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비급여된 치료제라도 사용하고자 할 것임

○  고가의 치료제이므로 임상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근거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 근거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

다.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 및 관리 중요

■  Specialty drugs는 중증질환자의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므로 환자의 건강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적정 사용이 특히 중요함

○  장기간 처방조제 후 부작용 발생시 약제 사용이 중단되므로 재정 낭비가 초래됨. 따라서 치료효과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약물선택이 이루어져야 함

■  비용효과성 미비 등의 이유로 비급여되거나  허가초과(off-label) 범위에서 사용되는 Specialty drugs의 경우, 
적정 사용을 위한 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암 치료에서 이루어지는 의약품 사용의 75%, 희귀질환에서 의약품 사용의 90%가 허가사항 초과 사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됨(Hampt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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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약품 사용 및 비용 관리 대상 영역의 변화

■  의약품의 적정 사용 또는 약제비용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입(intervention)시 Specialty drugs에서는 환자  
보다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전통적으로 약제 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활성화 또는 약제비용 억제를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제도를 이용하거나 공급자의 제네릭 처방 조제를 촉진하는 전략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Specialty drugs에서는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Specialty drugs의 주요 대상인 중증질환자들은 치료제에 대한 요구도가 특히 높아 본인 부담금의 조절을  
통한 약제 사용 통제는 효과가 낮으며 오히려 환자의 비용부담을 가중하거나 필요한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우려가 있음

○  중증질환에서 본인부담금의 인상이 Specialty drugs의 최초 사용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약의 사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고 하여 약의 사용이 감소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남(Goldman  et al., 2006)

■  Specialty drugs의 상당수는 생물의약품으로서 주사제 형태로 공급되므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되며,  
의원보다는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의료기관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Specialty drugs 사용의 질 관리 및 비용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의 주요 대상영역은 일차 

의료가 아닌 전문치료 영역이 될 것이며, 의원보다는 병원 부문이 주요 대상기관이 될 것임

3. Specialty drugs 관련 정책 방향

가. Specialty drugs의 보험급여 관련 정책 

■ 건강보험 틀 내 급여 원칙 유지

○  고비용 의약품은 신약개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Specialty drugs가 주요 치료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를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약제 급여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라는 기준은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약가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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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 관한 의사결정의 유연화

○  현재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에서 본인부담률이 5% 및 10%로 낮아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나 비급여 Specialty drugs에서는 전액 본인부담하게 되므로 환자의 부담수준이 매우 높아짐.  

그럼에도 중증질환에서는 환자의 약제에 대한 선택폭이 낮으므로 고가의 Specialty drugs를 불가피 

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대체 가능한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낮은 급여율을 적용하더라도 급여권에 포함시켜 전액 

본인부담하던 환자의 부담을 낮추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나. Specialty drugs의 적정 사용을 위한 정책

■   의약품 공급에 대한 관리 강화

○  Specialty drugs의 대상 질환은 환자들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증질환이며,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약제의 사용이 자발적으로 낮아질 가능성 또한 낮음. 중증질환에서 약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관찰과 관리는 더욱 중요하며, Specialty drugs의 사용 후 환자에서 나타나는 약효과 

부작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용을 적절히 통제하는 기전이 필요함

○  환자의 질병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정적 영향이 큰 고가의 Specialty drugs에 대해서는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질환의 전문의사가 있고 약제 사용에 대한 자발적 질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

으로 제한하여 적정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급여권 내 관리를 통한 적정 사용 촉진

○  비용효과성의 미흡으로 비급여되었으나 위험 대비 편익으로 볼 때 사용이 합리적인 Specialty drugs

에 대해서, 낮은 급여율로 시작하여 점차 급여권으로 흡수하여,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적정 사용을 위한 관리하에 두는 것이 필요함

다. Specialty drugs의 근거 강화를 위한 정책

■조건부 급여 제도의 도입

○  우수한 치료효과의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급여를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근거를 생산

하기 위한 제한된 시험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급여하는 근거생산 조건부급여(conditional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 제도를 도입함

· 조건부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으며, Specialty drugs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 통제된 조건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의 적절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으며,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추가 생산하여 급여의 타당성에 

관하여 추후 재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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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초과 사용(off-label use)에 대한 근거 확보

○  사회적으로 근거 생산이 필요한 허가초과 사용을 파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근거를 생산하여 합리적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약제에 대하여 보건학적, 재정적 영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과학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생산함

·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새로운 적응증으로 허가할 만큼 근거가 확보되었다면 적응증을 추가하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험급여 여부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성, 유효성이 미흡하다면 더 이상 그러한 허가초과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약물 사용지침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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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구) 밖에 소재하
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
이 높았고, 의료기관까지의 소
요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었음

-  응급의료 발생시 119 도착시간
에서도 도농간 차이가 있었으
며,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주
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접근성
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특히 일반의료는 물론 응급의
료 분야에서도 농어촌지역 주
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
다는 사실은 도시에 비해 노인 
등 취약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할 때 시급
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
사하고 있음

1. 배경 

가. 조사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 현상이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점차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빈곤수준은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전반적으로 건강취약계층이 농어촌에 밀집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현실은 단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

■  고령화 및 낮은 경제적 여건은 주민의 건강상태로 이어져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은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연령표준화 사
망률 또한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적인 만성질환 유병률이 농어촌에서 더 높은 것은 물론, 농업  

노동의 기계화, 시설화 등에 따른 농작업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전체 산업재해율이 0.71%1)인 것에 비해 농업재해율은 1.40%로 2배 

가량 높음

○ 또한, 손상, 교통사고, 자살 사망률 또한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여건은 도시지역에 못지않게 농어촌지역에도 의료
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은 전체  
의료기관의 12.9%, 전체 병상수의 15.4%만이 농어촌에 분포되어 있음2)

○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가량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전체의 4.8%로 의료기관의 지역

분포에 비해 더욱 열악함

1)　2008년도 기준

2)　2007년 12월 기준

농어촌 주민의 일반·응급의료이용 현황 및  
시사점

김동진 (건강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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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 거주민의 일반의료 및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일~9일 사이 총 7일간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존의 자료원에 비해 농촌의 현황을 살펴보고 도농간 비교를 위한 조사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샘플링하였으며, 또한 농어촌의 의료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최신의 자료라는 장점이 
있음

나. 조사대상자 일반 사항 및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분포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농어촌에서 고령의 여성인구가 많고, 
비교적 소득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음

○ 응답자 중 도시지역은 남성(51.74%)이, 농어촌지역은 여성(52.79%)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연령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졌음

○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농어촌지역이 33.87%로 도시지역의 14.16%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농어촌지역이 10.21%로 도시지역의 20.16%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음

■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도시 13.41%, 농어촌 27.59%), 의사진단에 의한 질환 유병률 또한 도시
지역(29.76%)에 비해 농어촌지역(39.0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 

하는 비율(도시 16.0%, 농촌 24.7%)의 도농간 격차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환별로는 도시, 농어촌 모두 고혈압, 관절염, 당뇨 등 성인병의 유병률이 높았고, 관절염(도시 5.36%, 

농어촌 10.69%), 농부증(도시 1.34%, 도시 4.31%)의 경우 지역간 편차가 큰 질환으로 나타났음

○  평소 건강관리 활동 또한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응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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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전체 P-value

전체 373 (100.00)  627 (100.00) 1,000 (100.00)

성별

남성 193 (  51.74)  296 (  47.21) 489 (  48.90)
0.165

여성 180 (  48.26)  331 (  52.79) 511 (  51.10)

연령

20~39세 166 (  44.50) 180 (  28.71) 346 (  34.60)

0.000

40~49세 87 (  23.32) 124 (  21.95) 211 (  21.10)

50~59세 62 (  19.62) 116 (  17.89) 178 (  17.80)

60~69세 29 (    7.77) 95 (    9.76) 124 (  12.40)

70세 이상 29 (    7.77) 112 (    8.54) 141 (  14.10)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4 (    3.81) 82 (  13.29) 96 (    9.76)

0.000

50~100만원 미만 38 (  10.35) 127 (  20.58) 165 (  16.77)

100~150만원 미만 38 (  10.35) 66 (  10.70) 104 (  10.57)

150~200만원 미만 39 (  10.63) 70 (  11.35) 109 (  11.08)

200~250만원 미만 51 (  13.90) 82 (  13.29) 133 (  13.52)

250~300만원 미만 36 (    9.81) 55 (    8.91) 91 (    9.25)

300~350만원 미만 52 (  14.17) 46 (    7.46) 98 (    9.96)

350~400만원 미만 25 (    6.81) 26 (    4.21) 51 (    5.18)

400만원 이상 74 (  20.16) 63 (  10.21) 137 (  13.9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한 편임 39 (  10.46) 41 (    6.54) 80 (    8.00)

0.000

건강한 편임 144 (  38.61) 228 (  36.36) 372 (  37.20)

보통임 140 (  37.52) 185 (  29.51) 325 (  32.50)

조금 안 좋음 38 (  10.19) 130 (  20.73) 168 (  16.80)

매우 안 좋음 12 (    3.22) 43 (    6.86) 55 (    5.50)

평소 건강관리 여부

건강관리 하지 않음 152 (  40.75) 259 (  50.20) 411 (  41.10)
0.863

건강관리 하고 있음 221 (  59.25) 368 (  58.69) 589 (  58.90)

의사진단에 의한 질환 여부

질환 있음 111 (  29.76) 245 (  39.07) 356 (  35.60)
0.003

질환 없음 262 (  70.24) 382 (  60.93) 644 (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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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주민의 일반의료 이용 현황

■  농어촌 주민의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1,000명의 응답자 중 의사 진단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356명(35.60%: 도시 29.76%, 농어촌 39.07%)에 대해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음

○  현재 의사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 356명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용 중인 의료기관의 위치, 소요시간 등을 분석하였음

가. 거주지역내 의료기관 이용 현황

■  의사진단 유병환자 365명 중 85.39%가 거주지가 속한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시군구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응답자 365명 중 68.54%만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자신의 거주지역 동일 시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도시지역의 경우 

84.68%, 농어촌지역은 85.71%로 나타났음

○  그러나 지역을 시군구로 한정할 경우 자신의 거주지역과 동일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도시지역의 경우 76.58%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64.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 

거주민의 경우 타 시군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도시지역 거주민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현황 (단위: 명(%))

구 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전체 P-value

전체 111 (100.00)  245 (100.00) 356 (100.00)

시도 기준

동일지역 94 (  84.68)  210 (  85.71) 304 (  85.39)
0.799

타지역 17 (  15.32)  35 (  14.29) 52 (  14.61)

시군구 기준

동일지역 85 (  76.58) 159 (  64.90) 244 (  68.54)
0.028

타지역 26 (  23.42) 86 (  35.10) 112 (  31.46)

나. 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 및 교통수단

■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응답자의 50% 이상이 20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반대로 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의료기관 이용시 소요시간  (단위: 명(%))

소요시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전체 P-value

전체 111 (100.00) 245 (100.00) 356 (100.00)

10분 이내 55 (  49.55) 67 (   27.35) 122 (  34.27)

0.000

10~20분 이내 23 (  20.72) 51 (   20.82) 74 (  20.79)

21~30분 이내 8  (   7.21) 46 (   18.78) 54 (  15.17)

31~60분 이내 5 (   4.50) 31 (  12.65) 36 (  10.11)

60분 이상 20 (  18.02) 50 (  20.41) 70 (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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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이 10분 이내가 49.55%로 50%에 육박한 반면, 1시간 이상 소요

시간은 18.02%에 불과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10분 이내가 28.07%인 반면 1시간 이상은 21.05%

로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음

○   2010년 수행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병의원이 거주지역과 같은 행정리내에 있거나, 타지역

이지만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경우가 33.7%,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있는 경우가 전체의 1.6%

였고, 종합 병원 기준으로는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경우가 5.0%,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의 

18.4%였음

○  본 조사결과를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거주지

에서 보다 가까운 의료기관이 있으나, 치료를 위해 보다 먼 곳에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

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의료기관 이용시 교통수단은 전체적으로 버스이용자가 가장 많고, 도보, 승용차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도보(38.7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버스(30.63%), 승용차(22.52%)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버스(38.7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승용차(29.80%), 

도보(24.08%)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의료기관 이용시 교통수단 (단위: 명(%))

교통수단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전체 P-value

전체 111 (100.00) 245 (100.00) 356 (100.00)

도보 43 (  38.74) 59 (  24.08) 102 (  28.65)

0.095

버스 34 (  30.63) 95 (  38.78) 129 (  36.24)

승용차 25 (  22.52) 73 (  29.80) 98 (  27.53)

열차 2 (    1.80) 6 (    2.45) 8 (    2.25)

택시 2 (    1.80) 5 (    2.04) 7 (    1.97)

기타 5 (    4.50) 7 (    2.86) 12 (    3.37)

다. 질병치료시 어려운 점

■  질병치료시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3.70%가 경제적 문제를 꼽았고, 다음으로 25.90%가  
간병인의 문제를 지목하였음

○  질병치료시 애로점에 대해서도 지역별 편차가 드러나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접근성(도시 12.33%, 농어촌 22.65%)을 질병치료시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표 5> 질병치료시 어려운 점 (단위: 명(%))

어려운 점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전체 P-value

전체 373 (100.00) 627 (100.00) 1,000 (100.00)

치료비가 많이 듬 173 (  46.38) 264 (  42.11) 437 (  43.70)

0.001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음 48 (  12.87) 52 (    8.29) 100 (  10.00)

의료기관이 멈 46 (  12.33) 142 (  22.65) 188 (  18.80)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음 99 (  26.54) 160 (  25.52) 259 (  25.90)

기타 7 (    1.88) 9 (    1.44) 16 (    1.60)



144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145

» II. 건강보장연구

3.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 현황

가. 응급상황 경험

■   전체 조사대상자 1,000명 중 23.40%에 해당되는 234명만이 응급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응급상황 경험 비율은 도농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응급상황 종류로는 사고나 중독 보다는 질병

으로 인한 응급상황(71.79%)이 많았음. 이러한 현상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음

<표 6> 응급상황 발생 경험 (단위: 명(%))

응급상황 발생 경험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전체 P-value

전체 373 (100.00) 627 (100.00) 1,000 (100.00)

없다 289 ( 77.48) 477 (  76.08) 766 (  76.60)
0.612

있다 84 ( 22.52) 150 (  23.92) 234 (  23.40)

나. 응급상황시 병원전 단계에 대한 대처

■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병원전 단계와 병원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조사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최대한  
빨리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병원전 단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

■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해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하는 곳은 119로 나타났음. 응급상황을  
경험한 응답자(234명) 중 61.54%가 응급상황시 가장 먼저 119에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게  
연락해 의료기관 방문(29.49%), 본인 스스로 의료기관 방문(4.70%), 이웃 등 타인의 도움으로 의료기관 방문
(4.27%)의 순이었음

■  또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의 응급처치(first response)를 받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비교해 
보면 역시 119에 연락을 취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 119에 연락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4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응급의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표 7> 응급환자 발생시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하는 곳 및 연락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 분
 도시지역 (N=84) 농어촌지역 (N=150) 전체 (N=234) 

연락처 소요시간* 연락처 소요시간* 연락처 소요시간*

119 51 (60.71) 10.2 93 (62.00) 14.3 144 (61.54) 12.9

본인 4 (  4.76) 15.0 7 (  4.67) 18.6 11 (  4.70) 17.3

가족 28 (33.33) 20.5 41 (27.33) 24.7 69 (29.49) 23.0

타인 1 (  1.19) 25.0 9 (  6.00) 37.2 10 (  4.27) 36.0
주: *119에 연락할 경우: 응급차가 도착할때까지 걸리는 시간, 119외에 연락할 경우: 응급의료기관(병원 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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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환자 발생시 어려운 점

■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주위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37.61%)였고, 
두 번째로는 응급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 문제(25.21%)인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지역의 경우 응급시 어려운 점이 없었다는 응답도 25.00%로 나타났으나 농어촌에서는 그러한  

응답은 14.67%에 불과했으며, 응급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 문제(29.33%)와 119 구급차가 도달하기 

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18.00%)에서는 도시에 비해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음

<표 8> 응급환자 발생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어려운 점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전체 P-value

전체 84 (100.00) 150 (100.00) 234 (100.00)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 33 (  39.29) 55 (  36.67) 88 (  37.61)

0.054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멈 15 (  17.86) 44 (  29.33) 59 (  25.21)

119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11 (  13.10) 27 (  18.00) 38 (  16.24)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21 (  25.00) 22 (  14.67) 43 (  18.38)

기타 4 (    4.76) 2 (    1.33) 6 (    2.56)

4. 시사점

■  농어촌 거주민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은 각종 선행연구는 물론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잘 나타
나고 있음

○  그에 반해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기관 몇 병상 수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위협

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도농간 건강수준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 농어촌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농어촌지역병원은 크게 보건의료원3), 지방의료원4), 민간병원 등으로 나눌 수 있음5). 농어촌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이들 병원들은 수익성 악화와 의료인력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체계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때문에 농민단체 등 일선에서는 농어촌지역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병원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6)

○  일본은 주민수 및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불채산 지역을 정하고 해당지역에서 운영중인  

공립병원에 대해 특별양여금 지원

3)　울릉, 화천, 평창, 태안, 무주 등 17개

4)　영월, 삼척, 속초, 홍성, 서산 등

5)　나백주(2012). 농어촌 지역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및 여건, 농림부 발표자료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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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서 인접한 병원까지 차로 1시간 이상되는 지역을 의료취약지역으로 정의

하고 해당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필요 경비 지원

○  캐나다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을 고려하는 정책 실시

■  일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외에도 손상, 교통사고, 자살 사망률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높다는 사실은 응급의
료와 응급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병원전 단계에 대한 정책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이슈는 “응당법”으로 대표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준강화 등으로  

주로 “병원단계”에서의 서비스 질 강화로 표현할 수 있음

○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문제를 농어촌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해보면, 병원단계는 물론 응급의료기관 

으로 후송하는 “병원전 단계”부터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동안 농어촌 응급의료 정책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
고 있는 반면, 최근 “응당법”실시 이후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반납 하는 등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응급의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음7)

○  응급의료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신속하게 치료가 제공될 

때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짐

○  따라서 응급의료의 지역화는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응급의료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책으로 전반적인 틀을 구성하고, 이후에는 지
방정부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음8)

○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의료제공 환경 차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정책을 수립하되 세부적인 정책들을 지방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이 실시되도록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7)　(재)응급의학연구재단(2011).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방안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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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가 지닌 사회적 중
요성에 비례하여 최저생계비 
관련 쟁점도 다양하며 쟁점들 
중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
성(최저생계비의 높낮이), 최저
생계비 계측방식의 타당성(전물
량 방식 vs 상대적 방식)임

-  본 자료에서는 빈곤 및 최저생
계비에 대한 개념과 연도별 최
저생계비 변화를 살펴보고, 쟁 
점을 정리한 후 정책과제로 지
역별 최저생계비 도입방안과 
상대방식 도입방안을 제시하 
고 있음

1.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  빈곤의 개념

○   빈곤(poverty)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이를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그 이유는 “아름다움(美)이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듯이 빈곤도  

그와 같이 하나의 가치판단”이며(Orshansky, 1969: 37), OECD

보고서(1976: 62)에서 언급한 바처럼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

운 빈곤개념은 있을 수 없기”때문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현자의 돌(philoso- 

pher’s stone)1)
’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음(Rein, M. 1968)

· 그럼에도 빈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내리

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과업 중 하나

이며, 사회적 적절성을 논하는 출발선이 됨

○  학자들(Rowntree, Townsend, Sen 등)이 내린 빈곤의 개념적 정의

는, 첫째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구분됨

■ 빈곤선의 개념

○  빈곤선(poverty line)이란 빈곤의 개념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 수치 

이며, 계측방식에 따라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그리고 주관적 빈곤

선으로 나누어짐

■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으로 

정의됨

1)　‘현자의 돌’은 중세 연금술사들이 찾으려 했던 신비의 돌을 말하며, 모차르트가 5명의 작곡가

와 더불어 작곡했던 오페라 곡 이 름이기도 하다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김미곤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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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활용 목적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기준선이며, ‘한 나라의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저소득기준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최저생계비는 

3년을 주기로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Method)에 의해 계측되는 일종의 절대적 빈곤선임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이면서, 최저소득기준이자 공공부조기준선이라 할 수  

있음

2. 최저생계비 수준의 변화

■ 최저생계비와 중위 소득 및 지출(4인 근로자가구 기준)

○  공식적 의미를 지닌 최저생계비는 1999년에 처음으로 계측되었으며, 당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01,357원으로서 중위소득의 45.5%, 중위 가계지출의 57.8%였음

○  이후 2004년, 2007년, 2010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 절대적인 수준이 인상되었으나,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및 중위 가계지출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표 1> 최저생계비와 중위 소득 및 지출과의 관계(4인 근로자 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최저생계비 중위 소득 중위 가계지출

금액 상승률 금액 상승률 비율 금액 상승률 비율

1999년
(계측치)

901,357 - 1,980,520 - 45.5% 1,558,456 - 57.8%

2000년 928,398 3.0% 2,128,370 7.5% 43.6% 1,739,481 11.6% 53.4%

2001년 956,250 3.0% 2,300,000 8.1% 41.6% 1,896,301 9.0% 50.4%

2002년 989,719 3.5% 2,460,000 7.0% 40.2% 1,979,695 4.4% 50.0%

2003년 1,019,411 3.0% 2,650,000 7.7% 38.5% 2,200,630 11.2% 46.3%

2004년 1,055,090 3.5% 2,900,000 9.4% 36.4% 2,356,760 7.1% 44.8%

2004년
(계측치)

1,103,235 8.2% 2,900,000 - 38.0% 2,356,760 - 46.8%

2005년 1,136,332 7.7% 3,050,000 5.2% 37.3% 2,441,491 3.6% 46.5%

2006년 1,170,422 3.0% 3,232,350 6.0% 36.2% 2,584,440 5.9% 45.3%

2007년 1,205,535 3.0% 3,445,830 6.6% 35.0% 2,731,890 5.7% 44.1%

2007년
(계측치)

1,232,569 5.3% 3,445,830 - 35.8% 2,731,890 - 45.1%

2008년 1,265,848 5.0% 3,638,480 5.6% 34.8% 2,982,148 9.2% 42.4%

2009년 1,326,609 4.8% 3,604,950 -0.9% 36.8% 2,903,539 -2.6% 45.7%

2010년 1,363,091 2.8% 3,814,960 5.8% 35.7% 3,125,602 7.6% 43.6%

2010년
(계측치)

1,397,488 5.3% 3,814,960 - 36.6% 3,125,602 - 44.7%

자료: 최저생계비; 김미곤·여유진 외(2010), 중위 소득 및 지출; 통계청(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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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관련 쟁점

■ 사회적 적절성 vs 경제적 효율성

○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높다는  

주장과 낮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 높다는 주장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국민연금 급여수준보다 높다는 

점을 들고 있음. 예컨대,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20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수 있는 완전노

령연금액보다 높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내재하고 있음

· 반면, 낮다는 주장은 ‘최저생계비 체험’등을 통하여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임

○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관련 쟁점의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사회적 적절성

(social adequacy)간의 상충성 문제임

· 최저생계비 수준이 높다는 주장은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에, 낮다는 주장은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

· 서로 다른 가치(경제적 효율성 vs 사회적 적절성) 간의 상충성 문제를 적정성이라는 잣대로 규명 

한다는 것은 결국 ‘현자의 돌’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몇 가지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외국의 최저소득보장 수준과 최저생계비 간의 비교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최저소득기준이자 공공부조기준선임. 그러므로 외국의  

최저소득기준과 비교하여 그 수준의 적정성을 가름해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음

○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이란 공공부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적 소득 

패키지를 합한 금액을 말함. 여기에는 공공부조제도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

수당) 등이 포함됨

○  <표 2>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가정할 때, 평균생산직근로자임금(APW:Average 

Production Worker Wage) 대비 최저소득보장 수준을 나타낸 것임

○ 우리나라의 최저소득보장 수준은 미국보다는 높으나, <표 2>의 비교대상국가 보다 낮음



154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155

» III. 사회보장연구

<표 2> APW 대비 최저소득보장의 최대 현금급여 비율(2002년)

구분
공공부조

3인가구기준
(부부+1자녀)

주거 급여

가족급여(FB)
(3~12세 한 자녀) 최대급여액

/APW
 보편적 자산 조사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37
35~41

72
36~39

29
25~30

56
43

32~33
43~44

57
43
53
50
33

34~39
40
32
13

35~36

공공부조에 포함
-
6
16
20
17
10

공공부조에 포함
지역에 따른 차이
공공부조에 포함
공공부조에 포함

10
10
-
-
11

공공부조에 포함
20
-

 공공부조에 포함

 6 -
 4(실업가구) -
 4 -
 4 -
 9 -
 6 -
 6 6
 4 -
 - 5
 - 1
 8 -
 3 -
 4 -
 - 4
 - 2
 5 -
 3 -
 4 -
 - 3
 - -

43
45
82
59
58
53
78
47
38+
45
65
56
67
54
35
55
43
56
16
36

주:  각 나라마다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타급여의 최대액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급여의 최

대액을 적용하였음. 따라서 실제 대체율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여유진(2005)

■ 상대빈곤선과 최저생계비 간의 비교

○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이므로 OECD 등의 상대빈곤선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약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도 상대빈곤선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주요 기관 및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대빈곤선은 <표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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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기관 및 연구자들의 상대빈곤선

주요 기관 및 연구자 상대빈곤선

OECD 중위 가구소득의 40, 50, 60%

EU 중위소득의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 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가구소득의 1/2

V. 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빈곤층은 평균가구 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자료: 김미곤(1997)

○  <표 1>에서 살펴본 바처럼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약 36.6%이고, 그리고  

<표 1>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평균소득 대비 비율은 32.8%임. 이는 OECD의 중위소득의 40%  

기준과 세계은행의 1/3 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임

■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비교

○  이론적인 측면에서 최저생계비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이상이고, 기타지표(예, 중위소득)와의 비율이  

유지되는 수준이하여야 함. 즉, 물가상승률≤최저생계비 인상률≤수준균형 방식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관계임

· 여기서, 1999년2) 최저생계비를 적정 수준이라고 간주한다면, 이후의 최저생계비 적정수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1999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생활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절대적인 관점에서의 추정치 

이상이 되어야 함. 왜냐하면, 최저생계비의 변화는 물가의 변화와 생활의 질의 변화가 포함되기  

때문임

· 둘째, 1999년 최저생계비와 기타 지표와의 비율이 유지되는 수준이하여야 함(수준균형방식으로  

추정한 상대적 최저생계비 이하)

○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음.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가 절대적 관점

으로 산출되지만, 계측 과정에서 ‘생활의 질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의미함

· 반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최저생계비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1999년 최저생계비의 

중위소득 비율보다 낮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999년 이후 2010년까지의 최저생계비 변화는 물가 상승률 이상이나  

수준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이는 이론적으로 규정한 넓은 의미의 적정선 범위 내에 존재함

을 의미함

2)　과거의 최저생계비(1988, 1994)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저생계비가 아니고, 연구자 수준의 계측안 이었음. 1999

년 최저생계비는 처음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저생계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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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과의 비교 (단위: 원, %)

구분 
최저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금액 상승률 상승률 추정생계비1) 상승률 추정생계비1)

1999년2) 901,357 - - - - -

2000년 928,398 (3.0%) (2.3%) 921,720 (3.7%) 934,397

2001년 956,250 (3.0%) (4.1%) 959,206 (5.1%) 982,040

2002년 989,719 (3.5%) (2.8%) 985,709 (2.5%) 1,006,408

2003년 1,019,411 (3.0%) (3.5%) 1,020,345 (4.0%) 1,047,054

2004년 1,055,090 (3.5%) (3.6%) 1,056,986 (4.9%) 1,098,829

2004년2) 1,103,235 (8.2%) - - - -

2005년 1,136,332 (7.7%) (2.8%) 1,086,099 (4.0%) 1,143,270

2006년 1,170,422 (3.0%) (2.2%) 1,110,447 (3.1%) 1,178,526

2007년 1,205,535 (3.0%) (2.5%) 1,138,589 (3.2%) 1,215,876

2007년2) 1,232,569 (5.3%) - - - -

2008년 1,265,848 (2.7%) (4.7%) 1,191,811 (5.3%) 1,280,376

2009년 1,326,609 (4.8%) (2.8%) 1,224,669 (2.1%) 1,306,770

2010년 1,363,091 (2.8%) (3.0%) 1,260,868 (3.4%) 1,350,793

2010년2) 1,397,488 (5.3%) - - - -

주: 1)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실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최저생계비임. 정확한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 소수점아래까지 계산하였으므로 

상승률로 산출한 값과 차이가 날수 있음.

 2) 최저생계비  계측치임. 나머지는 연도는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치임

자료: 최저생계비; 김미곤·여유진 외(2010), 물가상승률, 통계청 KOSIS

■ 최저생계비 적정성관련 정책과제(지역별 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 도입)

○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최저생계비는 서로 다른 가치(사회적 적절성 vs 경제적 효율성)를 바탕으로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됨. 즉,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됨

○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대하여 아직도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별 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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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는 살고 있는 지역, 가구규모, 주거 점유형태,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그러므로 지

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정책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현재 정책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전세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임

○  그 결과 대도시 월세 가구의 경우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반대로 농어촌 자가  

가구의 경우 어느 정도 충분한 수준임

○  따라서 지역별 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를 정책에 도입하여야 함. 동 지역별 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연구에서는 이미 계측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매년 최저생계비 인상시 점진적 

차등 인상 적용이 필요함

4.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관련 쟁점

■ 절대적 방식 vs 상대빈곤선

○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관에 따른 절대적 최저생계비로서 전물량 

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계측이 이루어졌음

·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여러 가지 관점의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의 주관(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이 결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의 합의과정에서 비생산적인 논의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계 및 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는 상대빈곤선 

도입 또는 합리적인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정책과제(상대적 최저생계비 도입)

○  상대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먼저 중소도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를 결정한 후

·PL4t = Y4t ＋α
PL4t : 기준연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Y4t : 기준연도 4인가구의 소득(또는 지출)의 추정치 또는 과거 몇 년간의 실적치

α : 상대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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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에서 지역별 승수를 곱하여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결정. 과거 20여년간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비율이 107: 100: 85로 안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에 동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결정

○  그리고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추정3)함. 

즉,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 가구균등화지수. 만약, 주거급여 

등이 분리된다면 가구균등화지수 대신 주거 균등화지수를 산출하여 적용

○  상대적 최저생계비 도입시 핵심적인 요소는 상대적 비율을 얼마로 결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임. 이는 

원칙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며, 동 비율은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정되어야 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동 비율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직전 계

측연도의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지출)의 비율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상대방식에 의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음. 1)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상대방식으로 결정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 2) 상대방식의 기본이념에 따라 가구규모별 Yit 를 결정한 후 상대적 비율(α)을 곱하는 방식이 있음.  

즉, PLit = Yit +α.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은 최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첫 번째 방식이 더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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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은 사회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최근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단위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진함

-  지역사회는 사회정책의 단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지역사
회의 사회통합에 대한 지표개발
과 모니터링은 긴요한 과제임

-  시론으로 지역사회 단위 사회
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측
정을 시도하였음

1.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의 의미

○  경제성장과 소득빈곤을 넘어서서 한 사회의 실태를 가늠하는 대안적 

논의들 중 하나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통합이 핵심적 

과제로 등장.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내 연구도 진전을 

보였음. 반면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상대

적으로 일천한 수준

■ 지역사회통합의 의의

○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중 하나

○  지역사회는 생활환경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의 근간이 됨

○  또한 지역사회는 사회정책의 중요한 단위로 개인 단위보다 낙인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적 논의

○  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community)는 물리적 공간과 심리, 정서적 

소속감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지역 발전이나 계획 분야에서는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를 의미

· 사회통합을 주제로 할 경우 지역사회는 물리적 공간 개념에 더하여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적절

· 지역사회의 영역 설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적·물리적  

경계와 사회적·문화적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임. 하지만 이런 사

례는 매우 희귀하고 결국 분석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지역

사회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지표의 의의와 적용

이현주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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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에 기초한 지역사회는 사회정책을 염두에 두는 경우 이점을 가짐

· 행정구역은 지역사회의 정책 개선을 위한 단위이기 때문이며, 또한 필요한 각종 자료들도 이러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집계가 용이하기 때문임

· 본 자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분석을 시도. 분석 단위로 광역자치단체를 선택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필요한 자료들의 공개가 광역단위로 한정되는 경향 때문임

■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적 접근

○  사회통합은 다의적 개념임

· 대표적으로 Bernard와 Chan은 모두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삶의 모습과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따라서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 측정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함

·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거나 다면적인 이유는 일면, 사회통합의 문제가 각 사회마다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은 조작적 수준의 정의가 가장 중요

·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참여

를 확대하는 사회적 역량과 그 결과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 지역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  선행연구와 기존의 정책적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됨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 및 삶에 영향을 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과 제도

·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

2.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 지표의 구성

■ 지표구성의 방향

○  지역사회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암묵적으로 제시, 긍정적인 내용을 우선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 부정적 의미의 지표도 선택하지만 해당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임

○  지역사회 단위의 지표는 국가단위 지표와 일부 차별화가 필요

· 다른 지역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표들,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완화 내지 해결

이 어려운 지표들은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

○  가능한 수준에서 인구 및 면적 등 지역의 기본적인 조건 및 환경이 반영 가능하여야 함

· 특정 지표의 값이 다른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아 유사 평가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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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구성의 원리

○  사회통합은 결과이자 조건

· 사회통합지표는 어떠한 현상 혹은 상태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동시에  

포괄할 필요

· 시계열적으로 보면 “현상－정책적 노력－결과(현상)”이 순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의 측면

만 살펴보더라도 결국 다른 측면까지 이미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사회통합은 주관적인 성격과 객관적인 성격을 동시에 내포

· 최근에는 사회통합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조건보다도 주관적인 판단이나 인식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강조됨

· 사회성원들의 인식이 반드시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조건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함께 고려되는 지표군의 선정이 필요

○  지표는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함

·지표들은 비교적 간단한 수치들로 사회와 지역사회을 진단하는데 사용됨

○  지표의 구조 중 대분류 내의 소분류나 소분류 내의 개별 지표는 각기 해당 지표군을 대표하지만 다른 

지표나 지표군에 의하여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는 것을 선정

■ 지표의 구성과정과 개요

○  지역단위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그리고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지표 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통합지표의 최종 구성이 이루 어졌음

○  지역단위 사회통합지표는 크게 안정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주관적 통합인 응집성으로 구성

· 안정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은 주로 객관적 조건에 해당. 반면 응집성은 주민의 주관적 인식으로  

표현되는 사회통합으로 결과에 해당

· 안정성, 형평성, 응집성이 현재의 상황을 초점으로 한다면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사회 통합지표에  

담는 영역

· 기존 연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지만 최근 이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강조, 보완

■ 지표의 내용

○  안정성은 기본적인 삶의 환경과 안전을 보장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안전은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범죄율, 자연재해수준, 재정자립도로 구성

·건강은 건강의 배경인 대기오염도, 결과인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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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은 경제사회적 기회, 기초서비스 접근에서의 형평성을 측정

· 교육분야 기초서비스 접근성은 고등학교 기준, 국어과목 기초학업성취비율(기초학력 미달비율)을  

활용, 문·이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결과적 학업성취도를 선택

○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의 기반과 이를 끌어갈 주민의 참여정도를 의미

· 발전기반은 1인당 GRDP성장률, 노령화지수, 폐기물재활용비율로 구성. GRDP는 성장률을 활용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대변하도록 선택

· 참여는 지방선거투표율과 자원봉사참여율로 구성

○  응집성은 주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통합의 수준으로 결과적 의미의 사회통합을 대변

·지역사회의 소속감, 이웃에 대한 신뢰, 그리고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포괄

· 응집성이라는 지표의 생산을 위하여 활용할만한 적절한 지역단위 자료가 부재. 따라서 제시한 분석

결과는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인 지표로 예시한 것

<표 1> 지역단위 사회통합지표의 구성

대분류 정의 소분류 지표

안정성
기본적인 삶의 

환경과 안전 수준

안전
십만명당범죄발생건수(-) 
자연재해피해액 (-) 
재정자립도

건강
대기오염도
(PM10:미세먼지배출량)(-) 
주관적 건강상태

형평성
경제적 기회, 기초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형평성

경제 사회적 기회

고용률
빈곤율(-)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관리직공무원 비율

필수서비스접근성
천명당 의사수
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학업성취도

지속 가능성
지속적 발전의 객관적 
기반과 이를 이끌어 

갈 주민의 참여

발전 기반
1인당 GRDP성장률
노령화지수(-) 
폐기물재활용비율

참여
지방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응집성
주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통합의 수준으로 결과적인
의미로 사회통합

소속감/신뢰
지역사회소속감 
이웃에 대한 신뢰

만족감 거주지역 만족도

* (-)표시의 지표는 해당 지표의 감소를 지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표. 즉 해당 지표의 값이 줄어들수록 사회통합이 높아짐을 의미

출처: 이현주 외, 201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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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사회통합의 실태

·지역사회(광역자치단체) 사회통합의 수준을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안정성

○  안전(1): 십만명당 범죄발생건수

· 2005년 현재 인구 십만명당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십만명당 4,465건 발생. 

2순위는 광주(4,434건), 3순위는 전남(4,071건).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서 

3,015건이 발생

○  안전(2): 자연재해피해액

· 자연재해 피해액이 큰 지역을 보면 2005년 기준 전북이 5,066억, 전남이 약 2,500억으로 나타났고 

경북이 821억원, 경남이 2773억원임.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628만원, 대전이 약 4천만원으로 

집계됨

·부산, 광주, 울산을 제외하고는 대도시 지역 외 지방이 자연재해피해액이 큼

○  안전(3): 재정자립도

·전국적으로 대도시지역보다 도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음

· 2005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5.0%. 2순위는 대구(72.6%).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1.9%에 불과

○  건강(1): 대기오염도(PM10:미세먼지배출량)

· 2005년 현재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9,916톤이며 2순위는  

경기(8,945톤), 3순위는 경북(5,737톤)이 차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서 456

톤에 불과

○  건강(2): 주관적 건강상태

· 2005년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인천(0.58). 2순위는 경기(0.52), 

3순위는 울산(0.47)이 차지. 경북지역은 0.1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형평성

○  경제사회적  기회(1): 고용률

· 2005년 현재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68.3%, 2순위는 경북(63.7%), 3순위는 전남

(63.6%)이 차지. 2005년 현재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55.7%

○  경제사회적  기회(2): 빈곤율

· 2005년 현재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28.9%. 2순위는 경북(27.3%), 3순위는 강원

(27.1%). 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8.1%

○  경제사회적  기회(3):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관리직공무원 비율

· 2005년 현재 여성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2.1%. 2순위는 대구(7.3%), 3순위는 인천 

(6.9%)이 차지.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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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필수서비스  접근성(1): 천명당 의사수

· 2005년 현재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05명. 2순위는 광주(1.81명), 3순위

는 대전(1.76명).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0.93명)에 불과

○  필수서비스  접근성(2):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 2005년 현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42.9%. 2순위는 서울(36.3%), 

3순위는 대구(32.5%).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8.5%

○  필수서비스 접근성(3): 학업성취도

· 2008년 국어과의 기초미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와 강원도로, 각각 2.2%. 다음 부산이 

2.3%, 제주와 광주가 2.5%

· 2008년 현재 학업성취도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은 경남(7.6%)과 경기(7.4%), 서울(7.3%), 충남

(6.2%) 순

■ 지속가능성

○  발전기반(1): 1인당 GRDP 성장률

· 2004년 대비 2005년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9.35%. 2순위는 전남(8.01%), 3순위는 

광주(7.64%).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0.09%)

○  발전기반(2): 노령화지수

· 노령화지수란 유소년 인구(0~1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2005년 현재 인구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87.1%. 2순위는 경북(76.6%), 3순위는 충남(72.1%).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서 24.5%

○  발전기반(3): 폐기물재활용 비율

· 2005년 현재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88.5%. 2순위는 강원도(76.4%), 3순위는 

전북(75.8%)이 차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서 35.5%

○  참여(1): 지방선거투표율

· 2006년 현재 지방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67.2%. 2순위는 전남(64.3%), 3순위는 

경북(61.5%).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44.3%

○  참여(2): 자원봉사참여율

· 2006년 현재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21.3%. 2순위는 충남(18.3%), 3순위는 

전남(17.9%)이 차지.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과 인천으로 각각 11.8%

■ 응집성

○  소속감/신뢰(1): 소속감

·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조사지역 중 지역사회소속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1.17점.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0.69점

○  소속감/신뢰(2): 이웃에 대한 신뢰

· 전국의 이웃에 대한 신뢰는 0.48점.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조사 지역 중 이웃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과 경남으로, 0.69점.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0.2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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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사회 소속감, 이웃에 대한 신뢰 (단위:점)

주 1):  지역사회 소속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2) 동의하지 않는다(-1) 동의한다(1) 매우 동의한다(2)로 재산정 후 평균값  

이웃에 대한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1) 다소 신뢰한다 (1) 전적으로 신뢰한다(2)로 재산정 후 평균값

자료: World Value Survey, 2005 

출처: 이현주 외, 2011: 146

[그림 2] 거주지역 만족도 (단위:점)

주: 매우  불만(-2) 약간  불만(-1) 보통  (0) 약간 만족(1) 매우 만족(2)로 재산정 후 평균값

자료: 통계청

출처: 이현주 외, 2011: 147

○ 만족감: 거주지역 만족도

· 통계청의 거주지역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거주지역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0.53점)

· 강원(0.36점)과 전남(0.31점)이 그 뒤를 이었으며, 거주지역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0.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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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지표 분석결과의 종합

○  지역사회별 각 지표의 수준을 개괄하면 광역자치단체별 강점과 약점이 다르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단

위로 자체적인 평가와 개별화된 정책 기획이 필요함을 시사

○  한편 기존의 선입관과 상이한 결과들도 적지 않음. 예를 들어 서울은 사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이지만 

학업성취도는 낮은 지역에 속함

○  도시지역은 소속감과 이웃 신뢰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인상적. 도시는 개인적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가져도 이웃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

○  재정자립도, 의사 수 등 생활 여건은 좋아도 도시 지역의 결과적 통합, 주관적 만족도는 낮은 것도  

주목할 결과

4. 지역사회 사회통합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안

○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지표를 정기적 생산, 모니터링하되, 중앙정부는 핵심 지표를 제시, 지표생산을  

지원하며

○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적 지표를 개발, 전국 표준의 핵심지표와 함께 생산하여 지역

단위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활용 가능한 자료의 생산이 필수적이며 주관적  

지표를 위한 조사는 시급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governance)을 고려한다면 향후 시·군·구 단위를 우선 고려할 필요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사회통합을 위한 지

역적 대응과제;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07-02)’
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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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가구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2008년  
또는 2009년을 정점으로 증
가세가 다소 완화하는 추이를  
보임

-  빈곤율과 지니계수 증가율은 
기준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데, 시장소득 기준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기준 증가율에 비
해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함. 이는 예산제약하에서 시장
소득 분배 개선에 정책역량이 
집중될 필요성을 시사함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의 절대적 빈곤율(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절대적 빈곤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높아지다가 2010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7.8%에서 2009년 10.9%까지 증가

했다가 2010년에 10.0%로 감소

·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6.1%에서 2009년 7.0%까지 증가

했다가 2010년에 6.3%로 감소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6.9%에서 2009년 8.1%까지 증가

했다가 2010년에 7.1%로 감소

·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7.8%에서 2009년 13.3%까지 증가

했다가 2010년에 10.0%로 감소

·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3.9%에서 2009년 7.4%까지 증가

했다가 2010년에 5.1%로 감소

■  1인 가구가 포함된 전국 비농어가의 절대적 빈곤율 
(정부발표 최저생계 비 기준)

○  1인 가구가 포함되면 빈곤율이 약 1~2%정도 더 높아짐.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단독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절대적 빈곤율은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에 다소 감소하였음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1)

1)　본고에서 이용한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김문길·김태완·박신영·이병희·임병인·이서현

(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의 결과를 인용하였고, 기술 내용은 김문길·김태완·이서현

(2012),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보건복지포럼』을 주로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김문길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16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169

» III. 사회보장연구

16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169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0.7%에서 2009년 12.8%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2.1%로 감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7.6%에서 2009년 8.4%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7.8%로 감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8.5%에서 2009년 9.5%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8.7%로 감소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10.9%에서 2009년 14.6%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1.4%로 감소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6.0%에서 2009년 8.5%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6.2%로 감소

[그림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26호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0.7%에서 2009년 12.8%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2.1%로 감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7.6%에서 2009년 8.4%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7.8%
로 감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8.5%에서 2009년 9.5%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8.7%로 감소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10.9%에서 2009년 14.6%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1.4%로 감소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6.0%에서 2009년 8.5%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6.2%
로 감소

[그림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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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8
8.2
9.4
9.7
10.0
10.2
10.9
10.0

6.1
6.1
6.8
6.8
7.0
7.0
7.0
6.3

6.9
6.9
7.9
7.7
7.7
7.8
8.1
7.1

7.8
7.6
9.3
10.1
10.3
10.3
13.3
10.0

3.9
3.9
5.1
5.3
5.9
5.7
7.4
5.1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6
2007
2008
2009
2010

10.7
11.2
11.6
12.8
12.1

7.6
7.8
8.0
8.4
7.8

8.5
8.6
8.8
9.5
8.7

10.9
11.1
11.2
14.6
11.4

6.0
6.6
6.5
8.5
6.2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원자료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  2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이후 다소의 등락을 거치며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나 2010년

에는 다소 감소하였음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13.1%에서 2007년 15.5%로 증가, 2008년 15.0%, 2010년 14.9%로 

감소

·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11.5%에서 2007년 13.1%로 증가, 2008년 12.9%, 2010년 12.1%로 

감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11.1%에서 2008년 12.6%로 증가, 2010년에 12.0%로 감소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4.6%에서 2009년 7.6%까지 증가, 2010년에 6.9%로 감소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5.8%에서 2009년 8.9%까지 증가, 2010년에 8.4%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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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가 포함된 전국 비농어가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2~3%p 정도 더 높은 수준에서 증가 후 2010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6.1%에서 2009년 17.3%로 증가, 2010년 17.0%로 감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3.8%에서 2009년 14.6%로 증가, 2010년 14.0%로 감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3.4%에서 2009년 14.1%로 증가, 2010년에 13.8%로 감소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7.6%에서 2009년 9.0%까지 증가, 2010년에 8.4%로 감소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8.8%에서 2009년 10.5%까지 증가, 2010년에 9.9%로 감소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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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상대적 빈곤율��� ��� ���

�1� 가�가 ��� 경� 2�3%� �� � �� �준에서 증가 � 2010년에 감소�는 ��
를 보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6.1%에서 2009년 17.3%로 증가, 2010년 17.0%로 감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3.8%에서 2009년 14.6%로 증가, 2010년 14.0%로 감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3.4%에서 2009년 14.1%로 증가, 2010년에 13.8%로

감소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7.6%에서 2009년 9.0%까지 증가, 2010년에 8.4%로 감소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8.8%에서 2009년 10.5%까지 증가, 2010년에 9.9%로 감소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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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1
13.8
14.7
14.8
15.5
15.0
15.4
14.9

11.5
12.1
12.8
12.8
13.1
12.9
12.8
12.1

11.1
11.8
12.4
12.1
12.6
12.6
12.2
12.0

4.6
5.2
5.9
6.5
7.0
6.3
7.6
6.9

5.8
6.4
7.1
7.7
8.4
8.0
8.9
8.4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6
2007
2008
2009
2010

16.1
16.7
16.7
17.3
17.0

13.8
14.6
14.5
14.6
14.0

13.4
14.1
14.1
14.1
13.8

7.6
8.1
7.8
9.0
8.4

8.8
9.4
9.4
10.5
9.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3. 불평등도 추이

■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의 지니계수

○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소득기준으로는 2003년부터 증가하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

는 추이를 보이고, 지출기준으로는 2003년부터 증가하다가 2008년과 2010년에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0.292에서 2008년 0.323으로 증가, 2010년 0.314로 감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0.281에서 2008년 0.303으%로 증가, 2010년 0.283으로 감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0.275에서 2008년 0.294로 증가, 2010년에 0.283으로 감소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0.226에서 2009년 0.255로 증가, 2010년에 0.245로 감소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0.241에서 2009년 0.272로 증가, 2010년에 0.262로 감소

■  1인 가구가 포함된 전국 비농어가의 지니계수

○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0.323에서 2008년 0.337로 증가, 2010년 0.332로 감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0.305에서 2008년 0.315로 증가, 2010년 0.306으로 감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0.297에서 2008년 0.306으로 증가, 2010년 0.298로 감소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0.258에서 2009년 0.266로 증가, 2010년 0.256으로 감소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0.276에서 2009년 0.284로 증가, 2010년 0.274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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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니계수 추이

<표 3> 지니계수 추이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292
0.301
0.306
0.312
0.321
0.323
0.320
0.314

0.281
0.289
0.292
0.296
0.302
0.303
0.297
0.291

0.275
0.282
0.285
0.288
0.293
0.294
0.290
0.283

0.226
0.231
0.241
0.251
0.255
0.244
0.255
0.245

0.241
0.250
0.257
0.269
0.276
0.267
0.272
0.262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6
2007
2008
2009
2010

0.323
0.333
0.337
0.336
0.332

0.305
0.312
0.315
0.311
0.306

0.297
0.303
0.306
0.304
0.298

0.258
0.263
0.253
0.266
0.256

0.276
0.285
0.277
0.284
0.27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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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니계수 추이

<표 3>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2003 0.292 0.281 0.275 0.226 0.241 

2004 0.301 0.289 0.282 0.231 0.250 

2005 0.306 0.292 0.285 0.241 0.257 

2006 0.312 0.296 0.288 0.251 0.269 

2007 0.321 0.302 0.293 0.255 0.276 

2008 0.323 0.303 0.294 0.244 0.267 

2009 0.320 0.297 0.290 0.255 0.272 

2010 0.314 0.291 0.283 0.245 0.262

2006 0.323 0.305 0.297 0.258 0.276 

2007 0.333 0.312 0.303 0.263 0.285 

2008 0.337 0.315 0.306 0.253 0.277 

2009 0.336 0.311 0.304 0.266 0.284 

2010 0.332 0.306 0.298 0.256 0.274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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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 불평등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빈곤, 불평등 변화의 특징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03년 대비 2010년 빈곤율과 지니계수 모두 시장소득 기준의 변화율이 경상소

득이나 가처분소득 기준의 변화율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음.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에도 2006년 대비 

2010년 빈곤율과 지니계수 모두 역시 시장소득 기준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인 이상 가구의 2003년 대비 2010년 변화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절대적 빈곤율의 변화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8.2%,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8%로 약 20%p의 

격차가 발생

·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9.9%,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7%로 약 7.2%p의 

격차가 발생

·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7.5%,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9%로, 약 4.6%p의 격

차가 발생

○  이 같은 결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발견 또는 유추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

실임

· 둘째, 시장소득 기준 변화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변화율 간의 격차가 클수록 재정지출에 의한 빈곤, 

불평등 완화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재정지출은 불평등 완화보다 빈곤완화에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임

을 유추할 수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의 절대적 빈곤율은 동 기간동안 33.2%나 증가했지만, 가처분 

소득 기준의 절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3.0% 감소하여, 재정지출에 의한 빈곤완화효과가 전가구에 비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상대적 빈곤율도 전가구에 비해 두 소득기준간 변화율의 차이가 더욱 크지만, 지니계수의 경우는  

두 소득기준간 변화율은 전가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표 4> 빈곤율, 지니계수 변화율 (단위: %)

구분
전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

2인 이상
(2003년→2010년)

28.2 2.8 33.2 -3.0

1인 포함
(2006년→2010년)

13.4 2.3 18.6 -5.5

상대적 빈곤율

2인 이상
(2003년→2010년)

9.9 2.7 10.1 1.2

1인 포함
(2006년→2010년)

5.5 2.9 3.6 -3.2

지니계수

2인 이상
(2003년→2010년)

7.5 2.9 7.1 2.7

1인 포함
(2006년→2010년)

2.7 0.3 2.1 0.3

자료: 김문길 외(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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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시사점

○  재정지출에 의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지만, 시장소득의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사실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보험의 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한 상황에서 시장소득의 빈곤

과 불평등 심화는 소득보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공공부조의 재정부담을 더욱 크게 할 것임

· 특히,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고령화는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

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시장소득 증가와 시장소득 분배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노동시장 활성화(activation) 정책에 정책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음

· 유연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네덜란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이 눈에 띄

게 개선된 사례2)를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임

○  한편,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전가구의 빈곤율과 불평등지수가 높다는 점, 그리고 재정지출의 빈곤완화 

효과가 도시근로자가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으로부터,

·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인구유형 또는 계층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고, 자영

업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2)　OECD(2008), Growing Unequal·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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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별 
특수성이 반영된 동일한 분석틀
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
부담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도
별로 수익비를 비교하였음

-  공무원과 사학연금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0년 신규입직을 
기점으로 전후 공무원 세대간 
수급구조가 이원화됨으로써 발
생하게 될 세대간 형평성 문제
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  최근 이루어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법개정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거나 현재 국회에(군인연금)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인별 또는 세대별 부담과 

수급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어느 정도 기초

로 하여 설계된 제도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사이에 수리적으로 균

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자 본인의 부담과 급여간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수 있음

·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0년부터 가입하는 후세대

는 이전 세대에 비해 확연하게 낮은 급여를 지급받도록 개정되었

으므로 개인별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수급부담구조 분석은 기존에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각각의 제도별로 인구 및 경제변수 등은 다른 가정을 
반영하여 분석하고 있음

○  공적연금 제도별 특수성은 반영하되 분석틀을 동일하게 하여 살펴보

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신화연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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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에 대한 분석지표는 수익비(benefit-cost ratio)를 기준으로 제도별로  
비교함1)

○  수익비는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급여를 얼마나 받아가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은퇴 이후 받게 되는 총 연금급여액을 뜻함

2. 분석개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익비 분석을 위한 기대수명 가정은 2011년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가정을 적용함

○  최근 들어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20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정에 비해 장기

적으로 기대수명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통상 일반국민의 기대수명보다 긴 편이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통계청의 기대수명을 그대로 적용함

<표 1> 수익비 분석을 위한 기대수명 가정: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단위 : 세)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이후

남자 58.67 61.78 67.29 72.25 77.20 79.31 81.44 83.42 85.09 86.59

여자 65.57 70.04 75.51 79.60 84.07 85.67 86.98 88.21 89.28 90.3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1)　수익비 외에 주요지표로는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수지균형보험료율 등으로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할수 있음. 내부 수익률은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합과 수급하는 연금액 총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뜻함(수익비가 ‘1’일 때 할인율). 수지균형보험료율은 수급

하는 연금액 총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를 뜻하는데 즉 수익비가 ‘1’이 되는 보험료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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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변수 가정은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적용함

○  직역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표 2> 수익비 분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단위: %)

경제변수가정1)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

경제성장률(명목) 6.8 / 6.5 4.8 3.7 3.2 2.9 2.7

임금상승률(명목) 6.3 / 6.0 5.3 4.9 4.6 4.5 4.5

금리(명목) 6.3 / 6.0 4.9 4.4 4.2 4.0 3.8

물가상승률2) 2.7 / 2.4 2.0

주: 1)  경제변수가정시 합계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중위가정인 1.40명을 반영

할 경우 경제변수 가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2)  2.7%는  2011~2015년, 2.4%는 2016~2020년 각각의 물가상승률임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  소득기준은 제도별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분석

○  국민연금의 경우 직역연금과의 비교를 위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수익비를 분석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외하고 직역연금과 비교함

■  가입기간은 10년, 20년, 30년, 40년으로 분석

○  직역연금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최대가입기간을 3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의 비교 및 

개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입기간 40년에 대해서도 분석함

■  가입시점은 1990년, 2010년, 2030년으로 분석

○  ‘2010년’은 2009년 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 의해 일부 개정법 내용이 2010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준으로 함

· 군인연금은 2011년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2010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적용하여 분석함

○  최근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을 개정한 2008년과 2009년 이전인 ‘1990년’을 기준으로 수익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개정효과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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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 이후 40%(40년 가입기간 기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2030년을 기준

으로 분석함

· 또한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기대여명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사

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의 특성상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30년을 

기준으로 분석함

<표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익비 분석개요

가입 시기 가입 기간 소득 기준
수급연령

국민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1990년 10년
20년
30년
40년

제도별 평균소득

60~64세 55세 42세

2010년 62~65세 65세 53세

2030년 55세

3. 분석결과

■  2010년 신규로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 수익비 분석결과

○  국민연금의 수익비(남성)는 가입기간에 따라 1.19배(20년)~1.16배(40년)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수급기간이 길어지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수익비는 1.65배(20년)~1.7배

(40년)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가 낮아지는 현상은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인상2)으로 인해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34배(20년)~1.37배(40년)로,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18%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인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87배(20년)~2.4배(40년)로 국민연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예측됨

·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역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비가 75%pt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　2010년 가입자의 수급가능연령은 수급시점에 따라 62세에서 65세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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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201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구분 수급연령 가정 10년 20년 30년 40년

남성

국민연금 62~65세 1.22 1.19 1.17 1.16

공무원과 사학연금 65세 1.34 1.36 1.37

군인연금1) 55세2) 1.87 2.38 2.40

여성

국민연금 62~65세 1.68 1.65 1.71 1.70

공무원과 사학연금 65세 1.87 1.99 2.01

군인연금1)3) 55세2) 1.87 2.38 2.40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09년 실적자료로, 현재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고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53세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2010년 신규가입시)

5

� 2030년 신규가입자에 대한 공적연금 수익비 분석결과

�2010년 ��가��에 비해 �대수�이 �어짐에 �� 수�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단 군인연금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2세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10년에 비해
소폭 낮아짐을 알 수 있음

�국민연금의 경우 2010년 가�시 소득대체율 4�%에� 202�년 40%�지 �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고 있음

·2030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0%로 적용되므로 직역연금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24%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09년 실적자료로, 현재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고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서도 다루

고 있지 않으므로 53세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표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201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구분 수급연령 가정

62세~65세

65세

55세2)

62세~65세

65세

55세2)

10년

1.22

1.68

20년

1.19

1.34

1.87

1.65

1.87

1.87

30년

1.17

1.36

2.38

1.71

1.99

2.38

40년

1.16

1.37

2.40

1.70

2.01

2.40

국민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1)

국민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1)3)

남성

여성

[그림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2010년 신규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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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2030년 신규가입자에 대한 공적연금 수익비 분석결과

○  2010년 신규가입자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단 군인연금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2세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10년에 비해 소폭 낮아

짐을 알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201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49%에서 2028년 40%까지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고 있음

· 2030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0%로 적용되므로 직역연금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24%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203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구분 수급연령 가정 10년 20년 30년 40년

남성

국민연금
65세

1.32 1.36 1.39 1.41

공무원과 사학연금 1.70 1.74 1.75

군인연금1) 55세2) 1.87 2.23 2.25

여성

국민연금
65세

1.44 1.49 1.79 1.81

공무원과 사학연금 1.87 2.23 2.25

군인연금1)3) 55세2) 1.87 2.23 2.25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개정안에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009년 기준 53세에서 55세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2030년 신규가입시)

6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35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개정전 제도를 적용받는 1990년 가입자에 대해 수익비를 분석함
으로서 법개정 효과를 살펴보았음

������ �� 가입��에 �� 2��3��20년��1������0년�로 ��� ��� 2010년
가입자에 비해 53%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 가입��에 �� 2�5��20년��1��5���0년�로� ����� ��가�로
2010년 가입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수익비가 높게 나타남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개정안에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009년 기준 53세에서 55세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표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203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구분 수급연령 가정

55세2)

55세2)

10년

1.32

1.44

20년

1.36

1.70

1.87

1.49

1.87

1.87

30년

1.39

1.74

2.23

1.79

2.23

2.23

40년

1.41

1.75

2.25

1.81

2.25

2.25

국민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1)

국민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1)3)

남성

여성

65세

65세

[그림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2030년 신규가입시) 



182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183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개정전 제도를 적용받는 1990년 가입자에 대해 수익비를 분석함으로서 법개정 효과를 
살펴보았음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2.83배(20년)~1.77배(40년)로 연금을 덜받는 2010년 가입자에 비

해 53%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2.5배(20년)~1.85배(40년)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10년 

가입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수익비가 높게 나타남

○  군인연금의 경우 평균수급연령이 42세로 가입기간에 따라 3.42배(20년)~3.3배(40년)로 수익비가 3배

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2010년 개정안에 비해 38%pt 높아진 것임

<표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199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구분 수급연령 가정 10년 20년 30년 40년

남성

국민연금 60세~64세 4.05 2.83 2.17 1.77

공무원과 사학연금 55세 2.50 2.02 1.85

군인연금1) 42세2) 3.42 3.54 3.30

여성

국민연금 60세~64세 4.22 2.95 2.90 2.50

공무원과 사학연금 55세 3.42 3.13 2.90

군인연금1)3) 42세2) 3.42 3.54 3.30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은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으므로 42세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1990년 신규가입시)

������ �� ��수���� �2�로 가���에 �� 3��2배�20년��3�3배��0년�로
수익비가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2010년 개정안에 비해 38%pt 높아진 것임

7

주:  1) 군인연금의 경우 2010년 신규가입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함
2) 군인연금은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으므로 42세로 가정함
3) 군인연금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분석함

<표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1990년 신규가입시) (단위: 배)

구분 수급연령 가정

60세~64세

55세

42세2)

60세~64세

55세

42세2)

10년

4.05

4.22

20년

2.83

2.50

3.42

2.95

3.42

3.42

30년

2.17

2.02

3.54

2.90

3.13

3.54

40년

1.77

1.85

3.30

2.50

2.90

3.30

국민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1)

국민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1)3)

남성

여성

[그림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재직기간별 수익비 (1990년 신규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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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별 특수성은 반영하되 분석틀을 동일하게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
구조를 분석하였음

○  2010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비해 18%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역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과 사

학연금에 비해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비가 75%pt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직역연금은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나, 개정한 이후에도 낸 돈에 비해 받아가는 
돈의 비율이 국민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개정전 제도를 적용받는 1990년 가입자에 대한 수익비를 살펴본 결과

○  국민연금의 경우 2010년 가입자에 비해 53%pt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0년 

가입자에 비해 35%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개정 후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직역연금의 경우 2010년 법개정에 의한 재정절감 상당부분이 공무원 세대간 수급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정 후에도 발생하는 비용지출의 부족분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전후 공무원 세대간 수급구조가 이원화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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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으로 
양적 측면에서 낮은 공적 사회
복지 지출, 보호주의적 노동시 
장, 포괄적인 사회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급여의 대상 표
적성, 조세의 누진성과 보장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호주 사회보장체계가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로는 첫
째, 복지국가의 목표를 예전 소
득의 유지보다는 낮은 수준에
서의 최저보장에 둠으로써 적
은 비용으로 낮은 수준의 빈곤
율을 유지하는데 비교적 성공 
하고 있다는 점, 둘째, 노후소
득보장개혁에서 호주식의 이층
체계(준보편적 자산조사 노령
연 금 + 강제적 기업연금)를 참
고할 만하다는 점, 셋째, 청장년
과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안
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호주
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 대 선 
별 논쟁의 정치적, 학술적 가치
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임

1.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성

■  호주의 사회와 경제

○  1901년 성립된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의 인구는 

2,150만에 이르며, 2011년 기준으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 15세 

미만 인구 비율이 18.4%이며, 노인 인구는 14.3%로 OECD 국가 중

에서는 비교적 ‘젊은’국가에 속함

<표 1> 호주와 한국의 사회·경제지표 비교

내용 호주 한국 연도

인구(천명) 21,472.3 48,874.5 2010

1인당 GDP(PPPs) 38,637.5 27,657.9 2008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 24.5 53.5 2008

15세 미만 인구비율(%) 18.4 16.2 2010

노인 인구비율(%) 14.3 11.0 2010

외국 출생자 비율(%) 25.0 - 2010

고용률: 전체(%) 73.2 63.8 2008

고용률: 남성(%) 79.6 74.4 2008

고용률: 여성(%) 66.7 53.2 2008

자영자 비율(%) 11.7 31.3 2008

중앙정부 세입(%) 35.3 33.3 2008

중앙정부 세출(%) 34.3 30.0 2008

총조세부담률(%) 30.8 26.6
호주2007,
한국2008

소득세 및 이윤세(%) 18.4 8.2
호주2007,
한국2008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8.2 8.4
호주2007,
한국2008

평균근로자의 조세부담(%) 26.9 20.3 2008
자료: stats.oecd.org

○  호주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에 

속함

· 유럽 외부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가 10위권에 드는 국가이며, 2010년에는 노르웨이에 이어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세계 2

위를 차지

· 부패지수는 OECD 국가 중 4위, 소수집단에 대한 인내도 지수

(tolerance index) 또한 OECD회원국들 중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은 수준으로 청렴하고 활력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음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여유진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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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구조

○  호주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부조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부조국가’임

· 그러나 이 때의 사회부조는 -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부조와는 달리 ‘준보편

적’성격이 강하며, 자산조사는 빈곤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부유한자를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됨

○  호주에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income support payments)는 크게 수당(allowances 

or benefits)과 연금(pensions)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수당은 일시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단기적 급여, 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에 의존

해야 하는 계층에게 주어짐. 대체로 수당에 비해 연금에게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됨

· 2010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표 2>와 같음

<표 2> 사회보장 급여 종류

범주 급여

가족 및 아동

가족 지원

가족세제급여 (Family Tax Benefit)
유급 출산휴가 (Paid Parental Leave)
예방접종 수당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출산수당 (Baby Bonus)
고아 수당 (Double Orphan Pension) 
가족 위기 급여 (Crisis Payment)

보육
보육 급여 (Child Care Benefit)
보육 세제 환급 (Child Care Tax Rebate)

노인, 질병 및
 장애인

노인

노령연금 (Age Pension)
배우자 연금 (Wife Pension) 
공과금 수당 (Utilities Allowance)
연방정부 건강 할인 카드 (Commonwealth Seniors Card)

질병 및 장애인
장애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병가 수당 (Sickness Allowance) 
보호인 수당 (Carer Allowance)

교육 및 노동

학생 및 청소년

학업 수당 (Austudy)
원주민 학업 수당 (ABSTUDY)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
벽지출신 학생 지원 급여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노동시장

실업 수당 (New Start Allowance)
실업자 배우자 수당 (Partner Allowance) 
과부 수당 (Widow Allowance)
육아 급여 (Parenting Payment) 
이동 수당 (Mobility Allowance) 
특별 수당 (Special Benefit)

기타 급여
사별수당 (Bereavement Allowance)
주거비 지원 (Rent Assistance)

자료: Centrelink(2011); Koken&Smith(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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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조건

· 호주의 소득 지원은 거주와 욕구에 기반함. 즉, 원칙적으로 유급 노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는 자는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조건은 크게 거주요건(residence requirements)과 소득(income) 및 자산

(asset) 조사 등 두 가지를 포함함

○  급여수준

· 소득 및 자산조사는 소위 자유영역(free area 또는 threshold amount)이라고 하여, 급여대상자가 

최대의 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공함 소득과 자산이 이 자유영역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수당 및 가족세제급여는 정해진 비율(taper rates 또는 reduction rates)로 감소하게 됨

· 일반적으로 수당은 연금에 비해 낮은 자유영역과 높은 급여감소율을 가짐. 이는 수당 수령자들은  

연금 수령자에 비해 계층 특성상 정규직(full-time) 등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정부 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충

분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

■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주요 특성

○  호주 사회복지는 비록 영연방의 일환으로 영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직·간접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대륙으로부터 고립된 지리적 환경, 백호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연대주의, 그리

고 노동당의 이른 집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였

음.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첫째, 양적 측면에서 낮은 공적 사회복지 지출

· 호주는 양적인 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복지 지체국(welfare laggard)에 속함. 2007년 기준으로 호

주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16%(총순사회지출은 18.7%)이며, 이는 동일한 자유주의 복지국가

로 분류되는 영국(20.5%)과 미국(16.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구성적인 측면에서 호주의 이러한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은 주로 낮은 연금지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즉, 호주의 연금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3.7% 수준으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 연금의 비

중이 높은 나라에 비해 1/3 내외에 불과함

<표 3> 주요 OECD 국가의 공적 사회지출(2007년)

국가 연금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소득지원

건강
사회

 서비스

공적
사회
지출

총
순사회
지출

France 12.48 4.58 7.49 3.85 28.40 28.3

Sweden 7.18 5.58 6.60 7.97 27.33 23.6

Denmark 5.56 7.02 6.51 7.00 26.10 21.4

Germany 10.71 3.96 7.86 2.63 25.16 25.1

Spain 8.04 5.08 6.07 2.39 21.58 19.5

Greece 11.86 1.98 5.83 1.65 21.33

Norway 4.70 5.38 5.70 5.00 20.80 18.3

Luxembourg 6.55 5.70 6.36 2.04 20.6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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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국가 연금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소득지원

건강 사회 서비스
공적
사회
지출

총 
순사회
지출

United Kingdom 5.38 4.55 6.85 3.76 20.54 23.7

OECD 7.00 3.93 5.82 2.51 19.26 19.57

Japan 9.77 1.59 6.30 1.05 18.70 21.6

New Zealand 4.31 5.05 7.08 1.94 18.39 16.5

United States 5.96 2.02 7.23 0.99 16.20 25.6

Australia 3.36 4.01 5.74 2.90 16.02 18.7

Korea 1.69 0.83 3.50 1.51 7.53 10.4

자료: OECD(2011)

○  둘째, ‘보호주의적’노동시장

·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법적 조정을 통한 생활임금’개념은 영국이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노동시장과

는 엄연히 구분되는 호주 복지국가의 주요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음. 캐슬도 ‘임금 소득자 복지국가’

모델의 가장 핵심적 특징을 기본임금 혹은 생활임금에서 찾고 있음

· 그 결과, 호주의 최저임금은 절대적·상대적 측면에서 모두 영미권 국가들보다 훨씬 높고, 유럽대륙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편임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 비교

자료: Deeming(2010)

○  셋째, ‘포괄적인’사회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포괄적인 사회부조 중심의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78%가 표적화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공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연금의 수준에 있어서는 평균에 못 미치지만,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포괄적임. 사실상 호주의 자산조사 노령연금은 사회부조적 성격과 준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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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포괄적인’사회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포괄적인 사회부조 중심의 접근이라 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78%가 표적화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공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연금의 수준에 있어서는 평균에 못 미치지만,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포괄적임 사실상 호주의 자산조사 노령연금은 사회부조적 성격과 준보
편적 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 비교

<표 3> 계속

Greece

Norway

Luxembourg

United Kingdom

OECD

Japan

New Zealand

United States

Australia

Korea

연금

11.86

4.70

6.55

5.38

7.00

9.77

4.31

5.96

3.36

1.69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소득지원

1.98

5.38

5.70

4.55

3.93

1.59

5.05

2.02

4.01

0.83

건강

5.83

5.70

6.36

6.85

5.82

6.30

7.08

7.23

5.74

3.50

1.65

5.00

2.04

3.76

2.51

1.05

1.94

0.99

2.90

1.51

공적
사회
지출

21.33

20.80

20.65

20.54

19.26

18.70

18.39

16.20

16.02

7.53

총
순사회
지출

18.3

17.4

23.7

19.57

21.6

16.5

25.6

18.7

10.4

사회
서비스

자료: OECD(2011)

자료: Deeming (2010)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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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도 자산조사 혹은 근로장려세제 형태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들 급여의 포괄성도 

상당히 넓음. 2009년 현재, 호주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4백 8십만명의 근로연령층이 정부로

부터 직접적인 소득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가족 세제 급여(Family Tax Benefits)를 받는 가구는 

전체 근로연령 가구의 80%에 달함

· 호주에서 과반수 이상(55%)의 저소득 가구(하위 30% 소득 분위)에게는 연금과 수당 등 사회보장  

소득이 총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

○  넷째, 급여의 ‘대상 표적성’

· 세 번째 특징과 연결된 것으로서 호주 사회보장 제도는 대상 표적성(highly targeted),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funded by general revenue), 그리고 균일급여 방식(flat-rated payments)으로 

요약할 수 있음

· OECD 국가에서 GDP에서 자산조사 현금 이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주에서 월등히 높아, GDP

의 6%가 넘는 예산을 소득조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음

[그림 2]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조사 현금이전 지출(2005년)

자료: Whiteford (2010)

○  다섯째, 조세의 누진성과 ‘보장성’

· 사회복지 재원 조달 방식의 누진성과 보장성도 호주 사회보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임. 호주의  

조세체계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누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사회보장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OECD 기준에서 볼 때 호주의 조세체계의 특징은 기업세(법인세) 세율이 평균 이상이고, GST 등  

소비세의 비중이 평균보다 낮으며,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최상위 소득세율은 평균 정도

이지만,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의 사회보장세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최고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전체 구성면에서 세입의 약 40%를 노동에 대한 직접세(개인 소득세)에, 33%를 기업에 대한 세금1)

에, 그리고 약 27%를 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호주의 조세-이전체계는 매우 

재분배적이라 할 수 있음

1)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소득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부과금 등 노동자를 위해 기업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5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도 자산조사 혹은 근로장려세제 형태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들 급
여의 포괄성도 상당히 넓음. 2009년 현재, 호주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4백 8십만
명의 근로연령층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소득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가족 세제 급여
(Family Tax Benefits)를 받는 가구는 전체 근로연령 가구의 80%에 달함

·호주에서 과반수 이상(55%)의 저소득 가구(하위 30% 소득 분위)에게는 연금과 수당 등
사회보장 소득이 총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

��째, 급여의�대상 표적성�

·세 번째 특징과 연결된 것으로서 호주 사회보장 제도는 대상 표적성(highly targeted),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funded by general revenue), 그리고 균일급여 방식(flat-rated pay-
ments)으로 요약할 수 있음

·OECD 국가에서 GDP에서 자산조사 현금 이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주에서 월등히
높아, GDP의 6%가 넘는 예산을 소득조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음

�다�째, 조세의 누진성과�보장성�

·사회복지 재원 조달 방식의 누진성과 보장성도 호주 사회보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임. 호주의
조세체계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누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사회보장 기능을 포함
하고 있음

·OECD 기준에서 볼 때 호주의 조세체계의 특징은 기업세(법인세) 세율이 평균 이상이고,
GST 등 소비세의 비중이 평균보다 낮으며,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최상위 소득세율
은 평균 정도이지만,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의 사회보장세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최고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전체 구성면에서 세입의 약 40%를 노동에 대한 직접세(개인 소득세)에, 33%를 기업에 대한
세금1)에, 그리고 약 27%를 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호주의 조세-이전
체계는 매우 재분배적이라 할 수 있음

자료: Whiteford (2010)

[그림 2]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조사 현금이전 지출 (2005년)

1)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소득세 뿐 아니라,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부과금 등 노동자를 위해 기업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189

» III. 사회보장연구

○  호주 조세체계는 그 부과 절차 내부에 다양한 재분배 기재와 사회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의 소득세 형태의 급여를, 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세

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 다른 예로 개인 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Medicare,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ELP, 

SFSS의 부과방식 또한 사회복지적 기능 혹은 재분배적 기능을 수행함

2.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시사점

■ 호주 사회보장체계가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내지 시사점은 몇 가지로 정리됨

○  첫째, 호주 복지국가의 목표는 소득의 재분배, 예전 소득의 유지(security) 혹은 급여 적절성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최저보장’(anti-poverty)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림 3]은 이를 보여줌. 호주 복지국가는 미국과 달리 낮은 수준(중위소득 40%)의 빈곤율은 매우 

낮지만, 높은 수준(중위소득 60%)의 빈곤율은 상당히 높음. 이는 ‘포괄적인’ 사회부조 중심의 복지

제도와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어떠한’ 복지국가를 추구할 것인가에 있어 호주는 또 하나의 유형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 주요 OECD 국가의 빈곤율

원자료: www.lis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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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조세체계는 그 부과 �� �부에 다�한 재분배 기재와 사회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의 소득세 형태의 급여를, 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 다른 예로 개인 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Medicare,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ELP,
SFSS의 부과방식 또한 사회복지적 기능 혹은 재분배적 기능을 수행함

2.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시사점

� 호주 사회보장체계가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내지 시사점은 몇 가지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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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최저보장’(anti-poverty)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은 이를 보여줌. 호주 복지국가는 미국과 달리 낮은 수준(중위소득 40%)의 빈곤율
은 매우 낮지만, 높은 수준(중위소득 60%)의 빈곤율은 상당히 높음. 이는‘포괄적인’사회
부조 중심의 복지제도와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어떠한’복지국가를 추구할 것인가에 있어 호주는 또 하나의 유형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 주요 OECD 국가의 빈곤율

원자료: www.lis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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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또한 한국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음

· 호주는 노인 인구의 80%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준보편적, 자산조사 노령연금과 강제적 기업연금의 

이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용함. 노인 부양 책임에 있어 최저보장은 국가 책임, 그 이상은 기업, 개

인, 국가의 공동 책임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의 수준(3.36%)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낮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40% 기준 6% 내외) 나타냄

· 우리나라와 같은 소득비례적 노령연금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각지대가 광

범위하며 노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등 단점도 만만치 않음.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에서 호주 

모형을 참고할 만함

○  셋째, 호주에서 청장년과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은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최저임금과 안정 

적인 근로조건을 통해, 이차적으로 다양한 EITC(근로장려세제) 형태를 통해, 그리고 최후의 안전망인 

각종 수당형태의 사회부조급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활성화(activation) 중심이라 할 수 있지만, 생활임금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등의 노동시장 보호장치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식 workfare

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즉, 일차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안전장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지체계의 

일환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정

규직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청장년과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이를 방치한 채 탈수급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넷째, 호주에서 고등교육(대학 이상)은 유럽대륙국가와 달리, 영미식의 사립학교 중심이며 등록금 수준

도 매우 높지만, 등록금 대출과 상환은 HELP라는 독특한 고등교육대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짐

· HELP는 대학 재학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등록금 대출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일정 이상의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 조세를 통해 상환되는 방식임. 즉, 대학생은 20%를 할인해서 학비를 선납하

거나, HELP 대부제도를 통해 미래에 이연시킬 수 있음

· HELP를 선택할 경우, 졸업 후 과세소득이 특정 기준(2008~09년의 경우 41,595달러)을 초과할 때 

세금을 통해 대부금을 상환하게 됨. 상환율은 4%를 시작으로 점증해서 소득이 77,248달러 이상이 

되면 8%가 됨

· 이와 같이, 고등교육 대부금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능력 있는 수익자’에게만 상환케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음

· 최근 반값 등록값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게도 가계에 큰 부담을 줄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호주의 HELP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등록금 대부 및 상환방식을 고려해 볼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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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마지막으로,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최근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이 한창임

· 흥미로운 것은 노동당과 보수당 양측에서 모두 보편주의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임. 이는 무엇보다도 선별주의가 납세자와 수급자를 분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지지기반을 

침식하고, ‘복지저항’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임

· 이러한 논쟁은 정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담론 논쟁은 현실 정치와 경제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음. 좀 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복지 논쟁의 내용과 심도를 한 차원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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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공공
부조성 복지급여의 사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소득계층에 
대한 사업의 집중 현상이 나타
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복지사업의 집중이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
면 복지급여사업의 대상기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
지 예산의 계층간 배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1. 머리말

■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복지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방식이 문제가 됨

○  복지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개별 제도별로는 이루어져 왔으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함

○  개별 복지제도들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개별 제도간의 중복과 

공백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재원 

전체의 배분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

■  특히 각종 복지사업 대상의 계층별 분포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복지예산이 
어떤 계층에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  복지사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 복지제도의 빈곤층보호나 빈곤 예방, 탈빈곤 

촉진 등의 기능에 제약이 발생

○  나아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데에도 제약요인

으로 작용할 것

복지사업 대상의 소득계층별 분포                                       1)

1)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강신욱 외(2011)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의 일부를 인용한 것임.

강신욱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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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중 주요 공공 부조성 현금 및 현물(서비스 포함) 급여 
사업예산의 계층별 배분실태를 분석할 것임

○  각 사업부서가 제시한 사업 대상자 선정 조건, 2010년 소요예산, 대상자 규모 등 행정자료를 이용

○  사업별 대상 가구의 규모 추정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조사· 

생산한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자료(기준시점 2008년)를 이용

○  행정자료와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를 연결시킬 때 시점간 불일치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

○  실제 수급자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복지예산의 계층별 귀착을 실제 수급과 동일시

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

○  즉, 이하의 분석에서 특정 계층에게 예산이 집중된다는 것은 수급 조건상 집중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해당 계층의 모든 수급자들이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음

2. 복지급여의 현황

■ 2010년 시행중인 91개의 복지사업을 검토

○  이하에서는 복지사업 가운데 총 91개 급여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 검토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가구나 개인 대상 지원사업이 아닌 시설지원사업

·소득이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원이 아닌 특수 요건에 따른 지원 사업

·융자사업, 지방세 감면사업, 일자리 사업

·수혜대상의 소득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급여 성격의 사업

·시범사업 등

■ 전체 복지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을 추출한 것은 일차적으로 분석의 목적에 따른 것임

○  계층간 복지 재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첫 단계로 계층별 복지 재원의 배분실태를 분석해야 함. 따라서 

복지급여의 계층적 귀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업들은 분석에서 제외

○  향후 이 정보가 제공되거나 분석의 목적이 달라진다면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급여의 범위는 달라

질 수 있음

○ 분석의 대상이 된 사업을 부처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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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처별 주요 복지급여 현황(2010년)

부처명 급여/서비스명

보건복지부

·결식아동급식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수혜자)
·교육급여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긴급복지 교육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노인의치보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방문보건사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만0~4세아 보육료지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만40세, 만66세)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의료지원
·생계급여(일반)  ·장애아동 재활치료
·생계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보조기구교부(구.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제비지원  ·장애인의료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기초생활양곡할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지원금(부가급여)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자활장려금
·장애인연금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해산비지원  ·주거급여
·긴급복지 전기요금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연료비지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저소득층 무료급식비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만3~4세 교육비  ·차상위계층 장학금
·만5세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자녀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특별지원 생활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가구 자산형성자금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공급 1순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영구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식경제부
·가스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연탄현물(쿠폰)보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고효율조명기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행정안전부 ·사랑의 그린PC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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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급여의 배분 실태

■ 복지급여의 배분실태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 집중, 사각지대의 문제임

○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의 대상 욕구가 동일,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준)이 동일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중복 사업이라고 규정할 경우 

분석 대상 중 사업 자체의 중복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  사각지대는 욕구가 있으나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계층, 급여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규모를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업대상 규모에 대한 정확한 행정정보와 다양한 급여의 실제 수급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  욕구와 특성이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나 대상자의 소득계층이 중첩되는 경우는 급여의 집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이하에서는 주로 집중의 실태를 논의할 것임

■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선

○ 복지급여마다 다양한 급여 선정 소득기준선을 갖고 있음

· 급여 선정기준선은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분위수 등 어떤 범주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짐

○ 아래 [그림 1]은 주요 선정기준선의 상대적 수준을 보여줌

·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타 소득범주의 균등화 같은 방식(가구원수의 제곱

근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균등화지수를 적용함

·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소득분위수는 <한국복지패널> 4차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이용. 이때 소득범주는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가구 경상소득에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을 이용

· 참고로, 최저생계비의 100%는 연간 약 760만원의 소득수준(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수치)에 해당

[그림 1] 복지급여 선정기준선의 수준 비교 (단위: 만원/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8. <한국복지패널> 4차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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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급여의 배분 실태

� 복지급여의 배분실태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 집중, 사각지대의 문제임

�복지급여를 제�하는 사업의 대상 �구가 동일,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 기타 인구사��적
특성 기준)이 동일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중복 사업이
라고 규정할 경우 분석 대상 중 사업 자체의 중복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사�지대는 �구가 있으나 급여의 대상이 �지 못하는 계층, 급여의 대상이 �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규모를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업대상 규모에 대한 정확한 행정정보와 다양한 급여의 실제 수급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구와 특성이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사하나 대상자의 소득계층이 중��는 경우는 급여
의 집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이하에서는 주로 집중의 실태를 논의할 것임

�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선

�복지급여�다 다양한 급여 선정 소득기준선을 �고 있음

·급여 선정기준선은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분위수 등 어떤 범주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짐

��� ��� 1�은 주� 선정기준선의 상대적 수준을 보여�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타 소득범주의 균등화 같은 방식(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균등화지수를 적용함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소득분위수는 <한국복지패널> 4차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이용. 이때 소득범주는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가구 경상소득에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을 이용

·참고로, 최저생계비의 100%는 연간 약 760만원의 소득수준(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수치)에 해당

[그림 1]  복지급여 선정기준선의 수준 비교 (단위: 만원/년)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8. <한국복지패널> 4차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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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2>는 각 선정기준선 별로 해당 가구의 평균소득과 해당 가구비율 추정치를 보여줌

· 분석 대상 급여 가운데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사업은 복지부의 장애인 연금으로 배우자가 없는 1∼

3급 장애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 이하여야 수급자격을 얻게 됨. 가구원수를 감안할 경우 

이 조건은 연간 평균소득이 약 372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소득조건만을 고려할 경우(장애여

부 및 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국가구의 약 8.6%로 추정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가구는 연 평균소득이 약 384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

며, 전국가구의 약 8.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이 비율은 실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비율과 일치

하지 않는데, 이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고려되지 않았고 비수급 빈곤층이 포함된 추정치이기 때문임

<표 2> 선정기준선별 대상가구 평균소득 수준 및 비율

구분 평균소득(만원/년) 가구비율(%)

소득인정액이 월50/80만원 이하 371.5 8.6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383.8 8.9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396.4 10.9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455.7 11.6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486.3 12.8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487.8 15.0

소득인정액이 월 72/112만원 이하 494.1 13.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550.1 15.2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602.2 20.8

소득이 전국평균소득의 50% 이하 668.1 24.8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813.8 31.9

소득인정액이 전국평균소득의 100% 이하 1,044.6 34.3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1,063.9 46.7

소득이 50/100분위 이하 1,123.0 50.1

소득인정액이 소득 70/100분위수 이하 1,137.1 38.2

소득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 1,210.8 54.5

소득이 전국평균소득의 100% 이하 1,285.6 59.5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1,447.7 68.8

소득이 70/100분위 이하 1,469.2 70.0

소득이 전국평균소득의 150% 이하 1,703.9 82.2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00% 이하 2,041.8 95.0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91개의 급여 및 급여액의 분포는 다음 <표 3>과 같음

○ 이 표에서 A는 각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복지급여의 수이며, C는 해당 사업의 예산 합계임

·D는 해당 사업예산(C)를 <표 2>의 추정 가구비율을 적용하여 가구수로 나눈 값(가구당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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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거의 대부분의 급여가 수급기준상 소득 하한이 없기(0% 또는 0원) 때문에 소득기준의 상한선이 낮은 

사업의 대상자는 소득기준이 높은 사업의 대상자로 자연스럽게 포함됨

· 따라서 B는 각 소득기준에 속하는 가구에게 전체 91개 사업중 해당되는 사업의 수를 의미하며, E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각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적용되는 사업들을 모두 고려 할 경우의 가구당 예

산임

○  예를 들어,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사업의 경우, 해당 조건에 국한되

는 급여의 수는 24(A)개이고 이 사업들의 가구당 예산 합계는 약 692만원(D)임

· 기초보장 가구의 소득기준이 타 급여의 소득 기준 또한 충족함으로 인해 총 90개(B)의 급여에 대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소득·재산조건만  고려할 경우), 이 경우 가구당 예산은 약 1,087만원(E)임

·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소득(재산)조건 이외의 다른 수급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결과임에 유의  

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예산 가운데 얼마의 비율이 실제 급여로 집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구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표 3> 복지급여의 소득 선정기준별 급여 및 예산의 분포

소득기준선 구분
기준별급
여수 (A)

수급 가능 
급여수 (B)

선정기준별
사업 예산

(백만원) (C)

선정기준별
가구당 예산
(천원) (D)

수급가능급여의
가구당 예산
(천원) (E)

1.소득인정액≤월50/80만원 1 91 376,384 262 11,131

2.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00% 24 90 10,303,744 6,922 10,870

3.소득≤ 최저생계비 100% 1 66 8,421 5 3,947

4.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18 65 562,766 290 3,943

5.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7 47 752,232 331 3,653

6.소득≤ 최저생계비 120% 3 40 110,848 44 3,322

7.소득인정액≤월72/112만원 1 37 3,710,972 1,689 3,277

8.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50% 4 36 15,418 6 1,588

9.소득≤ 최저생계비 150% 9 32 67,264 19 1,582

10.소득≤ 전국평균소득의 50% 2 23 48,362 12 1,563

11.소득≤ 최저생계비 200% 1 21 1,017 0 1,551

12.소득인정액≤전국평균소득 100% 3 20 182,748 32 1,551

13.소득≤도시근로자평균소득 70% 1 17 3,677,887 473 1,519

14.소득≤ 소득 50 분위수 3 16 78,366 9 1,046

15.소득인정액≤소득 70분위수 4 13 6,363,700 998 1,037

16.소득≤최저생계비 300% 1 9 16,961 2 39

17.소득≤전국평균소득의 100% 1 8 42,958 4 37

18.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2 7 173,235 15 33

19.소득≤ 소득 70분위수 1 5 75,000 6 18

20.소득≤ 전국평균소득의 150% 3 4 145,115 11 11

21.소득≤도시근로자평균소득 200% 1 1 9,118 1 1
주:  각 복지급여의 선정조건 중 소득(재산)기준만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임. 기타 선정조건과 사업예산 중 급여로 지출되는 비중을 고려하면 

실제 수급가구가 받는 금액은 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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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별로 구분된 위 <표 3>의 가구당 예산을 연간 소득 기준으로 보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소득수준별 해당 복지사업의 가구당 예산 분포

○  가구소득이 기초보장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수준(연평균 약 380만원)을 넘어서면서 가구에 적용되는  

복지사업의 가구당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후 법정 차상위 기준선 수준(연간 약 450만원)에 다시 감소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 수준(연간 

약 490만원)에서 또 한 차례 감소함

■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가구당 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해당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탈출을 저해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저소득층 내부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 복지급여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지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일부 소득구간에 대한 급여의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구간별 소득의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에 집중되고 있는 예산을 120∼150% 계층 또는 그  

이상의 계층으로 분산할 필요

� 소득기준별로 구분된 위 <표 3>의 가구당 예산을 연간 소득 기준으로 보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음

�가구소�이 ���� 수급��에 해당되는 수준(연�� 약 ��0만원)을 ��서�서 가구에
적용되는 복지사업의 가구당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정 차상� �준� 수준(연간 약 4�0만원)에 �� 감소하�������연� 수급�준
수준(연간 약 490만원)에서 또 한 차례 감소함

�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가구당 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해당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이 증가할 경우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가�분소�의 ���상이 ��할 ����이는 � �� 소�계층으로의 ��을 ��하� ��
저해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저소�층 �부에서 형�성의 ��가 ��됨으로 인해 복지급� ��에 �한 ���
지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따��� �� 소득구간에 �한 급�의 ��을 해소�으로� 구간별 소득의 ��이 �
생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히 �� 소�인정� �준 �저�계�의 �00�에 ��되� 있는 예산을 ��0���0��계층
또는 그 이상의 계층으로 분산할 필요

7

[그림 2]  소득수준별 해당 복지사업의 가구당 예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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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급여 예산의 배분 조정을 위한 정보

■  복지급여의 예산이 집중을 초래하면서 동시에 사각지대도 잔존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예산의 재배분이 필요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각 사업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해당 정보를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음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과의 자동 연계 여부

·대상자 선정 인구학적 기준(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기준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여부

·대상자 단위(가구, 개인, 건, 시설 등)

·급여의 방식(현금, 현물, 서비스, 융자, 감면 등) 및 주기

·사업예산 및 대상자 규모

·사업 예산 가운데 실제 급여로 집행되는 예산의 비중

·전달체계의 특성 등

○  만일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

·사업의 관련 욕구

·소득(재산)기준을 단일한 차원으로 환원하기 위한 정보(기준 해당 가구의 평균소득 등)

·대상 집단의 모수, 혹은 급여 제공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잠재적 수급 대상자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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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화척도는 소득과 가구특성
으로부터 조정된 소득을 구하는 
함수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균등화척도에 따라 상대 빈곤율
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
았음. 가구소득을 그대로 분석
에 이용할 때 상대빈곤율이 가
장 높았고, 1인당 소득을 이용
하는 경우에서 상대빈곤율이 가
장 낮게 나타났음

-  1~2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
인가구에 있어서 빈곤율이 공
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
음. 향후에 전개될 고령사회와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1. 서론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복지 
(economic well-being)를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욕구를 반영하여 소득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균등화척도(equivalence scale)를 이용하면 욕구에 영향을 주는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오래 전에는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가구원 1인당 소득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경우에는 가구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  대부분의 경우 가구원수만을 이용하여 균등화척도를 계산하지만, 성인 

및 자녀수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균등화척도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욕구를 계산함에 있어 가구원이 한 사람
씩 추가될 때 얼마만큼의 욕구를 더해주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  한 예로, 조정을 하지 않고 가구소득을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

우도 있으며, 이와는 정반대로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구

원 1인당 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주로 사용되는 균등화척도는 대부분 이들의 중간인 0과 1 사이

에 위치하고 있음

■  균등화척도란 소득과 가구특성 벡터로부터 조정된 소득을 구하는 함수를 
말함

○ 균등화척도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W=D/SE

여기서 W는 균등화된 소득,

D는 가구소득,

S는 가구 규모, 그리고

E는 균등화탄력성을 나타냄

○  균등화척도는 0에서 1의 값을 갖게 되는데, 규모의 경제(=1-E)가 

완전한 경우에는 균등화 탄력성(E)의 값이 0이 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력성이 1이 됨

○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완전한 경우에는 조정된 소득은 곧 가구의  

소득이 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된 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과 같아짐

가구균등화척도가 상대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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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화척도에 따라 조정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분석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움
이 있음

○  예를 들어,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경우 균등화탄력성 값으로 0.5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인 가구 소득은 2인 가구 소득의 70%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함

·달리 말하면, 2인 가구는 1인 가구 소득의 140%를 가질 때 동등하다고 보는 것임

[그림 1] 균등화척도와 가구원수의 관계

■ OECD에서 사용하는 균등화척도는 두 가지인데, Original scale과 Modified scale이 그것임

○  OECD Original scale은 첫 번째 성인은 1을 부여하고 두 번째 성인부터는 0.7, 그리고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0.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흔히 Oxford scale이라고 알려져 있음

○  Modified OECD scale이란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5, 그리고 14세 이하의 어린

이에게는 0.3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임

OECD Original eq. Scale = 1 + 0.7*(na-1) + 0.5*nc14

OECD Modified eq. Scale = 1 + 0.5*(na-1) + 0.3*nc14

여기서 na는 성인의 수, 그리고 nc14는 14세 이하의 어린이 수를 나타냄

2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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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균등화척도와 가구원수의 관계

OECD Original eq. Scale  = 1 + 0.7*(na-1) + 0.5*nc14
OECD Modified eq. Scale = 1 + 0.5*(na-1) + 0.3*n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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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대표적인 균등화척도를 그래프로 비교한 것임

[그림 2] 균등화척도의 비교

주: oxford는 Old-OECD scale, oecd는 Modified OECD scale, sqrt은 (가구원수)＾0.5임.

■ 여기서는 기존 분석에서 주로 사용된 균등화척도에 따라 빈곤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2. 선행연구의 검토

■  Buhmann, et al.(1988)에서는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
등 및 빈곤 정도가 균등화척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였음

○  이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중인 균등화척도를 수집한 다음, 이를 가구원수의 함수로 변환하여 탄력

성을 계산하였음

· 탄력성의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구 구성원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고, 반대로 탄력성의 

값이 0에 가까우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됨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탄력성의 값은 0.25, 0.36, 0.55, 0.72로 상당히 범위가 넓으며, 균등화 척도의 

선택과 빈곤 및 불평등도와는 체계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음

·국가간 빈곤 및 불평등도의 비교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Coulter, et al.(1992)에서는 가구원수의 함수로 표시한 균등화척도의 탄력성 값을 이용하여 영국 가계지출 
조사(BHPS) 자료를 분석하였음

○  탄력성의 값이 높아질수록 지니계수는 처음에는 점차 낮아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U자 형태를 나타냄을 

발견하였음

·이러한 효과는 집중효과와 순위재설정효과의 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지적하였음

■  효용최대화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수요함수체계를 통하여 엥겔곡선을 추정하려는 시도는 Muellbauer(1976)
의 PIGLOG 모형, Deaton and Muellbauer(1980)의 준이상형 수요체계, 그리고 Jorgenson, et al.(1982)의 
translog 모형으로 발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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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빈곤 및 불평등도의 비교 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Coulter, et al.(1992)에서는 가구원수의 함수로 표시한 균등화척도의 탄력성 값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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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의 값이 ����� 지�계�는 �음에는 �� ��지�가 �시 ��하는 �� ���
나타냄을 발견하였음

·이러한 효과는 집중효과와 순위재설정효과의 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지적하였음

[그림 2]  균등화척도의 비교

주: oxford는 Old-OECD scale, oecd는 Modified OECD scale, sqrt은 (가구원수)＾0.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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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2000)에서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 음식료품비 비중에 바탕을 둔 Engel 접근법과 확장된 
선형지출방정식 체계(Extended Linear Expenditure System, ELES)를 적용하여 소비지출을 10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  엥겔 접근법과는 달리 ELES에 의한 균등화 소비단위는 기준이 되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교육비를 제외한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등의 지출은 가구원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지출의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일 때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크게 작용함을 발견

■  김진욱(2003)에서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을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계층별 균등화 소비단위를 계산하였음

○  소득수준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빈곤층, 그리고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부유

층으로 정의함

○  한국은 부유층의 경우 선진국의 균등화 소비단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는 점을 발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균등화 소비단위는 현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  김우철·민희철·박상원(2006)은 수요함수접근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식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
식 형태의 準이상적 수요함수체계(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QUAIDS)를 채택하였음

○  이 방법은 모형의 선형성 한계를 극복하고, 지출독립성과 같은 식별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1999~2004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20~59세이며 성인 2명과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기준가구로 설정하고 균등화척도를 추정하였음

○  準이상적 수요함수체계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엥겔 접근법에 비하여 균등화척도의 추정치가 1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음

○  LIS의 균등화척도는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반면, 성인  

수의 증가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함

3. 이용자료 및 분석방법

■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06년도부터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2006년의 최초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2010년의 5차년도 조사에서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6,034 

가구로서 85.3%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음

○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는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는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KOWEPS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대표성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조사인데,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

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음



204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05

■  [그림 3]은 가구원수별 경상소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4]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경상
소득을 나타내고 있음(2009년의 5차년도 소득 자료를 사용함)

[그림 3] 가구원수별 소득 분포

[그림 4] 균등화된 소득 분포

주: 균등화척도로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5차 조사 자료의 가처분소득을 이용함

○  음(-)의 소득은 0으로 대체한 다음, 평균을 구한 뒤 평균값의 1% 이하는 1%에 해당하는 경계값으로 

다시 대체(bottom-coding)함

○  평균을 구한 뒤 중위값의 10배를 넘는 값은 다시 그 경계값으로 대체(top-coding)함

5

���� 가�조사의 경우는 농어가가 제�되어 있고, ��패널의 경우는 표본�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KOWEPS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대표성을 가지고 있음

��� 저소득층 �구에 적�한 패널조사��, 표본 �� 시 중�소득 �0% ��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음

� [그림 3]� 가구원수별 경상소득의 분포를 나타� �이�� [그림 4]� 가구원수의 ��
근으로 균등화한 경상소득을 나타내고 있음 (2009년의 5차년도 소득 자료를 사용함)

�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5차 조사 자료의 가처분소득을 이용함

�음(-)의 소득은 0으로 대체한 다음, ��을 구한 � ��값의 �% �하는 �%에 �당하는 경�
값으로 다시 대체(bottom-coding)함

[그림 3]  가구원수별 소득 분포

[그림 4]  균등화된 소득 분포

주: 균등화척도로가구원수의제곱근을사용하였음

5

���� 가�조사의 경우는 농어가가 제�되어 있고, ��패널의 경우는 표본�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KOWEPS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대표성을 가지고 있음

��� 저소득층 �구에 적�한 패널조사��, 표본 �� 시 중�소득 �0% ��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음

� [그림 3]� 가구원수별 경상소득의 분포를 나타� �이�� [그림 4]� 가구원수의 ��
근으로 균등화한 경상소득을 나타내고 있음 (2009년의 5차년도 소득 자료를 사용함)

�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5차 조사 자료의 가처분소득을 이용함

�음(-)의 소득은 0으로 대체한 다음, ��을 구한 � ��값의 �% �하는 �%에 �당하는 경�
값으로 다시 대체(bottom-coding)함

[그림 3]  가구원수별 소득 분포

[그림 4]  균등화된 소득 분포

주: 균등화척도로가구원수의제곱근을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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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빈곤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빈곤 척도는 FGT(Foster-Greer-Thorbecke) 지수인데, 그 이유는 파라메터
(α) 값에 따라 다양한 빈곤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임

○  FGT(Foster-Greer-Thorbecke) 지수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음

여기서 z는 주어진 빈곤선,

N은 표본의 크기,

H는 소득이 z 보다 아래인 사람들의 수, 그리고

yi는 개개인의 소득을 각각 나타냄

○  α는 민감도 파라메터인데, 이 값이 작을수록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과 위의 사람들의 빈곤이 동일하게 

반영되고, 이 값이 클수록 빈곤선 아래의 사람들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됨

·FGT지수 값이 클수록 빈곤 정도가 심함을 의미

■  α= 0 인 경우에는 빈곤율(headcount ratio, HCR), 즉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비율을 나타냄

4. 상대빈곤에 미치는 영향

■  균등화척도가 상대적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Full share(0.2296)이고, 가장 낮은 경우는 No share(0.1191)임 

○  결과적으로 빈곤지수의 경우 사용된 균등화척도(또는 균등화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규칙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Full share인 경우(즉 균등화탄력성이 0인 경우) 빈곤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균등화 탄력성의 

값이 커질수록 상대빈곤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상대 빈곤지수 (빈곤율) (단위: %, p, 만원)

FGT(0) (구성비)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1인 가구 20.2 0.6188 0.4531 0.4073 0.3058 0.1747

2인 가구 22.9 0.3377 0.2906 0.2583 0.2259 0.1814

3인 가구 21.0 0.0866 0.1228 0.1247 0.1168 0.1002

4인 가구 26.7 0.0278 0.0611 0.0633 0.0666 0.0756

5인 가구 7.3 0.0221 0.0653 0.0717 0.0849 0.1094

6인 가구 1.7 0.0125 0.1271 0.1548 0.1714 0.2602

7인 가구 0.3 0.0000 0.1296 0.1499 0.2002 0.5231

전체 100.0 0.2296 0.1429 0.1376 0.1273 0.1191

상대빈곤 기준선 0 1,776.0 1,133.5 1,008.5 820.9 616.0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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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 빈곤지수의 분해결과에 따르면 25~34세의 경우 Oxford scale에서 최소값(0.0262)을 가지고, 
35~44세의 경우 Modified OECD scale에서 최소값(0.082)을 가지며, 45~54세는 Oxford에서, 55~64세, 
65~74세 및 85세 이상은 No share에서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  Full share, Square root 및 Modified OECD scale에서 25세 미만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

나, 25세 미만은 전체 표본에서 1% 이내에 불과하여 의미가 제한적임

○  반면 65세 이상 연령대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서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확

인할 수 있음

<표 2> 연령대별 빈곤율의 분해 (단위: %, p, 만원)

FGT(0) (구성비)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25세 미만 1.0 0.4067 0.1777 0.1387 0.0555 0.0555

26 ~ 34세 13.0 0.0895 0.0301 0.0280 0.0262 0.0310

35 ~ 44세 22.7 0.0801 0.0886 0.0820 0.0843 0.0991

45 ~ 54세 24.7 0.1234 0.0936 0.0989 0.0948 0.0983

55 ~ 64세 17.5 0.2079 0.1258 0.1218 0.1086 0.0925

65 ~ 74세 14.2 0.5295 0.3707 0.3428 0.2984 0.2402

75 ~ 84세 6.0 0.7610 0.6273 0.6016 0.5456 0.4210

85세 이상 0.9 0.9349 0.8846 0.8687 0.7617 0.5977

전체 100.0 0.2296 0.1429 0.1376 0.1273 0.1191

상대빈곤 기준선 1,776.0 1,133.5 1,008.5 820.9 616.0

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 요약 및 시사점

■  가구 균등화척도란 다양한 가구 특성(즉 가구원수, 연령구성, 주거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른 소비지출 수준을 
각 가구의 욕구(needs)에 맞추어 조정해주는 디플레이터를 말함

○  소비자수요 분석이나 소득(재)분배 및 빈곤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가구 균등화척도는 

Engel에 의해 처음 소개된 지 벌써 1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균등화척도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여기서는 대표적인 균등화척도에 따라 빈곤지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빈곤지표로는  
Foster-Grier-Thorbecke(FGT) 지수를 이용하였음

○  빈곤지수의 경우에는 사용된 균등화척도(또는 균등화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Full share인 경우(즉 균등화탄력성이 0인 경우) 빈곤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균등

화탄력성의 값이 커질수록 상대빈곤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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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최적 소비수준은 가구원수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도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의 논의는 가구원수
에만 집중되어 있었음

○  가구의 다양한 인구학적·사회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균등화척도를 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소득보장정책의 수혜대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소득계층별 구분을 통하여 빈곤층에서는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수년간 1인 및 2인가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또 1인 및 2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빈곤층에 특화된 균등화척도는 이들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

■  65세 이상 연령대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서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 전개될 고령 

사회와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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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정부는 2009년부터 2017
년까지 노령인구와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현금지원 실시 등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 프로젝
트를 진행중이나 예산확보 어
려움이 전망되어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 효과적이고 선별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향후 태국의 복지사회에서는 
주요 4개의 파트너(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가계)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재정적 부
담을 나누는 데 있어 협력하
고,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 
강조되고 있음

1. 사회안전망의 구성

■   태국의 사회안전망은 사회 보호와 사회 서비스라는 두 부분으로 크게 구
분할 수 있음. 사회 보호는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
어 있고 사회 서비스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 즉 교육과 의료로 구성되
어 있음

[그림 1] 태국의 사회안전망

2. 사회보호

가. 공공부조

■  태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1941년부터 시작되었음. 아동, 노인, 장애
인, 여성, 저소득층, 자연재해 피해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함.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상담, 훈련, 현물 지원, 긴급 숙박시
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총 태국 정부 예산의 0.5%인 91억 바트(약 2억 

6,500만 US달러)가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음

■  보편적 현금 지원의 두 가지 주요 형태는 연금과 장례급여임

○  노인, 장애인, HIV 감염자에게 매월 500바트(14.5달러)의 연금이 

제공되는데 과거에는 지방 정부에서 수혜자를 선정했음

○  2009년부터 태국 정부는 모든 노인(60세 이상)과 장애인에게 보편적 

보장을 적용하였고 수혜자 수는 2010년 현재 각각 약 560만명, 약 

83만5천명임

○  그리고 60세 이상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2,000바트(58달

러)의 장례 급여가 있음(2010년 현재 수혜자 22,063명)

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및 미래의 도전과제

사회안전망

사회보호

공공부조 사회보험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홍석표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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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노인간호센터, 장애인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 등이 있음. 공공부조 지출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0년 보편적 보장이 마련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나. 사회 보험

■  공무원 연금

○  1997년 태국 정부는 정부연금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PF)을 설립했음

· 1997년 이후 공무원이 된 자는 납부 가입자가 되어야 하고, 정부와 GPF 가입자 각자의 납부 기여율

은 급여의 3%임. 여기에 태국 정부는 보상으로 추가 2%를 제공함

· 2008년 GPF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입자는 급여의 최대 12%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 반면 정부는 여

전히 같은 비율로 납부하고 있음

· 기금의 규모는 2004년 2,460억 바트(61억 달러)에서 2009년 4,280억 바트(126억 달러)로 늘어났

지만 신규 공무원 수를 동결한 정부 정책 때문에 가입자 수는 2007년부터 줄어들고 있음1)

[그림 2] 태국의 정부연금기금 규모

1)　2009년 태국의 GDP는 2,673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4,151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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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금

○  1990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SSF)이 설립

되었음. 태국 사회보장법 제33조와 제39조(공식부문 근로자), 제40조(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가입자가 존재함

· 제33조에 경우 고용주, 근로자, 정부가 각각 월급여의 3%, 3%, 1%의 비율로 기여금을 납부함. 제

39조에 따라서는 근로자는 매월 288바트(8.5달러), 정부는 매월 120바트(3.5달러)를 납부하고 제

40조의 경우 근로자는 매월 100바트, 정부는 매월 50바트를 납부함

○  사회보장법 제33조 및 39조에서는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 직전 60개월 평균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노령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 급여액은 180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 대해 매 12개월마다 1.5% 인상됨 

· 일시금 급여의 경우,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가입자 납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납

부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자 및 고용주가 공동으로 기여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 사회보장법 제40조의 경우, 가입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기여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함

○ 자격요건은 제33조 및 제39조인 경우 신청자 중 만 55세 및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납부 기간이 

180개월 연속이 아니어도 됨)이어야 하고, 제40조는 신청자 중 만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일시금을 지

급함 

○ 2008년부터 SSF는 7가지 급여, 즉 상해나 질병, 출산, 장애, 사망, 실업, 노령 급여, 아동수당을 제공

하고 있으며 SSF가 시작된 후부터 기금 규모와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1년 가입자 수는 1,01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아직까지는 납부금 수입이 피보험자 총 급여 지급액 수준을 상회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급여 개념을 

바탕으로 책정된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

· 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 및 기여금 납부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기금은 향후 30년 내에 파

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그림 3] 태국의 사회보장기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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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 기금(Provident Fund)

○  1987년 적립기금법에 따라 적립 기금이 설립되었음. 적립 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자발적으로 만

들어졌음

· 적립 기금의 목적은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등 공식 부문 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기금 적립을 장려하

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실직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임

○ 고용주와 근로자의 납부금으로 적립 기금의 재정을 뒷받침하며, 적립기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급여의 

3~15%를 납부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납부금 이상을 납부해야 함

· 적립 기금의 가입자와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입자 수와 기금 규

모는 SSF보다 작음

[그림 4] 태국의 적립기금 규모

2,500

2,000

1,500

1,000

500

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
금
액

단
위

억

바
트( 

  
  
  
  
  
  
  
  
  
  
  
  
)

가
입
자
수

단
위

명

( 
  
  
  
  
  
  
  
  
  
  
 )

:

:

1
0

1
0
0
0

기금액 가입자 수



212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13

3. 사회 서비스

가. 의료

■  태국의 의료 제도에는 공무원의료제도(Civil Servant Medical Benefit Scheme: CSMBS), 전국민의료보장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UC),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cheme: SSS)가 있음

○  2010년 현재 태국 전체 인구의 96%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SMBS는 공무원(피부양자, 퇴직자 포함)을 대상으로 함. SSS는 민간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UC는 CSMBS와 SSS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것임

■  CSMBS와 UC의 재정은 정부에게만 의존하는 반면 SSS는 근로자, 고용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

○  태국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에 재정을 지원하지만 그 중 CSMBS의 질이 가장 높음

· 그 이유는 CSMBS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인 반면에, UC와 SSS는 인두제(capitation)

를 사용하기 때문임

○  2009년 CSMBS는 약 500만 명(태국 인구의 8%)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총 의료비의 약 

30%인 620억 바트(18억 달러)를 지출했음

■  CSMBS와 UC에 대한 의료 지출은 매년 증가하여 지출액이 2009년 현재 각각 620억 바트(18억 달러)와 
1,140억 바트(33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신입 공무원 수를 동결한 태국 정부 정책 때문에 CSMBS의 가입자
는 2007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표 1> 태국의 의료제도

제도 CSMBS UC SSS

시작 1960년대 2002 1990년대

대상 수혜자 
공무원

(피부양자, 퇴직자 포함) 
CSMBS나 SSS에 속해있지 

않은 국민
민간 부문 근로자 

전체인구 중 비율 (2009) 8% 73% 15% 

재정지원 (2009)
정부 예산

(620억 바트) 
정부 예산

(1,140억 바트) 
정부, 고용주, 근로자 

(240억 바트) 

의료 시설에 대한 지불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인두제 

1인당 의료 비용 (2009) 9,300 바트 1,600 바트 1,800 바트 
출처: 태국개발연구원(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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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국의 의료서비스 지출수준

나. 교육

■  태국의 교육 제도는 유치원 수준(조기 아동 교육), 초등과 전기 중등 수준(의무 교육), 후기 중등 수준  
(기초 교육), 대학 수준 이상(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모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 무상 교육정책을  
실시하였음. 이 정책은 교육비와는 별도로 책, 문구류, 교복, 학교 장비,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비용도 지원함

■  무상 교육 정책과 더불어 태국 정부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해 학
교 급식과 우유 비용을 보조하고, 빈곤층에게 학자금대출을 통해 후기 중등/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지출을 늘리고 있음

[그림 6] 태국의 교육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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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안전망 지출

■  사회안전망 지출은 2005년 GDP의 7.2%에서 2008년 GDP의 8.1%로 증가했음.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문에 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지출을 GDP의 7.1%로 줄였음. 금융위기에 대한 태국 정부의  
정책 대응과 더불어 2009년 4/4분기 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회안전망 지출은 GDP의 7.7%까지 높아졌음

■  금융위기로 인해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은 GDP의 2.5%에서 2008년 1.2%와 2009년 1.4%로 각각  
낮아졌음

○  이는 많은 민간 기업이 도산하면서 SSF와 적립 기금에 대한 납부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임

■  태국 정부는 삶의 질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의료와 교육 제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했고, 이에 따라 사회 서비스 지출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계속 늘어났음  

■  <표 2>에서 보듯이 태국 정부는 공공부조에 초점을 적게 두었으며,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
층을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2009년 동안 관련 지출이 GDP의 단 
0.2~0.4%를 차지하는 점을 주목해야 함

■   2009년 태국 정부는 2017년까지 “보편적 복지 제도의 확충”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아직 
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노령인구와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현금지원과 더불어 모든 태국
인을 위한 전 국민 연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태국의 사회안전망 지출(GDP 대비)

GDP에서 차지하는 % 2005 2006 2007 2008 2009

공공부조 0.2% 0.3% 0.3% 0.3% 0.4%

사회 보험 2.2% 1.9% 2.5% 1.2% 1.4%

사회 서비스 4.9% 5.0% 5.4% 5.5% 6.0%

합계 7.2% 7.2% 8.1% 7.1% 7.7%

출처: 태국개발연구원(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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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의 도전과제

향후 태국은 사회안전망에 영향을 주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노령화 사회 진입

○  현재 태국의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약 12%이며 이는 태국이 노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함. 향

후 20년 내에 부양비율은 25%로 증가할 것이고,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이처럼 높은 부양비율은 피부

양자 증가와 노동력 감소를 의미함

■  보편적 복지제도

○ 태국 정부는 2017년까지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충할 계획임.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예산이 확대될 전망임. 그러나 예산활용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리

고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사회안전망 전문가집단에서 제시되고 있음

■  복지의 질

○ 사회안전망 적용범위에 추가하여 태국 정부는 복지의 질, 특히 CSMBS와 UC/SSS의 의료 서비스 질의 

차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불평등

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  재정적 제약

○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임. 노동력 감소는 납세자 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태국 정부의 재원에 영향을 줄 것임

· 정부 세입이 감소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임

○  또 다른 중대한 사안은 SSF의 지속가능성임

· SSF는 가입자가 55세에 도달하면 노령 급여를 지급함. 아직은 납부금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보다 많지만 확정급여로 설계된 노령 급여에 대한 지급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면 기금은 재정적 어려

움에 처하게 될 것이며 향후 30년 내에 지급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복지 사회의 파트너 

○ 태국의 사회안전망 전문가 집단에서는 향후 복지 사회에서 주요 네 개의 파트너(중앙 정부, 지방 정부, 

기업, 가계)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재정적 부담을 나누는데 있어 협력해야 하며 더불어 정부는 사회 

투자에 대한 면세와 같은 장려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 개선에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 태국의 시점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개념의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음

○ 태국의 비공식 안전망, 공동체적 사회망은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파트너로 볼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공

동체가 소속 구성원을 돌보고 있음. 지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자녀를 

돌보는 등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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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농어촌 및 농어업
은 지난 20여년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농어촌 거주자 및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
들의 소득감소는 심각한 문제
임. 최근에는 양극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

-  복지패널을 통해 살펴보면 농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
종사자 및 비농어업종사자의 
빈곤율은 도시가구에 비해 매
우 높은 수준임. 빈곤해소를 위
한 정책마련이 요구됨. 소득양
극화 측면에서 농어업종사자에 
비해 비농어업종사자의 소득양
극화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1.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농어촌 및 농어업은 지난 20여년간 우루과이라운드, DDA협
상, 외국과의 FTA(칠레, 미국 등 및 향후 중국)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대내적으로는 인구고령화, 청장년인구의 탈농이도, 농어업 생산성의 감소 
등의 변환시기를 거쳐 왔음

○  위와 같은 변환속에서 농어촌 거주자 및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

민들의 소득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지

속적으로 낮아지는 소득문제는 해결의 기미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의

해 개선될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 소득감소의 문제는 농어촌 주민 및 농어업 종사자들의 빈곤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농

어촌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사회적으로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측

면임

○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농어업 종사자의 가구소득은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이 농가가 도시가구에 비해 2005년 9.6배에

서 2010년 12.1배로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의 문제까지 발생

하고 있음1)

■  본 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의 빈곤 및 양
극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함

○ 특히 귀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의 비농어업종사자

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대상군으로서 비농어업종사자

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함

1)　박대식·마상진(2012),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20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농어촌지역 빈곤 및 양극화 현상

김태완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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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지역 일반현황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85년 14백만명(인구대비 53.0%)에서 
1995년에는 956만명(인구대비 21.5%), 2010년에는 약876만명(인구대비 18.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동기간 도시지역 인구는 1995년 35백만명에서 39.8백만명으로 증가함. 고령화 측면에서도 도시

지역은 2010년 9.2%이지만 농어촌지역은 20.9%로 도시지역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실정임

[그림 1] 도시와 농어촌지역 인구추세 및 고령화 비율 (단위:명, %)

○  농업종사자들의 경우 1995년 4,851천명에서 2010년에는 3,063천명으로 1995년 대비 36.9%의 인구

가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령세대의 경우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여 2010년에는 60세 

이상이 41.8%로 1995년의 25.9%에 비해 15.9%p가 증가하였음

<표 1> 연령별 농업 인구분포 (단위: 천명, %)

연도
농가
인구

14세 이하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1995 4,851 680 14.0 423 8.7 1,626 33.5 867 17.9 1,255 25.9 785 16.2

2000 4,031 459 11.4 262 6.5 1,301 32.3 676 16.8 1,333 33.1 876 21.7

2005 3,434 335 9.8 158 4.6 989 28.8 601 17.5 1,351 39.3 1,000 29.1

2011 3,063 270 8.8 133 4.3 793 25.9 587 19.2 1,279 41.8 973 31.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도시근로자와 농어업종사자간의 소득격차 및 소득증가율 
수준을 비교해보면, 농어업종사자의 소득증가율이 도시근로자에 못미치고 있음

○  특히 농어업소득은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2009년과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지만 2011년 다시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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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과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78.2% 수준이던 농어업종사가구의 소득수준이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59.1%까지 감소함

[그림 2]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어업종사 가구 소득증가율 및 소득비율(2인가구 이상) (단위: %)

자료: 통계청, 인터넷 자료(http://kosis.kr/), 각년도

■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도시가구, 농어촌가구 및 농어업 및 비농어업종사가구들의 소득수준을 보면, 농어촌가
구에 비해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소득수준이 높았음

<표 2> 가구유형별 지역별 경상소득기준 (단위: (연간)만원, %)

구분 전가구 도시가구 농어촌가구
농어업종사가구 비농어업종사가구

2005 3,152.8 3,228.4 2,259.1 1,879.3 2,410.5

2006 3,499.1 3,588.5 2,496.4 2,012.6 2,724.5

2007 3,827.6 3,950.2 2,589.5 2,281.5 2,719.0

2008 3,986.8 4,100.5 2,829.5 2,663.2 2,892.8

2009 4,278.7 4,386.9 3,187.6 2,756.7 3,34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3. 농어촌 지역 빈곤 및 양극화 실태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자료보다는 본 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와 어가경제조사의 경우 농어업종사자들의 소득과 지출측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1인가구가 제외되어 있어 농어촌의 고령화 특히 독거노인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최근 귀촌 및 귀농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석

이 농어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국민들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히 농어업의 현실과 더불어 농어촌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소득문제를 농어업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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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빈곤

■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전가구, 농어촌 및 도시가구의 빈곤수준을 살펴보면, 전가구 및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빈곤율이 계속해 감소하고 있었음

○  2005년 13.0%에서 2008년 8.2%로 2009년에는 7.0%로 줄어들어 지난 5년간 약 6.0%포인트로 약절

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 50%는 2005년 20.8%에서 2009년 18.4%로 다소 감소하여 최저생계비

를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높지 않음

· 다른 중위기준을 사용해도 최저생계비 기준에 비해 감소폭이 높지 않은 점은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

만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적 방식에 비해 상대적 방식의 

빈곤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농어촌지역 거주 가구들은 도시지역 거주가구들에 비해 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도시가구는 2005년 11.7%에서 2009년 6.3%로 5.4%포인트 감소하고 있지

만,농어촌가구의 빈곤율은 2005년 28.6%에서 2009년 14.0%로 역시 14.6%포인트가 줄어들어 절

대적 측면에서의 빈곤감소율은 농어촌지역이 높았음

<표 3> 가구유형별 지역별 가구빈곤율(가구기준, 경상소득기준) (단위: %)

구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50% 60%

전가구

2005 13.0 15.3 20.8 26.1

2006 10.7 14.7 20.9 26.5

2007 9.8 14.8 20.6 26.4

2008 8.2 14.0 20.1 25.8

2009 7.0 12.5 18.4 24.0

농어촌가구

2005 28.6 34.0 42.5 48.1 

2006 23.1 30.2 41.1 48.1 

2007 19.7 30.0 39.3 48.1 

2008 16.0 27.1 38.5 46.0 

2009 14.0 24.8 34.0 41.7 

도시가구

2005 11.7 13.7 18.9 24.3 

2006 9.6 13.3 19.1 24.6 

2007 8.8 13.3 18.7 24.3 

2008 7.5 12.8 18.3 23.8 

2009 6.3 11.3 16.9 2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 하지만 빈곤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연도에 걸쳐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도시가구들에 비해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

음. 상대적 빈곤의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가구들의 빈곤율이 2배 이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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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수준을 종사유형별로 구분하여 여기서는 농어업종사자2)와 비농어업종사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음

○  최저생계비기준으로 도시 비농어업가구들은 2005년 11.4%에서 2009년 6.3%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

어업종사가구는 2005년 27.2%에서 2009년 8.1%로 2005년에는 도시비농어업가구들에 비해 높은 빈

곤수준이었지만,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음

· 반면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가구들의 경우에는 2005년 29.2%에서 2009년 

16.1%로 도시 비농어업가구는 물론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종사가구들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

<표 4> 종사유형별 지역별 가구빈곤율(가구기준, 경상소득기준) (단위: %)

구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50% 60%

농어촌

농어업
종사가구

2005 27.2 33.3 46.0 53.9 

2006 19.5 27.7 43.7 54.3 

2007 13.7 22.2 36.8 48.6 

2008 10.2 18.5 30.6 42.0 

2009 8.1 15.5 27.0 40.2 

비농어업
종사가구

2005 29.2 34.2 41.2 45.8 

2006 24.8 31.4 39.9 45.2 

2007 22.2 33.3 40.4 47.9 

2008 18.3 30.4 41.6 47.6 

2009 16.1 28.3 36.6 42.3 

도시 비농어업
종사가구

2005 11.4 13.4 18.5 23.7 

2006 9.4 13.1 18.7 24.0 

2007 8.6 13.0 18.4 23.9 

2008 7.4 12.7 18.1 23.4 

2009 6.3 11.3 16.9 2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 상대적 빈곤에서도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들의 빈곤수준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

지만, 비농어업종사가구들은 빈곤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증가가 농어업종사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이 농어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대상으로까지 정부정책의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3)

2)　농어업 종사여부는 패널조사상에서 농업 및 어업을 통한 판매활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120만원 이상(2008년 이후, 이전은 연간 

100만원)인 경우 농어업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3)　도시은퇴자들은 최근 농어촌으로의 귀촌 및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귀촌자들이 농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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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빈곤수준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어업종사가구가 아닌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어업가구들의 빈곤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은 이들 가구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  두 번째로 농어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민들의 농어촌지역 거주를 장려하

기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기반과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농어촌거주가 빈곤을 높이는 방향으

로 작용해서는 농어촌으로의 귀촌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

나. 소득양극화 문제

■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전가구 소득5분위 배율을 보면 2005년 8.4배에서 2009년에는 7.3배로 다소 감소함. 
2005년 소득하위 20% 소득점유율이 5.1%, 2009년에는 5.9%로 0.8%포인트 증가함

<표 5> 가구유형별 지역별 소득점유율변화(가구기준, 경상소득기준) (단위: %, 배)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전가구

2005 5.1 11.0 16.8 16.8 43.0 8.4 
2006 5.3 10.9 16.5 23.9 43.4 8.2 
2007 5.3 10.9 16.5 23.4 43.8 8.2 
2008 5.6 11.4 16.9 23.5 42.6 7.5 
2009 5.9 11.4 16.6 23.0 43.1 7.3 

농어촌가구

2005 5.3 11.7 17.5 25.4 40.0 7.5 
2006 5.4 11.2 17.1 25.4 40.9 7.5 
2007 5.4 11.2 17.3 24.4 41.8 7.7 
2008 5.8 11.6 17.4 24.4 40.9 7.1 
2009 6.0 11.5 17.1 23.3 42.1 7.1 

농어업
종사가구

2005 5.8 11.1 17.0 24.7 41.4 7.2 
2006 5.8 10.5 16.0 25.1 42.5 7.4 
2007 6.2 11.3 17.4 24.5 40.7 6.6 
2008 6.6 11.8 17.8 24.8 39.0 5.9 
2009 7.3 12.2 18.5 24.7 37.3 5.1 

비농어업
종사가구

2005 5.1 11.9 17.7 25.5 39.7 7.8 
2006 5.2 11.4 17.3 25.4 40.7 7.9 
2007 5.1 11.2 17.3 24.4 42.0 8.2 
2008 5.6 11.6 17.3 24.3 41.3 7.4 
2009 6.2 12.5 18.5 25.5 47.5 7.7 

도시가구

2005 5.1 10.9 16.8 24.1 43.1 8.4 
2006 5.3 10.9 16.5 23.8 43.5 8.2 
2007 5.4 10.9 16.5 23.4 43.8 8.2 
2008 5.6 11.4 16.9 23.5 42.6 7.6 
2009 5.9 11.5 16.5 23.0 43.1 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 반면에 소득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동기간 0.1%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이 소득배율 감소의 원인

이었음. 이는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2009년 정부의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저소득

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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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을 배경으로 소득배율의 변화를 보면, 먼저 도시가구들은 2005년 8.4배에서 2009년 

7.3배로 감소함. 농어촌가구들 역시 2005년 7.5배에서 2009년에는 7.1배로 감소하여 도시지역과 같

이 수치적으로는 양극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농어촌거주 가구들의 5분위배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농어촌의 양극화문제가 도

시지역에 비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농어촌거주 가구들의 경우 빈곤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낮

고, 빈곤율은 높은 상황임

· 결국 농어촌지역의 소득 양극화가 도시에 비해 낮은 점은 도시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점과 소득 증

가율 역시 높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양극화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농어

촌지역 가구들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농어촌지역 내부적으로는 농어업종사가구와 비농어업종사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어업종사가구

의 5분위배율은 2005년 7.2배에서 2009년 5.1배로 감소함

· 반면에 비농어업가구는 2005년 7.8배에서 2009년 7.7배로 크게 변화하고 있지 못함. 이는 1분위에 

속한 비농어업종사가구가 2005년 5.1%에서 2009년 6.2%로 증가하였지만, 5분위에서 속한 비농어

업종사가구도 39.7%에서 47.5%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 측면에서 첫째, 농어업종사가구에서는 고소득층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비농어업종사  

가구들에서는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비농어업종사가구들의 빈곤이 높다는 점에서 빈

곤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여기서는 농어촌 지역 양극화를 각 분위별 분포가구들의 비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4)

○ 농어촌가구들은 분위별 가구분포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비록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지만 2005년 

1분위에 속한 가구들은 41.9%, 2009년은 37.2%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많은 가구들이 저분위에 포함되어 

있었음

· 2분위까지 확대시 농어촌가구들의 50~60%가 2분위 이하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5분위의 상위소득

비율은 2005년 13.1%에서 2009년 12.5%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종사가구와 비농어업종사가구로 역시 세분하여 보면, 농어업종사가들의 60%가  

2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4분위 또는 5분위의 높은 소득분위에는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음

· 그나마 2005년에 비해 2009년 고분위에 분포하고 있는 농어업종사가구들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

· 비농어업가구들 역시 저분위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농어업가구와 비슷한 60% 내외로 분포하고 있

음. 반면에 5분위 가구는 2009년 14%로 나타남. 농어업가구에 비해 불안정한 측면은 고위분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구들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4)　소득점유율은 지수특성상 각 분위에 속한 가구(혹은 개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소득(혹은 지출)의 합 또는 평균을 

통해 분석하게 됨. 하지만 가구유형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평균을 통해 소득점유율을 보면 양극화 또는 빈곤화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한계

가 있어, 여기서는 분위별로 가구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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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구유형별 지역별 소득점유율변화(가구기준, 경상소득기준) (단위: %, 배)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농어촌가구

2005 41.9 19.6 14.8 10.6 13.1 

2006 39.2 21.7 14.3 13.9 10.9 

2007 38.8 25.0 13.4 12.7 10.1 

2008 38.5 23.3 15.5 11.7 10.9 

2009 37.2 23.5 15.1 11.7 12.5 

농어업
종사가구

2005 45.6 23.1 19.2 6.3 5.9 

2006 41.7 28.4 17.5 8.2 4.1 

2007 36.3 32.3 16.7 9.4 5.3 

2008 31.0 32.5 20.5 8.8 7.2 

2009 32.2 34.2 15.6 9.6 8.4 

비농어업
종사가구

2005 40.5 18.2 13.0 12.4 15.9 

2006 38.0 18.5 12.9 16.6 14.1 

2007 39.9 22.0 12.0 14.1 12.1 

2008 41.4 19.8 13.6 12.8 12.4 

2009 39.1 19.6 14.9 12.4 14.0 

도시가구

2005 18.1 20.0 20.4 20.8 20.7 

2006 18.3 19.9 20.5 20.6 20.8 

2007 18.1 19.5 20.7 20.7 21.0 

2008 18.2 19.7 20.4 20.8 20.9 

2009 18.2 19.7 20.5 20.8 2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4. 시사점

■  본 고에서는 농어촌거주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빈곤과 양극화 측면에서 도시지역 거주가구들가 비교해 살펴
보았음

○  전반적으로는 기존 연구들과 비슷하게 농어촌거주 가구들의 빈곤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음. 특히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자칫 농어촌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정할 수 있는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음

○  대상별로는 농어업종사가구와 더불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가구들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와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소

득보장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농어촌의 소득양극화가 내부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들이 집행될 필요가 있음. 이후 양극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소득과 일자리 정책들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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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
로 근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와 자산형성지원을 탈수급 조
건과 연계하여 탈수급 및 자립
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
업이 2010년부터 시행되었음

-  현재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약 
1만 5천 가구(2010년 약 1만 
가구, 2011년 약 5천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약 3
천 가구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1만 8천 가구에 이를 예정임

1.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

■   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요

○  (참여대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  (지원수준)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26만원) + 본인 저축액(5만, 

10만원) + 민간 매칭액(매칭비율 1:1)

· 본인 저축 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평균 수준 적립 시 참여 

기간(3년) 동안 약 1,700만원 적립 가능

○ (지원조건) 3년간 사업 참여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조기 탈수급 장려) 탈수급 시점(3년) 이전에 조기 탈수급한 경우

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적립) 가능

○  (탈수급 이후 지원) 탈수급 이후 2년 동안 이행급여(의료·교육) 

지급

○  (소요재원 구성) 근로소득장려금(일반예산) / 매칭적립금(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

○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방식으로 적립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참여유지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탈수급 준비 지원을 위하여 

전국 140여개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자산관리 등 금융교육을 제공함

                                                           1)

1)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 및 사업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중 ‘1.05’는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보다 근로소득장

려금이 더욱 많이 적립되는 체계로 설계하여, 근로활동 참여 및 성실한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고자 함.

희망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운영 현황 및 정책과제

 최현수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최준영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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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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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및 사용

○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은 탈수급 시 전액 지급되며,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인 3년 이내에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매칭 적립금을 제외하고 본인 저축액과 그 이자만을 수령할 수 있음

2.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현황 변화 추이 및 예상 탈수급 성공률

■  희망키움통장의 정책적 효과와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될 1차적 성과는 참여기간(3년) 동안 희망키움통장 유
지여부와 참여기간 종료 이후 탈수급에 성공하거나 탈수급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전액 지급받는 가구의 비율
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과는,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해 탈수급에 성공하여 적립금을 수령한 이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한 가구의 비율임

·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하며, 사업 참여기간에 이어서 탈수

급 이후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1~6기)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및 
적립현황,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2)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기간(3년) 경과 후 예상되는 탈수급 성
공률을 제시함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선정기준 완화 전후를 기준으로 1~2기와 3~6기로 구분할 수 있음

· 1~2기(약 3,500가구): 상반기 참여(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 3~6기(약 7,500가구): 선정기준 완화(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이후 하반기 참여

○ 특히, 사업 참여기간(3년) 종료시점까지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유지한 가구의 탈수급 성공 또는 탈수

급 선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참여가구 조사에서 탈수급 및 자립의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응답한 

‘탈수급 가능성’을 활용하여 2010년 전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대비 예상 탈수급 성공률을 제시함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1~6기)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

○  전체 사업 참여기간(3년) 중에서 참여기수에 따라 최소 15개월(6기)부터 최대 21개월(1기)까지 경과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참여유지 비율은 80.7%로 매우 높으며, 월평균 약 1.25%p씩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중도해지가구 비율은 19.3%(약 2,100여 가구)에 해당함

○  참여유지가구의 85~90%(87.4%)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본인 저축액으로 선택 가능한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적립하고 있음

2)　2010년 희망키움통장 마지막 참여기수의 통장 개설시점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개월간 하나은행과 지자체로부터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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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5만원을 적립하는 가구는 참여유지가구의 약 5% 내외(5.7%)에 불과하며, 해당 월에 본인 저

축액을 적립하지 못한 미납가구 역시 참여유지가구의 약 5% 내외(6.9%)에서 변동되고 있음

<표 1>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11.12월 현재) (단위: 가구, %) 

구분 참여가구

참여유지
중도해지

(c)
소계
(b)

적립
미납

5만원 10만원

전체

가구 11,014 8,890 508 7,768 614 2,124 

비율 100.0 
80.7

(100.0) 
4.6
(5.7) 

70.5
(87.4)

5.6
(6.9) 

19.3 

1~2기

가구 3,466 2,813 140 2,524 149 653 

비율 100.0 
81.2

(100.0) 
4.0
(5.0) 

72.8
(89.7)

4.3
(5.3)

18.8 

3~6기

가구 7,548 6,077 368 5,244 465 1,471 

비율 100.0
80.5

(100.0) 
4.9
(6.0) 

69.5
(86.3) 

6.2
(7.7) 

19.5

[그림 1]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비율 및 중도해지 비율 변화 추이(’10.10~’11.12)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선정기준 완화 전후(1~2기 / 3~6기) 참여기수별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
황 비교

○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선정기준이 보다 엄격했던 1~2기(최저생계비 70%)의 

경우 81.2%로 나타났으며, 3~6기(최저생계비 60%)의 경우 80.5%로 다소 낮게 나타남

○  본인 저축액을 비교해보면,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적립한 가구 비율은 1~2기(89.7%)가 3~6기(86.3%)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본인 저축액을 적립하지 못한 미납가구는 1~2기(5.3%)가 3~6기(7.7%)보다 상대적으로 낮

았음

· 이러한 차이는, 선정기준 완화(최저생계비 70% 이상·60% 이상) 이후에 참여한 3~6기의 경우 상

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최저생계비 60~70%에 해당하는 가구가 다수 포함된 것에 기인함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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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사업 종료시점 기준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의 참여유지비율 및 예상 탈수급 성공률

○  앞서 살펴본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 관련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사업 참

여 3년 이후 희망키움통장 종료시점에서의 2010년 전체(1~6기) 참여가구의 참여유지비율을 예측함

· 자료수집 기간 동안 나타난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비율의 변화 추이가 유지되는 상황을 단순하게 가

정할 경우, 종료시점까지 잔여기간 중 추가 중도해지 가구는 약 2,600가구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중도해지 가구규모는 약 4,700가구(약 4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3년 사업 종료시점에서의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가구규모 및 

비율은 약 6,300가구(약 57.1%)로 예상됨

구분

신청 초기 
중도해지 

가구
(’10.10 이전)

자료수집 기간
(14개월)

중도해지 가구
(’10.10~’11.12)

’11.12 기준 
전체

중도해지 
가구

14개월간 
월평균 

중도해지 가구
(비율)

’13년 사업 
종료시점까지 

잔여기간 
중도해지 
예상가구

전체 
중도해지 
예상가구
(비율)

참여유지 
예상가구
(비율)

가구 200 1,924 2,124
137.4

(1.25%)
2,599

4,723
(42.9%)

6,291
(57.1%)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가구가 탈수급 및 자립의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응

답한 ‘탈수급 가능성(%)’을 반영하여 2010년 전체 참여가구 중 예상 탈수급 성공률을 산출함

· 참여가구가 스스로 응답한 최종 탈수급 가능성 평균 90.3%3)를 반영할 경우, 2010년 전체 희망키움

통장 참여가구 중 사업 종료시점까지 참여를 유지하고 탈수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가구의 비율

은 약 51.6%(=57.1%×9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사업 종료시점이 임박하면서 실질적으로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탈수급에 대한 불안

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탈수급 가능성을 

70%까지 하향 조정할 경우 탈수급 성공률은 약 40%(=57.1%×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성과는, ‘근로인센티브와 자산형성지원 및 사회서비스(탈수급 지원 및 이행급여) 제공을 통한 

탈수급 촉진’이라는 희망키움통장의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따라서, 사업 종료시점(희망키움통장 참여 후 3년 경과시점)까지 참여유지 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

해 사례관리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

○  탈수급 성공률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 종료 후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의 적절한 활용과 기

초보장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하는 가구의 비율임

· 사례관리를 통해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뿐만 아니라 탈수급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탈수급 및 자립에 성공하여 수급

자로 재진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3)　탈수급 가능성이 100%라고 응답한 가구가 68.9%에 이르렀으며, 50% 미만이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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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저축 관련 경험 및 인식 변화

■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구축 중인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
조사’

4)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목적, 저축 관련 경험 및 사업 참여기간 중 인식 변화 등에 대하여 살
펴봄

■  희망키움통장 참여목적

○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또는 참여목적은, 주택 구입(약 40%)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교육비 활용을 위

한 자산축적(22.2%)과 창업자금 마련(14.5%)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탈 수급 자체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한 경우도 8.6%로 나타났는데, 이는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산형성과 함께 수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립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탈수급 전제조건 등에 대한 갈등여부

○  약 41.8%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10가구 중 약 4가구는 3년 이후 탈

수급 조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나 혼란을 거쳐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갈등을 경험한 가구의 약 60%가 사업 참여 및 적립금 수령 조건인 3년 후 탈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가

장 크게 고민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탈수급에 성공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갈등을 경험한 가구 역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함

· 참여기간 중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근로활동이나 정기적인 저축, 지자체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남

■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긍정적 의미에 대한 인식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의 긍정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저축과 매칭금을 통한 목돈 

마련이라는 응답이 약 45%로 가장 높았음

· 탈수급을 통한 자립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수급자격이나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 및 

의지를 표출한 가구가 약 30%로 나타났음

· 한편, 근로소득장려금 제공이 생계급여 감소보다 일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가구도 21.1%로 높게 나타났음

■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방식 및 탈수급에 대한 인식

○ 희망키움통장의 자산형성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근로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결합되어 운영 중인 근로소

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가구의 약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러한 근로소득장려금의 인센티브로 인해 약 67.2%가 근로활동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반면, 근

로활동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하였음

○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적립금 수령을 위한 탈수급 조건 동의하는 가구는 약 70.7%로 나타남

4)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 기초조사를 완료한 약 2,7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간 중에 반기마다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을 진행 중임. 이러한 DB는 2010년 참여가구의 사업 종료시점인 2013년 탈수급 성공 또는 선택과 관련된 조사, 탈수급에 성공한 참

여가구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수급상태를 유지한 가구에 대한 약 2년간의 추적조사 수행을 통해 2015년까지 구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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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참여가구의 약 44.4%가 3년 후 즉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일정기간 가진 후 탈수

급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업 참여를 유지하더라도 마지막 종료시점에서 탈

수급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전체의 26.7%가 사업 종료시점에서 각종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나, 이행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탈수급을 지원해야 함

·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응답도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종료시점에 

탈수급한 가구일지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수급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저축 관련 경험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경험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했던 가구는 약 15.8%에 불과했으며, 여유가 있을 

때에만 저축했던 가구는 약 25.9%로 나타나, 나머지 58.3%의 가구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

면서 처음으로 저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줌

· 금융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가구도 전체의 약 12%에 불과함

· 이러한 결과는 희망키움통장의 주요 정책목표인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이외에도 사업 참여과정에

서 저축 및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기적인 저축습관, 자산관리 등 자기관리 능력 향

상 등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미래의 상황에 대비한 자산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

· 전체 참여가구의 약 90% 이상이 자산 준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실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들은,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을 시

작하고 사례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례관리 및 금융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

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금의 규모의 평균은 약 8,000만원이었으나, 1천만원 이하로 

응답한 가구가 약 23.8%, 3천만원 이하가 약 60%, 5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확대 검토 시 최종적으로 약 3천만원~5천만원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본

인 저축액, 매칭비율, 적립기간 등에 있어 충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자금 규모 및 준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준비금액은 207만원에 불과하

였으며 개별 가구의 ‘필요자금 대비 준비율’평균은 약 6.3%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약 96.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1천만원 이하로 준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자금 대

비 준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3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약 95%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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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과정에서 본인 저축액 마련방법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사업 참여과정에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을 마련하는 방법

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 마련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을 늘리

기 위한 추가 노력을 통해서’, ‘생계급여 등 정부지원 중 일부 사용’순서로 나타났음

○ 저축 포기에 대한 갈등여부 및 사유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과정에서 저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이 있는지 살

펴보면, 1~2차 조사에서 약 20% 내외의 가구가 이러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비용부담 때문에 저축이 어려웠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 탈수급 이후에 대한 걱정으로 포기를 고

민했다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으나, 1~2차 조사과정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 긍정적 인식 변화

○ 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단기 전망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전망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는 현재 시점보다는 6개월 이후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전

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사업 참여과정에서 점차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10점 척도5)를 기준으로 

중간 수준에 이를 만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저축 습관 또는 계획에 대한 전망

·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탈수급에 성공하더라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저축할 예정’이

라는 가구가 1~2차 조사에서 각각 67.7%와 72.6%로 나타나 약 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여유가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이라도 저축하겠다’고 응답한 가구 역시 약 30%로 나타나, 어떠한  

형태로든 저축을 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참여가구의 약 9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 약 60%가 사업 참여 이전에 거의 저축 경험이 없었던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70%를 넘는 가구가 향후 규칙적으로 저축 습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고 98% 이상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저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희망키움통장 참여과정에서 기초보장 수

급가구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서 매우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희망키움통장 확대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  시행 첫 해인 2010년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가구가 본격적으로 탈수급을 시작하는 2013년 이후 
운영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확대

· 근로인센티브 제공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립금을 통해서 탈수급 시점에서 소득역전을 방지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을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존 자활장려금과의 조정을 통

한 근로소득장려금 적용방안 검토

· 일반노동시장 참여 수급가구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참여 기준을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에서 최저생계비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대상 추가 확대 검토

5)　매우 가난(1점) ~ 매우 부유(10점) 중에서 응답한 10점 척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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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급 촉진과 재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희망키움통장 참여와 적립금 수령이 탈수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종료시점에 탈수급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희망키움통장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참여부터 종료시점까지 3년간 참여유

지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탈수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

· 사업 종료시점에 각종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탈수급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행급여를 포함하여 각종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와 사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정책 조정 및 일선 사례관리자의 역할 수행 지원

· 또한,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수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로 재진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의 탈수급 이후 관리체계 마련

· 나아가, 사업 종료시점에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상

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검토

○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 연장 및 본인 저축액 선택 범위 확대

· 참여가구의 85~90%가 본인 저축액으로 최대인 1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금의 규모로 3천만원~5천만원을 희망하고 있음

· 따라서,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 중 3천만원~5천만원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선택 

범위 확대(5~20만원), 적립기간 연장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대 방안 검토

· 자산형성 측면에서 참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또는 3년 후 탈수급 선택시점에서 2

년간 연장하는 방안(3+2)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례관리를 통해 참여유지 및 탈수급과 자립

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음

· 또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 중 본인 저축액 선택 범위 확대(5~20만원)와 더불어 본인 저축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 참여과정에서 참여가구의 저축 의지 제고

○희망키움통장과 근로장려세제(EITC)의 연계 확대

·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방안 중 탈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이라는 효과성 

측면에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집단임

· 따라서,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부터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우선 

적용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의욕을 제고하

고 탈수급 지원을 위한 근로유인형 정책패키지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이것은 단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3년 동안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탈수급 이후 발생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까지의 정책 시차를 최소화하여 근로

장려세제로 이행하도록 연계하는 의미를 지님

· 나아가, 연간 1회 신청 및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추가 적립을 유

도하고 이에 대한 매칭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탈수급 시 자산형성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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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진전으로 공공사회복
지지출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일반회계지출과 사회보험제
도의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복지 관련 주요 공약을 반영하
면 지출규모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공
공사회복지 지출의 노령 및 보
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
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지출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
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함

1. 서론

■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현재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7.6%로 OECD 

가입국(OECD 평균은 19.2%) 중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증가

속도는 가장 높음

·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

비 연평균 증가율은 5.96%로, 같은 기간 일본의 3.02%, 영국 

1.21%, 스웨덴 -0.60%, 독일 0.86%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복지제도의 성숙과 복지욕구의 증가로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고령화의 진전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
로 보임

○  적절한 복지체계의 구축과 이에 대한 지출의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과

도한 지출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적정 수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정책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

과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의 토대가 됨

2.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전망

■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사회보험 지출의 합계는 2011
년 기준 67.1조원에서 2017년 115.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노령연금 지출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로 인한 급여 지출 증가 등 사회보험제도의 급여 지출이 2011년 

49.5조원에서 2017년 92.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회계 지출도 연평균 4.92% 증가하여 2011년 22조원에서 2017년 

29.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
 원종욱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김태은 (사회재정ㆍ통계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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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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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총괄(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3대 사회보험) (단위: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일반회계1) 22,049 23,247 24,296 24,670 25,575 27,296 29,559 4.92 

건강증진기금2) 1,161 1,157 1,154 1,157 1,159 1,161 1,163 0.11 

사
회
보
험

소계 49,563 54,977 61,350 68,077 75,476 83,627 92,597 10.99 

건강보험급여지출3) 35,607 39,224 43,251 47,676 52,538 57,876 63,742 10.20 

국민연금급여지출4) 10,360 11,942 14,173 16,357 18,773 21,430 24,373 15.34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지출5) 3,596 3,812 3,926 4,044 4,165 4,321 4,482 3.29 

합계6) 67,170 73,487 80,561 87,545 95,506 105,064 115,966 9.55

주: 1)  기획재정부 2011년 기준 중기재정 확정금액 중 보건복지부 총재정(2011년 약 33.5조원, 2012년 약 36.3조원)에서 국민건강증진

기금과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급여지급을 제외한 금액임(건강보험가입자 국고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사업운용 금

액이 포함되었음)

 2)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지원과 나머지 사업별 건강증진기금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임

 3) 자체 추계자료를 사용(건강보험가입자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이 포함된 금액임)

 4)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획재정부 2011년 기준 중기재정 확정금액을 사용하였고, 2016년과 2017년은 자체 추계자료의 전

년대비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5)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사업운용 연도별 금액에 자체추계 자료를 적용하여 급여지출금액을 계산하였음(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사

업운용은 2011년 기준 2011~2015 기획재정부 중기재정 확정금액을 사용하였고, 2016~2017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계산)

 6)  합계 계산시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사회보험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각 항목에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하였음(건강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 금액은 일반회계와 사회보험에 각각 포함,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금

액은 건강증진기금과 사회보험에 각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사업운용은 일반회계와 사회보험에 각각 포함되어 이를 단순

합산 할 경우 이중으로 계산됨) 

[그림 1] 현행 제도 유지시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추이(2011~2017년)  (단위: 십억원)

■ 앞서 살펴본 증가추이에 사회복지 관련 주요공약을 반영하면 지출수준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함

○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보장성을 확대하거나 급여수준

을 인상하는 주요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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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공약 내용

구 분 현 행 공약반영시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 2014년부터 소득하위 80%로 확대

1인당 급여액(월액) -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 대비 5%
-  2013년부터 매년 1%씩 인상하여 2017년 국

민연금 급여산식 A값 대비 10%

건강보험
입원보장률 - 입원보장률 63.8%(2010년 기준)

-  2013년부터 매년 일정하게 입원보장률을 인
상하여 2017년 입원보장률을 90%로 확대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  소득계층별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상 추가비용 국고지원

-  소득수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추가비용을 국고로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지원 - - 0~2세: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0% 지원

양육수당 대상자 

(시설미이용아동대상)

-  0~2세: 2012년 차상위계층가구에서 
2013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 3~5세: 미지원

- 0~2세 소득 상관없이 100% 지원
- 3~5세 소득 상관없이 100% 10만원(월액) 지원

지원단가(월액) - - 2014년부터 매년 3%(물가상승률)로 인상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지수를 
조정, 수급에서 제외되는 103만명 중 70%를 
(5년간) 수급자에 포함

○  일반회계의 주요 공약반영에 따른 추가소요액은 2017년 7조원에 달하며, 사회보험은 10.2조원이 추가

로 소요됨

○  현행 제도 유지시 일반회계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5.01%에 비해 주요 공약 반영

시 8.84%로 증가하며, 사회보험도 현행 제도유지시 10.98%에서 공약반영시 12.93%로 증가폭이 커짐

<표 3> 주요 공약 반영시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총괄 (단위: 십억원, 배,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일반

회계

현행 제도 유지시 22,049 23,247 24,296 24,670 25,575 27,296 29,559 5.01 

공약

반영시

지출액 22,049 23,247 25,838 27,964 30,160 33,207 36,657 8.84 

추가

소요액

소계 0 0 1,542 3,293 4,584 5,910 7,098 

건강보험국고보조 0 0 288 451 613 761 894 

기초생활급여 0 0 460 762 1,080 1,392 1,522 

기초노령연금 0 0 611 1,888 2,687 3,546 4,465 

영유아보육료지원 0 0 182 193 204 211 216 

배수(공약반영/현행) 1.00 1.00 1.06 1.13 1.18 1.22 1.24 

건강증진기금 1,161 1,157 1,154 1,157 1,159 1,161 1,163 0.04 

사회

보험

현행 제도 유지시 49,563 54,977 61,350 68,077 75,476 83,627 92,597 10.98 

공약

반영시

지출액 49,563 54,977 64,107 72,700 81,966 91,984 102,821 12.93 

추가

소요액

소계 0 0 2,757 4,623 6,490 8,357 10,224 

건강보험 0 0 2,757 4,623 6,490 8,357 10,224 

배수(공약반영/현행) 1.00 1.00 1.04 1.07 1.09 1.10 1.11 

합계1)

현행 제도 유지시 67,170 73,487 80,561 87,545 95,506 105,064 115,966 9.53 

공약

반영시

지출액 67,170 73,487 84,572 95,011 105,967 118,570 132,394 11.97 

추가소요액 0 0 4,011 7,466 10,461 13,507 16,428 

배수(공약반영/현행) 1.00 1.00 1.05 1.09 1.11 1.13 1.14 

주: 1)  합계 계산시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사회보험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각 항목에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하였음(건강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 금액은 일반회계와 사회보험에 각각 포함,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금

액은 건강증진기금과 사회보험에 각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사업운용은 일반회계와 사회보험에 각각 포함되어 이를 단순

합산 할 경우 이중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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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 유지시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사회보험 지출의 합계는 2011년 기준 67.1조
원에서 2017년 115.9조원으로 연평균 9.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공약을 반영할 경우 2017년 
132.3조원으로 연평균 11.97% 증가함

○  주요 공약 반영에 따른 추가소요액은 일반회계에서 7조원, 사회보험은 10.2조원으로 전체 추가소요액 

순계1)는 1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현행 제도 유지 대비 공약 반영시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추이(2011~2017년) (단위: 십억원)

3.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국가별 지출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음

○  2007년을 기준으로 스웨덴, 덴마크 등 사민주의 북유럽국가가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

며, 대륙유럽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영국은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로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만을 놓고 볼 때는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

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남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1980~2007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1)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사회보험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각 항목에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한 순계임. 자세한 내용은  

<표 3>의 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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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체제는 특성이 결정되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며, 이
를 국가 간 비교와 유형분류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함의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음

○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국가별 지출의 수준과 구성 그리고 변화양상에 대한 비

교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이 경험한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

[그림 4]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시기별 평균(1980~2007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  OECD 공공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출 유형을 분류하면 4개 유형으로 분류됨

<표 4>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변화 양상에 따른 지출유형 (단위: %)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0~2007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평균
연평균증

가율
평균

연평균
증가율

평균
연평균
증가율

유형1

스웨덴 28.7 0.86 32.1 -0.22 28.9 -0.58 29.9 0.02

덴마크 24.4 0.24 27.2 0.56 26.7 0.23 26.1 0.20

스페인 17.2 1.67 21.2 0.26 20.9 0.78 19.7 1.22

네덜란드 25.4 -0.36 23.8 -2.42 20.4 0.21 23.4 -0.78

유형2

벨기에 25.3 0.50 26.0 0.45 26.2 0.51 25.8 0.42

독일 22.5 -0.10 25.8 2.29 26.8 -0.77 24.9 0.48

영국 18.4 0.26 19.1 1.14 19.9 1.43 19.1 0.81

유형3

이탈리아 20.3 1.85 21.4 1.75 24.3 0.95 21.9 1.21

그리스 14.5 4.69 17.3 1.69 20.4 1.55 17.2 2.75

포르투갈 10.4 0.88 15.7 3.91 21.4 2.56 15.4 3.08

유형4
일본 11.2 0.75 13.6 4.05 18.0 1.78 14.0 2.20

한국1) - - 3.6 8.95 6.0 6.73 4.7 5.96

OECD평균 16.9 1.12 19.2 0.99 19.5 0.27 18.5 0.78
주: 1) 한국은 1990년부터 자료제출

○  유형 1: 정점 후 감소형

· 북유럽 복지체제는 전통적으로 지출 수준이 높고 1990년대 초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몇 차례의 복지개혁을 거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하여 1990년대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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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사민주의 복지체제 국가들은 복지의 대부분을 국가차원의 책임으로 인식하

여 공공 사회복지지출이 높은 수준을 보여 왔으나, 1990년 초반 복지축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정수준 감소하였으며, 복지주체의 역할 분담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일정부

분 변화하였음

· 스페인의 경우, 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있으나 변화양상에서 스웨덴, 덴마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반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0

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지출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2)

○  유형 2: 일정 수준 유지형

· 독일과 벨기에는 일정 수준(5%)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정 시점의 

증가나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은 독일, 벨기에와 비교할 때 지출의 수준은 낮지만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유형 3: 성장형

·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의 남유럽 국가는 지출 수준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들 국가에서 특정 시점에서의 지출 감소는 곧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전

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유형 4: 아시아형

· 일본과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한국은 1990년 이래 연평균 6% 정도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5]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양상 유형별 지출 수준(1980~2007년)  (단위: GDP 대비 %)

2)　네덜란드는 19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서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변화하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포괄적이고 관대한 사회보장

급여로 사민주의적 복지체제의 성격을 보이기도 하였음. 네덜란드의 복지체제는 이와 같은 변화들로 인해 조합주의적인 특징(고용정책관

련), 잔여적인 특성(근로자 및 가족복지), 시장주의적 특성(실업보험과 연금보험에서의 개인책임 강조)이 혼재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복지 개혁을 이루며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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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기능별 구성을 살펴보면 노령과 보건 분야의 지출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노령과 보건 분야의 지출을 기준으로 국가를 유형화하면 일본이 노령과 보건 지출의 합계가 전체 공공

사회지출의 약 8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덴마크는 52% 수준에 머물러 국가 간 지출의 구성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존재함

<표 5>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기능별 구성비에 따른 유형분류(2007년) (단위: GDP 대비 %)

구 분
노령·보건 분야 노령·보건 분야 외

소계 노령 보건 소계 유족 근로무능력 가족 ALMP1) 실업 주거 기타

기능별
분류1

일본 80.7 47.0 33.7 19.3 6.9 4.2 4.2 0.9 1.7 0.0 1.4

그리스 74.4 47.0 27.5 25.6 9.4 4.2 5.1 0.8 2.2 2.2 1.8

이탈리아 74.0 47.2 26.7 26.0 9.7 7.0 5.6 1.8 1.8 0.1 0.1

포르투갈 70.5 41.0 29.5 29.5 7.1 9.5 5.1 2.3 4.4 0.0 1.1

기능별
분류2

한국 67.5 21.3 46.2 32.5 3.3 7.3 6.6 1.7 3.3 0.0 10.2

독일 65.6 34.4 31.2 34.4 8.2 7.5 7.3 2.9 5.5 2.4 0.7

영국 61.3 28.1 33.3 38.7 0.7 11.9 15.8 1.5 1.0 7.0 0.8

기능별
분류3

스페인 58.4 30.3 28.1 41.6 8.9 11.7 5.7 3.4 9.8 0.9 1.2

스웨덴 57.0 32.9 24.1 43.0 2.0 18.4 12.3 4.0 2.4 1.7 2.2

네덜란드 55.8 26.2 29.6 44.2 1.2 14.6 9.9 5.4 5.7 1.9 5.5

벨기에 54.7 26.9 27.8 45.3 7.2 8.9 9.7 4.6 11.9 0.6 2.5

덴마크 52.8 27.9 25.0 47.2 0.0 16.7 12.6 5.0 7.4 2.7 2.8

OECD평균 66.4 34.9 31.5 33.6 5.2 11.6 10.5 2.5 0.0 0.0 3.8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기능별 분류 1

·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노령·보건 분야의 비중이 전체 지출의 70%를 상회함. 이들 국

가들은 특히 노령에 대한 지출이 전체의 4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금지출 수준이 

높은 것에서 기인함

·노령과 보건 분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능별 분류 2

· 한국, 독일, 영국은 노령·보건 분야의 비중이 전체 지출의 60% 이상에서 70% 미만 수준임

· 독일은 노령과 보건 외의 분야에서 거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은 유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분야에서의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은 노령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의 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 있으나, 향후 연금수급의 확대로 인해 노령부문의 지출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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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분류 3

·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는 노령·보건 분야의 비중이 전체 지출의 60% 미만임

· 네덜란드는 노령분야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근로무능력 분야의 지출 비중이 스웨덴, 덴마

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분야로 분류되는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스페인과 벨기에는 유족과 실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근로무능력에 대한 지출이 낮

게 나타나고 있음

· 스페인은 가족분야의 지출이 낮다는 점에서 남유럽 국가들과의 유사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벨기에의 

구성과 보다 유사함

· 스웨덴과 덴마크는 근로무능력과 가족 분야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유족분야를 제외하고 전반

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고른 지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변화 추이와 기능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OECD 주요국가의 사회보장지출 유형을 분류
하면 다음과 같음

○  유형분류 결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의 특징은 노령·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크다는 것임

○  반면에 개혁을 통해 지출 수준이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노령·보건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향후 노령연금 지출이 본격화되면 지출 규모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구성비에 있어서도 노령분야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6>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추이와 노령·보건 분야 비중에 따른 국가 유형분류

구 분
변화추이에 따른 지출유형

정점후감소형 일정수준형 성장형 아시아형

노령·보건
분야 비중

상
(70% 이상)

-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중
(60% 이상~70% 미만)

-
독일
영국

- 한국

하
(60% 미만)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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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
장제도는 외형적 틀은 갖추었
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한계가 있음. 세 차례(2009, 
2010, 2011년)의 다층노후소
득보장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
하였음

-  분석결과를 보면, 다층노후소득
보장수준은 종사상 지위, 납부
형태,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나
타났음. 은퇴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늦추
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
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의 소득수준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함

1. 실질적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임

· 평균수명 증가,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

을 부양할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불가피

·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

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  외형적으로는 최저소득보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퇴

직연금, 개인연금제도로 이루어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은 갖추었으나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

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자 등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가, 

·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여건이 좋은 사업장 종사자 위주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개인연금은 가입자 대다수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라는 문제가 

있음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조사 필요성 및 조사 개요

○  각 개인의 니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

○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다층노후소득

보장제도에 포함된 개별제도의 가입현황 및 인식 등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는‘인구주택 총조사’에서 3천 가구를 추출하여 실시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시사점

윤석명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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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1)

■  국민연금 가입 실태

○ 전체 가구주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2010년 89.8%, 2011년 91.8%로 나타났음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78.8%, 납부예외자는 20.4%, 체납자는 0.8%이며, 

·사업장가입자는 55.4%, 지역가입자는 44.4%,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0.2%로 나타났음

<표 1>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및 납부형태(2011년) (단위: 명, %)

전체 
3,106(100.0)

국민연금 가입자
2,852(91.8)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2,248(78.8)

납부예외자 581(20.4)

체납자 23(  0.8)

국민연금
가입종류

사업장가입자 1,580(55.4)

지역가입자 1,266(44.4)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7(  0.2)

적용제외자 
254(8.2)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10년 9.74년, 2011년 11.14년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12.81년, 납부예외자는 4.75년, 체납자는 8.49년이며, 

· 사업장가입자는 12.6년, 지역가입자는 9.33년,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6.71년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간 월평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 7.84만원, 2011년 9.1만원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11.2만원, 납부예외자는 0.9만원, 체납자는 10.19만원이며, 

· 사업장가입자는 11.2만원, 지역가입자는 6.47만원,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7.79만원으로 나타났음

1)　본 조사결과는 2009년, 2010년, 2011년 가구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실태조사 결과임 

(자세한 내용은 윤석명 외(201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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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연금액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68.3%, ‘없다’라는 응답이 17%, ‘모름’이라는 응답이 14.7%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약 61.6만원이며,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약 35.1만원으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련 실태

○  실직, 소득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로 분류됨

○ 일단 납부예외자가 되면 다시 납부자로 돌아오기가 어려움

· 4년 이상 납부예외 기간인 경우가 2010년 74.6%, 2011년 73.5%로 납부예외 기간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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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납부예외 기간(2011년) (단위: 명, %) [그림 2] 납부예외 기간(2012년) (단위: 명, %)

· 납부예외 기간 중에도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011년 기준 83%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86.2%가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 주된 사유인 납부예외자로 나타났음

- 상용직의 0.7%, 임시직의 24%, 일용직의 61.7%, 고용주의 5.1%, 자영업자의 24.7%가 

납부예외자로 나타났음

·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납부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직이 

31%, 임시직 43.2%, 일용직 22.1%, 고용주 33.3%, 자영업자가 36.3%로 나타났음

- 보험료 일부 지원시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이유로, 상용직과 고용주의 대부분은 ‘연금을 받

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반면, 

-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대부분이‘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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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관련 인식

○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70.7%, 적용제외자의 85.1%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음

·국민연금 납부자의 72.7%, 납부예외자의 62.9%, 체납자의 65.2%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음 

· 사업장가입자의 71.3%, 지역가입자의 69.8%,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100%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음

<표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조사연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2009 6.4 10.4 23.5 41.2 18.5

2010 2.9 13.9 18.0 58.9 6.3

2011 2.3 9.3 16.4 63.7 8.2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중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9%, ‘납부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3%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연금 수급의 확

신’이  54.9%, ‘실질 가치 보장의 확신’이 21.9%로 나타났음

■  퇴직연금 관련 실태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도 65%인 반면에, 가구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0년 10.7%, 2011년 8.3%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의 예상 월 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74.53만원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현재 일자리에서 퇴직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1%로 나타났음

■  주택연금(역모기지) 관련 실태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중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 ‘활용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9.8%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적정가

치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6.5%, ‘소유주택이 없음’이 27.5%,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17.3%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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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관련 실태

○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7.4%, 2010년 68.3%, 

2011년 72%인 반면에, 가구주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은 2010년 31%, 2011년 

31.3%로 나타났음

○  소득분위별 개인연금 가입률은 1분위는 12.5%, 2분위는 24.5%, 3분위는 28.5%, 4분위는 37.3%, 5

분위는 52.8%로 나타났음

○  개인연금 가입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6%, ‘다른 노후소

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입했다’라는 비율이 12.6%로 나타났음(2011년 기준)

○  2011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70.7%, ‘안정

성·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12.1%로 나타났음(2011년 기준)

○  향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개인연금 월급여액은 2011년 기준으로 58.18만원으로 나타났음

■  노후준비 관련 인식

○  가구주 중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0.5%, 2011년 85.1%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90.9%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주

된 이유로 보고 있음 

○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로는 ‘본인’ 및 ‘본인이 준비하고 국가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표 3>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 (단위: %)

조사연도 본인
본인준비, 자녀 
및 가족 지원

본인준비, 
국가 지원

자녀 및 가족 
책임

국가책임 기타

2009 29.8 21.1 36.3 4.4 7.6 0.8

2010 45.2 4.1 43.8 0.8 6.1 0

2011 41.7 5.4 49.8 0.5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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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구주의 개인연금 가입이유
  (단위: 명, %)

[그림 4] 현재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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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노후준비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는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매년 높아지

고 있음

○  가구주 본인이 생각하는 1인 기준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는 2009년 90.5만원, 2010년 112.4만원, 

2011년 116.6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구주 본인이 생각하는 1인 기준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2009년 128만원, 2010년 175.1만원, 

2011년 179.6만원으로 나타났음

<표 4>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 (단위: 만원)

조사연도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월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

본인기준 부부기준 본인기준 부부기준

2010 90.5 159.6 128.0 223.8

2011 112.4 177.3 175.1 272.3

2011 116.6 184.7 179.6 279.5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이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은 평균 11.86년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이 앞으로 계획하는 노후준비기간은 평균 15.11년으로 나타났음

<표 5> 가구주의 현재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2012년) (단위: 년)

구분 평균값 중위수 표준오차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13.24 12.92 0.13

납부예외자 5.67 4.32 0.22

체납자 9.56 9.57 1.23

전 체 11.86 11.50 0.13

○  가구주 본인이 현재 노후준비에 사용한 월평균 금액은 2009년 17.4만원, 2010년 15.7만원, 2011년 

21만원임

■  은퇴시기 관련 인식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예상 은퇴시기에 대해 평균 63.7세로 응답하였으며, 본

인이 희망하는 은퇴시기에 대해서는 평균 65.65세로 응답하였음

· 예상 은퇴시기는 자영업자가 약 67세, 일용직이 약 66세로 비교적 늦었고, 상용직이 약 62세로 가

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는 상용직이 약 3년 정도 은퇴를 미루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 2011년 기준으로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가 다른 이유로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 때문이라는 

응답이 32.9%, 조기퇴직 강요 때문이라는 응답은 11.7%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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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종사상 지위에 따른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 (단위: 세)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  베이비붐 세대내 소득분포는 1분위(25%)와 5분위(21.8%)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베이비붐 세대 중 81%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소득분위 1분위의 55.8%, 2분위의 76.2%, 3분위의 87.3%, 4분위의 94%, 5분위의 98.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득계층별 노후준비 차이가 나타났음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기간은 13.52년으로 나타났음

· 1분위 8.36년, 2분위 11.45년, 3분위 13.54년, 4분위 15.34년, 5분위 19.65년으로 소득수준별 노

후준비 기간의 차이가 나타났음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월 19.88만원으로 나타났음

· 1분위 5.36만원, 2분위 10.66만원, 3분위 13.44만원, 4분위 19.99만원, 5분위 49.12만원으로 소

득수준별 노후준비 금액의 차이가 나타났음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종사상 지위, 납부형태,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라 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

○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은 아직 확고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후준비를 위한 정부지원의 소득수준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함을 시사함

· 정부의 지원이 취약계층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도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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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회보장연구

○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근로자 대상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와 집중적인 정책 타깃그룹 설정, 범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지원이 필요

· 저소득 자영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적용이 필요

· 현행 보험료 지원기준인 월 소득 35만원∼125만원이 지원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한선의 하향 조정 및 상한선의 상향 조정(예: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필요

· 사업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집단 위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예: 차차상위 이상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확보한 소득집단 중심으로 제도 운용)

○  공적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근로기간 소득양극화가 노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인 대책이 필요

· 퇴직연금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개인연금 활성화 노력 필요. 특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획기적

으로 높일 수 있는 특화된 개인연금 상품 도입이 필요(예: 독일의 Liester Pension)

○  예상은퇴시기와 실제은퇴시기의 차이(상용직의 경우 3년)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

· 부분근로 및 부분연금 등을 이용한 점진적 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

○  생애노후설계 중요성 부각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연금포털) 구축이 필요

· 스웨덴의 MinPension.se, 덴마크의 PensionsInfo를 참고한 한국형 포털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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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은 
낮은 편이었고, 4년간 9개 서
비스 영역에 걸쳐 중산층의 정
책실행 체감도는 향상되었으나 
세금대비 복지수혜도에 대한 
인식은 저조하게 나타남  

-  중산층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
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
한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책임
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향
후 지향하는 한국사회는 ‘중간
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
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로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들어가며

■   최근 미국 및 유럽발 경제위기, 물가 및 실업률 상승, 가계부채의 확대, 소
득분배 및 지출구조의 악화, 중산층의 위축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
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고 있음

○  급변하는 사회위험에 대비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

산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

함하여 복지체감 및 복지인식에 대한 진단 등이 요구됨

■  본 고에서는 ‘2009년1) 및 2010년2)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리고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3)자료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주관적 귀

속의식과 복지체감도 그리고 복지인식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코자 함

2. 중산층의 개념 및 범위 정립

■  중산층의 개념은 중간계급, 중간소득계층, 중간층의 속성을 아우르는 포
괄적인 계층집단으로 정의하며, 범위는 OECD, 통계청 그리고 정부와 각 
정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로 설
정함

○  OECD(1995)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의 

범위로 정의하고 50% 미만, 50~150%, 150%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분류하며,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가

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200%로 정의함

○  통계청에서는 중산층의 정의를 OECD와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지표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미만)를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정

부와 각 정당에서도 동 지표를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육성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1)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로 조사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그 중 본 분석대상은 6,206가구로 

중위소득 272만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751가구(12.1%), 중산층 2,655가구(42.8%), 저소득

층 2,800가구(45.1%)의 분포를 보임

2)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로 조사

규모는 2,132명이며, 조사대상은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중위소득 165만원을 기준으로 고소

득층 254명(11.9%), 중산층 951명(44.6%), 저소득층 927명(43.5%)의 분포를 보임

3)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9~24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대상은 전 국민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중위소득 150만원을 기준

으로 고소득층 162명(19.9%), 중산층 481명(59.0%), 저소득층 172명(21.1%)의 분포를 보임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김유경 (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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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주관적 귀속의식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귀속의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제 소득계층
과 불일치한 현상을 보였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실제 소득계층에 비해 주관적 귀속의식이 크게 낮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3분의 1이 중산층으로 인식함

○  중산층의 경우, 중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하층에 대한 귀속의식도 32%의 

분포를 보여서 주관적 귀속의식이 낮게 나타남

· 고소득층은 중층과 하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높은데 반해, 저소득층은 하층과 중층에 대한 귀속의식

이 높아서 저소득층의 주관적 귀속의식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1] 소득계층별 주관적 귀속의식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일반국민 815명임

자료: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전화조사 원자료 

■  소득계층별로 주관적 귀속의식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귀속의식은 연령, 학력, 고용상태, 
가구소득, 경제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됨

○ 주관적 귀속의식이 중간층인 응답자의 특성은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자영업자·고용주와 상용근로

자, 그리고 중간 이상 소득층, 자가(自家) 소지자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주관적 귀속의식이 상층인 응답자의 특성은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자영업자·고용주, 중간 이상 소

득층, 주택소유형태는 월세가 높아서 다소 다른 특성을 보임

○ 주관적 귀속의식이 하층인 응답자의 특성은 고연령층, 저학력 소지자, 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 

중간 이하 소득층, 주택소유형태는 전·월세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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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산층특성별 주관적 귀속의식 (단위: %, 명)

특성 상층 중층 하층 계(수)

연령

20~29세 2.6 76.6 20.8 100.0(  77)

30~39세 0.8 65.6 33.6 100.0(128)

40~49세 3.3 62.8 33.9 100.0(121)

50~64세 2.7 57.7 39.6 100.0(111)

65세 이상 6.8 70.5 22.7 100.0( 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 43.5 50.7 100.0( 69)

고등학교 1.8 59.5 38.7 100.0(168)

대학 이상 2.5 75.6 21.9 100.0(242)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5.1 61.0 33.9 100.0(118)

상용근로자 1.8 59.6 38.5 100.0(109)

일용·임시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 - 53.3 46.7 100.0( 4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2 40.4 57.3 100.0( 89)

100~200만원 미만 2.6 68.8 28.7 100.0(272)

200만원 이상 3.3 75.8 20.8 100.0(120)

주택소유형태

자가 2.3 71.5 26.2 100.0(347)

전세 1.1 52.2 46.7 100.0( 90)

월세·기타 9.1 43.2 47.7 100.0( 44)
주: 1) 분석대상수는 중산층 481명임; 2)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균등화지수 값을 적용함

자료: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전화조사 원자료 

4.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  정책실행 체감도를 9개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중산층의 정책실행 체감도는 
2.6~3.4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4년 전의 체감도(2.9~3.8점)보다 높아서 모든 서비스영역에서 체감도가 향
상되었음을 의미하며, 빈곤예방·감소, 실업대응 및 교육서비스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함

○  정책실행 체감도는 고소득층은 2.5~3.5점으로 중산층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저소득층은 2.3~3.1점

으로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모든 소득계층에서 4년 전에 비해 정책실행 체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은 의료서비스(2.6점), 노인서비스(2.8점), 성평등 수준 향상(2.8점) 및 주택서비스(2.9점) 영

역에서 체감도가 높은 편이었고, 빈곤예방·감소(3.2점), 실업대응(3.4점), 학교교육(3.2점) 영역에

서 체감도가 저조함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중산층과 유사하였고, 이외에 저소득층은 노인(2.5점)과 장애인(2.7점) 그리

고 보육서비스(2.6점) 영역 등에서 복지체감도가 높게 나타남



254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55

» IV. 사회서비스연구

[그림 2] 중산층의 정책실행 체감도: 2007년과 2010년 비교 (단위: 점)

주: 1)  분석대상수는 2007년 766명, 2010년 949명임; 

 2)  정책실행 체감도는 9개 서비스영역에서 정부정책의 실행도를 5점 척도(매우 잘함, 잘함, 보통, 잘 못함, 매우 잘 못함)로 측정한 것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감도가 낮음

자료: 1)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중산층특성별로 정책실행 체감도는 대체로 농촌지역, 고연령층, 저학력 및 소득이 낮은 층에서 

2.3~3.4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도시지역, 중년층, 고학력 및 소득이 높은 층에서 2.6~3.5점으로 체

감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 대체로 농촌지역, 고연령층, 저학력 및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의료, 노인 및 성평등 영역에서 체감도

가 높았고, 중년층, 고학력 및 소득이 높은 층에서는 빈곤예방·감소, 실업대응, 학교교육 영역에서 

체감도가 저조함

<표 2> 중산층특성별 정책실행에 대한 체감도 (단위: %, 명)

특성
의료

서비스
노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보육
서비스

빈곤
예방 및 
감소

실업에 
대한 
대응

성평등 
수준 
향상

주택
서비스

학교
교육

(분석
대상수)

전체 2.6 2.8 3.0 3.0 3.2 3.4 2.8 2.9 3.2 (949)

거주지역

도시 2.6 2.8 3.1 3.0 3.3 3.5 2.8 3.0 3.3 (752)

도농복합·농촌 2.5 2.7 2.8 2.8 3.1 3.4 2.6 2.8 3.1 (197)

연령

20~29세 2.1 2.6 2.5 2.4 2.5 3.3 2.9 2.9 2.8 (  12)

30~39세 2.7 3.0 3.3 3.3 3.4 3.5 3.1 3.1 3.5 (176)

40~49세 2.7 2.9 3.2 3.0 3.3 3.5 3.0 3.0 3.3 (258)

50~64세 2.6 2.7 2.9 2.9 3.2 3.5 2.7 2.9 3.2 (308)

65세 이상 2.3 2.6 2.8 2.8 3.0 3.2 2.5 2.7 3.0 (1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 2.6 2.8 2.8 3.0 3.3 2.6 2.8 3.0 (309)

고등학교 2.6 2.8 3.1 3.0 3.3 3.5 2.8 3.0 3.2 (374)

대학 이상 2.6 3.0 3.2 3.2 3.4 3.5 2.9 3.0 3.4 (266)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5 2.8 3.0 2.9 3.2 3.4 2.8 2.9 3.2 (673)

200~300만원 미만 2.6 2.8 3.1 3.0 3.2 3.5 2.8 2.9 3.3 (276)
주: 1) 분석대상수는 중산층 949명임; 2)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균등화지수 값을 적용함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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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인식을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중산층은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 보
다 7.4배 높아서 복지체감도가 타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저조하고 세금 부담감이 높음을 시사하며, 이는 인
구사회경제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 세금대비 복지수혜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은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높아서 세금대비 복지체감도는 고소득층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중산층특성별 세금대비 복지체감도는 농·어촌 지역, 고연령층, 저학력층, 소득이 낮은 층에서 높은데 

반해, 도시지역, 중년층, 고학력층, 소득이 높은 층에서 복지체감도가 저조한 경향을 보임4)

[그림 3] 소득계층별 세금대비 복지수혜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일반국민 815명임

자료: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 원자료

5. 중산층의 복지인식

■  소득계층별로 한국사회의 복지인식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별로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와 ‘중간층
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미래 한국사회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
수인 사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향후 복지사회는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소득계층별 ‘현재 한국사회 모습’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2,126명임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4)　김유경·정현숙·임성은·김정숙(2011), 「중산층가족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85~1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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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사회서비스연구

○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소득계층별로 유사하나, 특히 고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

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은 데 비해, 저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

이 높아서 다소 차이를 보임

[그림 5] 소득계층별 ‘희망하는 미래 한국사회 모습’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2,126명임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은 모든 소득계층이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로 선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높았는데, 이는 세금부

담을 늘리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목표로서 필요함을 시사함

<표 3> 소득계층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세금부담이 높
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

세금부담이 낮
고 복지수준이 

낮은 사회
계(수) 평균

저소득층 36.9 26.4 29.1 6.0 1.6 100.0(4,450) 2.1

중산층 34.9 30.5 27.9 5.1 1.7 100.0(5,816) 2.1

고소득층 37.9 35.1 22.3 3.4 1.3 100.0(1,754) 2.0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의 평등 정도에 대해 모든 소득계층이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
였고, 다수 국민이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책임과제로 인식함

[그림 6] 소득계층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2,126명임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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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정도에 대해서 중산층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다음은 저소득층, 고소

득층 순으로 높았으나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대다수 국민이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도를 심각하게 체감

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7]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감소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도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2,126명임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소득격차 감소가 정부책임이라는 의식은 중산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순으로  

높았으나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없어서 다수의 국민이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가 해결해야할 책임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6. 시사점

■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은 낮아서 주관적인 지위가 객관적인 지위보다 낮음을 의미하며, 주관적 귀속의식
은 연령, 학력, 고용상태, 가구소득, 주거 등의 경제상황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귀속의식이 저조한 현상은 사회적 양극화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요인과 관련이 높으

므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사회구성을 위해 계층 간의 격차를 좁혀 ‘상대적 중산층’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도모되어야 함

· 중산층의 연령, 학력, 고용상태, 소득 및 주거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주요 과제로 제기됨

■  중산층은 4년간 9개서비스 영역에 걸쳐 정책실행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중산층 대상의 정책이 불충분한데서 오는 결과로 생각되며, 정책실행
도가 저조하게 나타난 빈곤예방·감소, 실업대응 및 교육영역에서 정책적 집중이 요구됨

○  중산층의 복지수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은 중산층의 복지인식이 저조한 것을 의미하므로 중

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중산층 대상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체감이 저

조한 빈곤예방·감소와 실업대응 그리고 교육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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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사회서비스연구

■  중산층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격차 감소는 정
부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향후 지향하는 한국사회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
소수인 사회’로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에 불평등을 야기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므로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통합을 제고

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일환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

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향하는 복지욕구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260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61260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61

-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점차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
동의 사회적응실태를 사회심리, 
가족생활, 학교생활, 문화적응
의 아동의 생태체계별로 나누
어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음

-  조사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사회적응
정도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남.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우
울감은 비슷하고 자존감은 다
소 낮았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
님.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보통 
이상임. 문화적으로는 이중문화 
특성을 보임. 그럼에도 경제적
으로 취약한 계층, 고학년, 농촌
지역 등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
응실태는 낮았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국
적을 고려한 서비스지원과 함
께 취약한 가족지원이 필요함.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반아
동과 차별없는 전반적 아동복
지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증가와 사회적응의 개념

■  세계는 점차 다문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음

○  다문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념적 가치

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국내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결혼취약

남성과의 결혼으로 이룬 가족이므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음

·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상 어려움은 어머니와 가장 밀착된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됨

·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70% 이상이 피부색

으로 인하여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고, 각종 심리적 어려움과 낮은 

학업성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중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의 적응양

상 문제를 다룬 연구는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진단하여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사회적응 실태

를 살펴보고자 함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책과제                                                      1)

1)　본 원고는 김미숙ㆍ김유경ㆍ김안나ㆍ김효진ㆍ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

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임

김미숙 (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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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아동 현황

○  2011년 현재 다문화가족 아동의 규모는 총 151,154명이고, 연령별로는 영유아 93,537명, 초등학생 

37,590명, 중학생 12,392명, 고등학생 7,635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 중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

음(61.9%)2) (표 1)

<표 1>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만6세 이하
만7세~

만12세 이하
만13세~

만15세 이하
만15세~

만18세 이하
계

2007 26,445 14,392  2,080 1,341  44,258 

2008 33,140 18,691  3,672 2,504  58,007 

2009 61,700 27,568  7,785 6,431 103,484

2010 75,776 30,587  8,688 6,884 121,935

2011 93,537 37,590 12,392 7,635 151,154

2009년 비율 59.6 26.7   7.5 6.2 100.0 

2010년 비율 62.1 25.1 7.1 5.6 100.0

2011년 비율 61.9 24.9 8.2 5.1 100.0

자료: 행정안전부(2011).「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초중고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전북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초중고생의 부모 출신국별 아동 분포는 일본이 32.8%로 가장 많고 중국, 필리핀, 조선족 순임

■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

○  사회적응이란 사회환경에 대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며 그 사회규범에 동조하면서 순응해 가는 

과정을 말함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를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봄

○  사회적응 차원에 있어서 생태체계학적 이론을 근거로 사회심리적 적응, 가족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문화적응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2)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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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가. 사회심리적 적응실태

■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서

○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정도는 차이가 없이 중간 이하임(3점 척도기준 모두 1.34). 다문화가

족 아동 중에서는 아동의 학년,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보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생이 우울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기타

의 경우가 우울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중국동포 및 한족 아동은 우울정도가 낮음

주: 우울척도는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 기타: 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과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등

자료:  김미숙ㆍ김유경ㆍ김안나ㆍ김효진ㆍ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울감과 달리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3)은 일반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다문화

가족 아동: 3.60, 일반아동: 3.69, p<.05)

·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별로 보면 어머니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한족 및 조선족) 자존감이 가장 높

았고(3.75),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인 경우(3.39) 가장 낮음. 아버지 학력이 

중졸인 경우가 자존감이 낮음(3.41).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

존감이 낮게 나타남(3.47)

■ 사회적 지지

○ 사회적 지지4)를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로 나누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 가족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낮았음(다문화가족 아동 3.90, 일반아동 4.07, p<.01). 아동특성별로

는 어머니 출신국가가 일본인 경우(3.92)가,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3.73)가 낮았음

· 친구 지지는 유사하였으며(다문화가족 아동 3.48, 일반아동 3.49), 지역별 차이만 유의함(중소도시

가 가장 낮은 3.34)

· 교사 지지도 통계적 차이가 없었음(다문화가족 아동 3.46, 일반아동: 3.54). 남아의 경우(3.36)가 

여아(3.55)보다 낮았고, 농어촌의 경우가 낮았음(3.36, 대도시 3.92, 중소도시 3.46)

3)　5점 척도

4)　사회적지지 척도로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함(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본 척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유형의 지지도는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를 평점화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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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년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정도 [그림 2] 어머니의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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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지지 비교

주: 5점 척도

자료:  김미숙ㆍ김유경ㆍ김안나ㆍ김효진ㆍ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족 지지도가 낮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특히 취약한 경제환경 및 일본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함. 아울러 가족 지지에 비해 친구 지지 및 교사 지지는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가족적 적응실태

■  가족 적응실태 중 어머니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5)와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도6)를 측정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1점으로 보통을 상회하고 있었고, 애착도 수준은 5점 만점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 3.52, 아버지에 대한 애착 3.31로 파악됨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국적, 어머니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남. 특히 어머니가 동남아출신인 

경우(3.56), 20대(3.43), 저학력(중졸 이하, 3.56) 및 저소득(100만원 미만, 3.59)일수록 부모자녀관

계 만족도가 낮음 

○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는 중소도시(3.42), 어머니가 50대인 경우(3.28), 중도입국의 경우(3.51)

가 낮았고, 부에 대한 애착도는 아버지 직업이 단순노무자(3.15) 및 기능원(3.17), 아동이 중도입국인 

경우(3.28)가 낮았음

주: 5점 척도

자료:  김미숙ㆍ김유경ㆍ김안나ㆍ김효진ㆍ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척도는 김승권 외(2009)가 활용한 척도에 장혜경 외(2003)가 활용한 척도 중 일부를 보완하여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를 평점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말함

6)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는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또는 또래 애착정도 개정본(IPPA-R)을 

사용함.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 3개 문항, 아버지에 대한 애착 3개 문항을 사용함

일본 중국동포 및
한족

동남아시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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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자녀관계 만족정도 [그림 5]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전 국적별 자녀 부모애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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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생활 적응실태

■  학교생활적응7)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응력이 약간 낮았으나, 양자 모두 ‘보통’이상
으로 적응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친구관계(다문화가족 아동: 3.75, 일반아동: 3.83)와 학교규칙준수

에 대한 적응도(다문화가족 아동: 3.75, 일반아동: 3.83)가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은 

가장 낮게 나타남(다문화가족 아동: 3.24, 일반아동: 3.39). 교사관계는 중간수준임(다문화가족 아동: 

3.53, 일반아동: 3.57)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거주지역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농어촌 및 중소도시 아동들의 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균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음(다문화가족 아동: 
3.63, 일반아동: 3.75)

○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어머니 취업유무, 아버지 경제활동상태, 지역 차이가 유의하였음. 어머니는 취

업인 경우가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고(3.52 대 3.79), 부가 실업자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은 3.12임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4.10)보다 중소도시(3.59) 및 농어촌(3.57)이 학교생활만족이 낮음

주: 5점 만점

자료:  김미숙ㆍ김유경ㆍ김안나ㆍ김효진ㆍ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 모두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 숙제 및 준비물을 
챙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비율이 높음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주요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17.1%, 일반아동: 15.1%)’ ‘공부가 어려워서’(11.1%, 일반아동: 8.3%)임

7)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아영(2002)이 표준화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보완ㆍ수정하여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함. 본 척도

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를 평점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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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 비교 [그림 7] 지역별 다문화가족아동의 학교생활만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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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다문화가족 및 일반 아동의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비교

자료:  김미숙ㆍ김유경ㆍ김안나ㆍ김효진ㆍ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 문화적응실태

■  문화적응에 있어서 어머니 나라 문화에의 적응보다는 한국문화에의 적응도가 더 높음

○  Cortes, Rogler & Malgady의 이중문화 척도(Bicultural Scale)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 나라 및 한국문화 모두 적응도 높은 이중문화유형을 보이고 있음(이중문화비율: 78.1%)

■  일반아동은 다문화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부정적 태도는 낮게 나타남

○  다문화가족 친구가 한국인이라는 응답은 46.5%이고, 한국인이면서 외국인 49.4%이고, 한국인이 아니

라는 응답은 4.2%로 소수임

○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성향은 5점 만점에 2.08로 낮았음. 단,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성향이 증가

하는 추이를 보임(초저학년: 1.92, 초고학년: 2.03, 중:2.21)

자료:  김미숙ㆍ김유경ㆍ김안나ㆍ김효진ㆍ성수미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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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정도(%) [그림 10] 일반아동의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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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가족 아동 사회적응력 제고방안

■  정책의 기본방향

○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를 본국 문화에 흡수하는 동화적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며 공존하게 하는 다문화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

○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원은 생애연속적으로 제공

○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은 모의 출신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사업 중심축, 즉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부처 필요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다문화 아동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취약한 집단 판별 및 우선·집중 지원

·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아동,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동, 다른 출신국에 비해 소수

만이 한국내 거주하여 살고 있는 국가의 출신 어머니를 가진 아동을 위한 정서지원 필요

○  서비스를 출신국별로 세분화하고 소수출신국 어머니들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자아존중감 향상 등 사회심리적 적응력 및 개인역량

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지원

·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고위험군 다문화가족 아동을 선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배경 등 개인별 특성 및 욕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일대일 멘토

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다문화가족 아동의 의사소통 지원 및 이중언어 활용도 제고

· 다문화가족 간 올바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서비스 제공

·언어교육서비스의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인지도 제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심리정서 강화

· 전문가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적응력 제고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 확대

○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정립 및 부모애착도 향상

·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도입 및 가족 및 개인 특성별 차별적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확대 

·부모자녀간 안정된 애착형성을 위한 지원: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스트레스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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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관계증진 및 가족지지를 통한 가족응집력 제고 

·다문화가족 관계증진을 위한 상담 개입 및 가족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감 확립 

·다문화 이해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서비스의 통합 및 전달체계 효율화: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통합

○  다문화가족 아동이 처한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정책 지원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아동 특성별 지원의 차등화 

○ 다문화 중·고교생을 위한 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거점학교 운영 확대(중·고교)를 통한 정책 마련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학교 내 다문화 담당 전문 상담가 배치: 진학 및 취업 지원 등

○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에 대한 지원 및 숙제, 준비물을 챙기는 것

에 대한 사회적 지원

○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사례관리의 체계화

·부모의 출신국별, 아동의 연령별에 따른 지속적 사례관리 및 개입 

·아동의 욕구를 파악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부모-자녀 관계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 결혼이주여성 출신국별 특성을 반영한 자녀관계 및 상호작용 등 부모의 역할 고려 및 가정 내 학습

지원 및 학교 준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 수용 및 인식 교육필요

· 교사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인식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차별화된 정책보다는 일반아동과 같은 맥락에서의 지원 필요

○ 아동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지원, 상담, 특기적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학생을 위한 기관 확충 

○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다양한 모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복지제공기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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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결과, 추정 장애인구는 268만 
3천명, 장애출현율은 5.61%로 
장애인구 및 출현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
구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이 
크게 증가함

-  장애인들은 낮은 교육수준, 낮
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
업률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지역사회생활 중 ‘보험제도 
계약시’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장애인복지 사업
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
인’이었고, 사회나 국가에 대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가장 
많이 요구함   

-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등의 조
기발견 및 관리를 통한 장애발
생 예방, 장애노인을 위한 대
책,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
을 통한 역량강화, 장애인의 경
제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
업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
당 등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이 요구됨

1. 조사 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ㆍ단기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
으로 하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1980년 첫 조사 이후 여덟 번째
에 해당되는 전국 조사임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법적 근거를 둔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7년 법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실시됨 

2. 장애인구 및 출현율

■  전국의 추정 장애인구는 268만3천명으로 장애출현율은 5.61%임

○  전국의 장애인은 268만 3천명으로 추정되어, 2005년의 214만 8천

명에 비해 535천명이 증가함

· 장애출현율은 5.61%로서 2005년의 4.59%에 비해서 1.02% 포인트 

증가함

· 전체 장애인 중 지역사회 거주 재가장애인은 261만 1천명, 시설 

거주 장애인은 7만 2천명임

장애인의 실태  와 정책과제          1)

1)　장애인의 생활실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11년 장

애인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함

김성희 (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26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69

» IV. 사회서비스연구

26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69

<표 1> 전국 장애인 추정 수 및 출현율(2000, 2005, 2011년) (단위: %, 천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1년

계
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계

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계
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장애인 수 1,449.5 1,398.2 51.3 2,148.7 2,101,1 47.6 2,683.4 2,611.1 72.3

구성비 100.0 96.5 3.5 100.0 97.8 2.2 100.0 97.3 2.7

출현율 3.09 - - 4.59 - - 5.61 - -

주: 2011년도 시설장애인 수: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한 시설장애인 수에 근거함(2011. 5. 31. 기준)

○  재가장애인의 장애출현율은 5.47%로 2005년의 4.50%에 비해 0.97% 포인트 증가함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출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장애출현율이 

청·장년층에 비해 매우 높음. 이는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장애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2> 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2005, 2011년)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11년

추정 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 수 구성비 출현율

0~4세 10,770 0.5 0.42 5,401 0.2 0.24 

5~9세 21,389 1.0 0.65 21,970 0.8 0.92 

10~14세 31,018 1.5 0.89 43,470 1.7 1.37 

15~19세 32,363 1.5 1.10 37,706 1.4 1.12 

20~24세 45,011 2.1 1.51 40,323 1.5 1.42 

25~29세 63,528 3.0 1.82 49,966 1.9 1.41 

30~34세 89,313 4.3 2.15 73,683 2.8 1.99 

35~39세 113,722 5.4 2.83 114,290 4.4 2.79 

40~44세 163,946 7.8 3.95 156,084 6.0 3.78 

45~49세 219,462 10.4 5.57 215,226 8.2 5.28 

50~54세 198,014 9.4 6.88 278,633 10.7 7.34 

55~59세 209,839 10.0 9.04 255,026 9.8 9.22 

60~64세 220,793 10.5 11.14 305,263 11.7 13.99 

65~69세 226,092 10.8 12.82 319,877 12.3 17.65 

70~74세 189,481 9.0 15.05 301,501 11.5 19.25 

75~79세 145,865 6.9 18.15 210,586 8.1 19.42 

80세 이상 120,451 5.7 17.50 182,121 7.0 18.93 

계 2,101,057 100.0 4.50 2,611,126 100.0 5.47

○  장애발생은 91.0%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는데, 2005년의 89.0%에 비해 2.0% 포인트 증가함

· 후천적 원인으로는 질환(55.1%), 사고(35.4%), 원인불명(0.4%)으로 나타나 질환이 사고보다 더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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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록률의 지속적인 증가

○  장애등록률은 2000년에 62.6%, 2005년에는 77.7%, 그리고 2011년에는 9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장애등록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림 1] 추정 장애인 수와 등록장애 수 변화추이(2000, 2005, 2011년)

3. 장애인의 실태

■  여성장애인 및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  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58.0%, 여자 42.0%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6.0% 포인트 높았음.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2005년도 전체 장애인(214만명) 중 40.0%였던 것이, 2008년에는 41.4%, 그리고 

2011년에는 42.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전체 인구의 성별 분포는 남자 49.7%, 여자 50.3%(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장애인구와  

달리 여자가 남자에 비해 0.6% 포인트 높았음

○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만 65세 이상이 38.8%로 가장 많았고, 50~64세가 32.1%였는데, 이는 우리사

회가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줌

· 2008년도 실태조사 결과에서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36.1%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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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1.0%(2010년 기준)와 비교시 장애인구의 65세 이상 비율(38.8%)이 

상대적으로 3배 이상 더 높음

[그림 2] 65세 이상 비율(전체 인구/장애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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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사회서비스연구

■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

○  장애인의 교육 정도2)는 초등학교 32.9%,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3%, 대학 이상 12.0%, 무학 

11.8% 순이었으며,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63.0%임

· 2008년도 조사결과(초등학교 33.0%, 고등학교 24.4%, 중학교 15.9%, 무학 16.5%, 대학 이상 

10.2%)와 유사한 결과로,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5.4%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대학 이상 학력 비율 32.4%,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 비율 30.2%와 비교시 

장애인의 학력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3)

○  성별로는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 학력이 남성장애인은 52.5%, 여성장애인은 77.4%로 전체  

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중학 이하 학력수준과 비교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더욱 낮다고 하겠음

[그림 3] 장애인의 성별 교육정도 (단위: %)

■  장애인의 일상생활시 남의 도움 필요정도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 도움 제공자는 가족구성원

○  장애인의 56.9%는 혼자 스스로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27.5%의 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함. 이는 2008년 실태조사에서 33.8%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결과와 

비교시 6.3% 포인트 감소함

○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장애인 중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장애인은 84.0% 

였으며,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37.4%), 부모(23.3%), 자녀(18.6%)의 순으로  

나타나, 도움 제공자가 대부분 가족 구성원(84.2%)이었음. 이외 활동보조인 등 공적돌봄 제공자의  

경우는 10.8%로 2008년의 3.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함

[그림 4] 장애인의 일상생활시 주로 도와주는 사람 (단위: %)

2)　장애인의 교육정도 파악시 미취학자(만 6세 미만)는 제외함

3)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사」결과 전체인구의 교육정도(30세 이상)는 초졸 12.7%, 중졸 11.2%, 고졸 37.3%, 대학 이상 32.4%,  

무학 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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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교육�정도2)는�초등학교�32.9%,�고등학교�25.0%,�중학교�18.3%,�대학�이상�12.0%,�무학�11.8%�
순이었으며,�무학을�포함한�중학교�이하의�학력은�6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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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3.0%에�비해�3배�이상�증가함

2) 장애인의 교육정도 파악시 미취학자(만 6세 미만)는 제외함

3)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사」결과 전체인구의 교육정도(30세 이상)는 초졸 12.7%, 중졸 11.2%, 고졸 37.3%, 대학 이상 32.4%, 무학 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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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

○�장애인의�교육�정도2)는�초등학교�32.9%,�고등학교�25.0%,�중학교�18.3%,�대학�이상�12.0%,�무학�11.8%�
순이었으며,�무학을�포함한�중학교�이하의�학력은�6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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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의�대학�이상�학력�비율�32.4%,�무학을�포함한�중학교�이하의�학력�비율�30.2%와�비교시�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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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집 밖 활동시 가장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  장애인의 40.7%는 집 밖 활동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이 중 14.6%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편하지 않다’는 비율은 59.2%였음

○  장애인의 집 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54.9%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31.9%,‘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1.1%의 순이었음

[그림 5] 장애인의 집 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 (단위: %)

■  지역사회생활 중 장애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시’

○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 분야를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험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로 구분하였을 때,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시’가 53.7%,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49.2%,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34.2%, ‘취업시’ 34.0%의 순이었음

[그림 6] 지역사회생활 중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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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사회서비스연구

■  장애인가구의 낮은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지출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98.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가구소득(2011년 6월 기준 371.3만원)의 

53.4% 수준이며, 2008년(54.0%)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였음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지출은 161.8만원으로 전국 월평균가구지출(2011년 6월 기준 300.4만원)의 

53.9% 수준이며, 2008년(67.9%) 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증가하였고,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최다

○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로, 2008년의 68.5%보다 3.5% 포인트 

많아짐. 월평균추가비용 총액은 16만7백원으로, 2008년의 15만9천원보다 1,700원 증가함

○  추가비용의 내용은 의료비가 56.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31.7천원, 

교통비 22.8천원, 보호·간병인비가 14.1천원 등으로 조사됨

[그림 7]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내용 (단위: 천원)

■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

○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로,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인 62.1%에 비해 23.6% 포인트 

낮은 수준임. 반면 실업률은 7.8%로 전체 실업률 3.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4.8%이고, 여성장애인은 22.7%로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 장애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계 취업 실업

남자 1,467,812 721,267 657,852 63,415 746,545 49.1 91.2 8.7 44.8  

여자 1,072,473 256,321 243,653 12,668 816,152 23.9 95.0 4.9 22.7  

계 2,540,285 977,588  901,504  76,084  1,562,697  38.4  92.2 7.7 35.4  

전국1) 41,003,000 25,480,000 24,661,000 819,000 15,523,000 62.1 96.8 3.2 60.1

주: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11년 5월 기준)』, 2011

■  장애인가구의 낮은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지출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198.2만원으로�전국�월평균가구소득(2011년�6월�기준�371.3만원)의�53.4%�수준

이며,�2008년(54.0%)에�비해서�다소�감소하였음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은�161.8만원으로�전국�월평균가구지출(2011년�6월�기준�300.4만원)의�53.9%�수준�

이며,�2008년(67.9%)�보다�크게�감소하였음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증가하였고,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최다

○�지난�1년간�장애로�인한�추가소요비용이�있었던�장애인은�72.0%로,�2008년의�68.5%보다�3.5%�포인트�많아짐.�

월평균추가비용�총액은�16만7백원으로,�2008년의�15만9천원보다�1,700원�증가함

○��추가비용의�내용은�의료비가�56.8천원으로�가장�많았으며,�장애인보조기구�구입·유지비가�31.7천원,�교통비�

22.8천원,�보호·간병인비가�14.1천원�등으로�조사됨

■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38.5%로,�전국�경제활동참가율인�62.1%에�비해�23.6%�포인트�낮은�수준

임.�반면�실업률은�7.8%로�전체�실업률�3.2%에�비해�2배�이상�높은�수준임

○��성별로�보면,�남성장애인의�인구대비�취업자�비율은�44.8%이고,�여성장애인은�22.7%로�남성장애인의�취업자��

비율이�여성장애인에�비해�높은�수준임

6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166
호

교통비

의료비

보육ㆍ교육비

보호ㆍ간병인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구입ㆍ유지비

부모사후대비비

기타

56.8

5.4

9.6

1.9

22.812.3

31.7

14.1

6

[그림 7]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내용 (단위: 천원)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계 취업 실업

남자 1,467,812 721,267 657,852 63,415 746,545 49.1 91.2 8.7 44.8  

여자 1,072,473 256,321 243,653 12,668 816,152 23.9 95.0 4.9 22.7  

계 2,540,285 977,588  901,504  76,084  1,562,697  38.4  92.2 7.7 35.4  

전국1) 41,003,000 25,480,000 24,661,000 819,000 15,523,000 62.1 96.8 3.2 60.1

(단위: %, 명)<표 3> 장애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주: 1) 통계청,『한국통계월보(2011년 5월 기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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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직무)는 단순노무종사자 30.1%,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12.5%, 장치기계조작/

조립 12.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2.2%, 판매종사자 8.2%로 나타남

·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분야별 분포와 비교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는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8] 장애인 경제활동분야(직무) (단위: %)

■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장애인복지사업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가장 많이 이용한 장애인복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중 이용경험률이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84.9%),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74.0%),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45.6%),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38.2%)의 순이었음

○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중 장애인의 이용경험률이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10.8%),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4.9%), ‘이동지원서비스센터’(3.4%)의 순이었음

■  사회나 국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은‘소득보장’

○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우선적인 요구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

(8.6%), 주거보장(8.0%)의 순이었음

· 2008년 실태조사결과의 경우 의료보장이 소득보장보다 높게 나타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었으나, 

2011년에는 다시 종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9] 장애인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장애인의�경제활동분야(직무)는�단순노무종사자�30.1%,�기능원�및�기능종사자�12.5%,�장치기계조작/조립�12.4%,�

농림ㆍ어업숙련종사자�12.2%,�판매종사자�8.2%로�나타남

-��전국�경제활동인구의�분야별�분포와�비교하면�장애인의�경제활동분야는�단순노무종사자,�농림ㆍ어업숙련

종사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장애인복지사업은‘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가장 많이 이용한 장애인
복지기관은‘장애인복지관’

○�현재�정부가�실시하고�있는�장애인복지사업�중�이용경험률이�높은�사업은‘통신관련�요금�감면�및�할인’(84.9%),�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74.0%),‘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45.6%),‘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38.2%)의�순이었음

○��현재�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중�장애인의�이용경험률이�높은�기관은‘장애인복지관’(10.8%),‘특수학교�또는�

특수학급’(4.9%),‘이동지원서비스센터’(3.4%)의�순이었음

■  사회나 국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은‘소득보장’

○�장애인의�사회�및�국가에�대한�우선적인�요구사항은�소득보장(38.2%),�의료보장(31.5%),�고용보장(8.6%),��

주거보장(8.0%)의�순이었음

-��2008년�실태조사결과의�경우�의료보장이�소득보장보다�높게�나타나�특기할�만한�사항이었으나,�2011년에는�

다시�종전�조사결과와�동일하게�소득보장에�대한�욕구가�가장�높게�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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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경제활동분야(직무)는�단순노무종사자�30.1%,�기능원�및�기능종사자�12.5%,�장치기계조작/조립�12.4%,�

농림ㆍ어업숙련종사자�12.2%,�판매종사자�8.2%로�나타남

-��전국�경제활동인구의�분야별�분포와�비교하면�장애인의�경제활동분야는�단순노무종사자,�농림ㆍ어업숙련

종사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장애인복지사업은‘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가장 많이 이용한 장애인
복지기관은‘장애인복지관’

○�현재�정부가�실시하고�있는�장애인복지사업�중�이용경험률이�높은�사업은‘통신관련�요금�감면�및�할인’(84.9%),�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74.0%),‘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45.6%),‘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38.2%)의�순이었음

○��현재�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중�장애인의�이용경험률이�높은�기관은‘장애인복지관’(10.8%),‘특수학교�또는�

특수학급’(4.9%),‘이동지원서비스센터’(3.4%)의�순이었음

■  사회나 국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은‘소득보장’

○�장애인의�사회�및�국가에�대한�우선적인�요구사항은�소득보장(38.2%),�의료보장(31.5%),�고용보장(8.6%),��

주거보장(8.0%)의�순이었음

-��2008년�실태조사결과의�경우�의료보장이�소득보장보다�높게�나타나�특기할�만한�사항이었으나,�2011년에는�

다시�종전�조사결과와�동일하게�소득보장에�대한�욕구가�가장�높게�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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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사회서비스연구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되어 장애
노인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 따라서 증가하는 장애노인을 위한 대책, 특히 장애예방 및 건강관리대책이 필요
하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영역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사고 등 거의 대부분 후천적 원인(91%)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특히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한 장애발생 예방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  중증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고등교육지원 및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필요함

■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단시간 근로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및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의 

47.5%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사업체 근무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장애인의 취업활동

을 위한 활동보조인 및 근로지원인의 지원확대와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의 순이었음. 따라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의료욕구 충족, 그리고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동향과 시사점 

•국내외 모유수유 추이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김혜련 

•일본의 인생 85년 비전: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리디자인 정진욱 

•푸드뱅크(Food Bank) 등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환경보건과 건강영향평가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 

•가정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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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
민인식 조사(2011)」결과를 분 
석함.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갈등정도는 정서적 관점(위협 
등), 문화적 차이(종교, 언어, 피
부색 등), 한정된 자원 경쟁(일
자리, 임금, 복지, 주택 등) 순으
로 높게 나타남

-  분석결과의 시사점으로 향후 
외국인·이민자 유입의 규모와 
시기등은 국내외 상황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양적인 조절정책과 함께 
갈 등을 최소화하는 질적인 사
회통합정책도 긴요함

1. 배경

■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던 
1983년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더 지
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덫(trap of low fertility)’에 빠져 쉽게 빠져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출산율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다시 급격하게 낮아졌는

데, 이는 국내로 외국인 및 국제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유입하기 시

작한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음

· 고학력화 추이에 따른 내국인의 3D업종 기피는 외국인 저숙련 노

동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왔으며,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

동참가 증가로 인한 만혼화와 독신화로 배우자를 찾지 못한 한국남

성들과 결혼을 목적으로 국제이주여성들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외국인 유입 등 일련의 사회현상들은 자연 
스럽게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연계시키고 있음. 이는 외국인의 유입이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완화
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함

■  그러나 외국인 증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부속되는 현상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커다란 사회현상으로,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
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유입은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실업률 상
승, 빈곤화, 사회갈등 증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
시킬 수 있음

○  특히,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간 갈등 내지 비통합성은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정책의 성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임

■  본 고는 외국인·이민자의  유입 역사가 짧아 사회갈등정도를 측정할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분석은 201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저출산·고령사

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의 일환으로 실시한 「외국인·이

민자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활용함. 동 조사는 지역층화계통추

출법에 의거하여 전국에서 선정한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에 의해 실시되었음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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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가. 외국인·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정서적 갈등에 대한 인식

■  ‘외국인·이민자의 자녀들이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자녀)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9%(전적 동의 8.4% 포함)가 동의함(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

○  동 견해에 대한 비교적 높은 동의 정도는 특히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많은 아동들이 일부 지역에서  

전체 학생들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1> “외국인·이민자의 자녀들이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자녀)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8.9 27.2 55.5 8.4 100.0 (1,000)

연령(x2=16.4)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1.4
11.7
7.3
8.1
6.4

24.4
23.4
33.2
26.3
27.9

54.0
59.3
52.7
57.0
54.4

10.2
5.6
6.8
8.6

11.3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주: *p<0.05, **p<0.01, ***p<0.001(이하 표 동일)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외국과 같이 외국인·이민자들의 소요사태나 데모 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64.0%(전적 동의 7.5% 포함)가 동의함(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

○  동 견해에 대한 비교적 높은 동의 정도는 최근 외국에서 이민자 등의 대량 유입 및 집단화로 인하여 폭

동이나 테러 등이 발생하였음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2>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외국과 같이 외국인·이민자들의 소요사태나 데모 등이 발생할 것이다”

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6.9 29.1 56.5 7.5 100.0 (1,000)

연령(x2=14.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6.8
8.9
7.7
2.7
7.8

33.0
27.6
31.8
28.0
25.5

52.3
57.9
53.6
62.4
56.4

8.0
5.6
6.8
7.0

10.3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  이상 정서적 갈등과 관련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민자의 증가가 
학교, 사회 등에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함을 엿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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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자원 갈등에 대한 인식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은 일자리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에 대해 응답자의 50.3% 
(전적 동의 10.7% 포함)가 동의함

○ 고연령층일수록 외국인·이민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60대 이상(65.7%), 50대(51.6%), 40대(47.8%), 30대(43.5%), 20대(42.6%) 등의 순

으로 동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전적 동의’비율은 15~20%로 비교적 

높음

· 이는 현재 은퇴를 앞두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등에 있어서 

일자리 부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표 3>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은 일자리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1.0 38.7 39.6 10.7 100.0 (1,000)

연령(x2=54.1***)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3.6
11.2
10.5
9.7

10.3

43.8
45.3
41.8
38.7
24.0

39.2
36.0
40.5
37.1
45.1

3.4
7.5
7.3

14.5
20.6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  “외국인·이민자를 위한 복지로 인하여, 한국인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3%(전적 동의 6.6% 포함)가 동의함

○  동 견해에 대한 동의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로는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을 

사회약자로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이른바 ‘복지적인 마인드(mind)’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됨

○  고연령층일수록 동 문항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54.9%가 

동의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둘러싼 갈등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지함

· 이는 복지의 주 수혜대상인 고연령층에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복지혜택의 감소 내지 상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4> “외국인·이민자를 위한 복지로 인하여, 한국인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3.6 49.1 30.7 6.6 100.0 (1,000)

연령(x2=55.8***)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4.8
18.2
13.6
10.2
10.8

59.1
50.5
52.3
50.5
34.3

23.9
29.0
26.4
31.7
42.2

2.3
2.3
7.7
7.5
12.7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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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2%(전적 동의 7.1% 
포함)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 감소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데, 주된 이유로는 외국인 등이 종사하는 직종과 

내국인이 종사하는 직종 간의 분리를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동 견해에 대한 동의 비율이 60대 이상 51.0% 등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자리 갈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층이 종사하는 직종들은 외국인 등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5>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3.9 48.8 30.1 7.1 100.0 (1,000)

연령(x2=35.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3.6
15.0
16.8
15.1
8.8

58.5
53.7
48.2
44.3
40.2

22.2
27.1
28.2
34.1
38.7

5.7
4.2
6.8
6.5

12.3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8%(전적 동의 
3.6% 포함)만이 동의함

○  동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외국인 인력 등의 유입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간주됨

· 다만, 동 견해에 대해 60대 이상의 41.4%가 동의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일자리 갈등, 임금 감소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층 일부는 외국인 유입이 경제적으로 도움

이 되기보다 한정된 자원을 내국인 대신 차지하는 대체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표 6>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24.0 57.2 15.2 3.6 100.0 (1,000)

연령(x2=94.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31.3
23.4
25.0
22.0
19.2

56.8
64.5
62.7
61.8
39.4

9.1
8.9
10.5
14.5
33.0

2.8
3.3
1.8
1.6
8.4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여, 한국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서는 27.7%(전적 동의 4.8% 포함)가 동의함

○  동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이유는 아직 외국인·이민자의 규모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약 2.5%)이 아직은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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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동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는 60대 이상 42.7% 등 고연령층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층의 보수적인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표 7>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여, 한국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20.7 51.6 22.9 4.8 100.0 (1,000)

연령(x2=6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1.6
21.5
21.8
18.8
19.6

60.2
61.2
53.6
45.2
37.7

15.3
14.0
21.4
32.3
31.9

2.8
3.3
3.2
3.8

10.8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주택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가 악화될 것이다”에 대해서
는 전체의 36.8%가 동의함

○  동 견해에 대한 비교적 낮은 동의 정도는 공단주변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향성을 반영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38.6%)를 제외하면 동의정도는 60대 이상 58.3% 등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 이는 고령층의 보수적인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대에서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결혼을 앞둔 세대로서 한정된 주거자원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놓여있음을 짐작케 함

<표 8>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주택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가 악화될 것이다”

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주거문제 악화 14.0 49.2 31.1 5.7 100.0 (1,000)

연령(x2=79.4***)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5.9
14.0
18.6
10.8
10.3

45.5
63.6
53.6
50.5
31.4

33.5
17.3
25.9
32.8
47.5

5.1
5.1
1.8
5.9

10.8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  자원 관련 국민인식을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이민자  유입과 관련한 갈등 유발 가능성은 일
자리 경쟁(동의 정도 50.3%), 복지혜택 감소(37.3%), 임금 감소(37.2%), 주거문제 악화(36.8%), 정치력 약화
(27.7%), 경제성장 악화(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이민자와 가장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일자리 부문에서 갈등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복지, 임금, 주거 등은 복지적 마인드, 내국인과의 직종 분리, 외국인·이민자의 주거의 비집단화로 

인하여 갈등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외국인·이민자의 유입 규모가 증가한다면 갈등 유

발 가능성도 비례적으로 커질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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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 외국인·이민자 유입의 파급효과로서 정치와 경제성장과 관련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는 

인식이 보다 높은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경제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이 반

영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고령층일수록 위 견해들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연령계층이 일자리, 복지 등 

자원을 둘러싸고 외국인·이민자와 경쟁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보수적·배타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다. 외국인·이민자와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8% 
(전적 동의 10.2%)가 동의하고 있어, 언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갈등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러한 동의정도는 60대 이상 62.7% 등 20대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높아 언어문제는 고연령층

에게서 더 큰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함

<표 9>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8.9 33.3 47.6 10.2 100.0 (1,000)

연령(x2=29.7**)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3.6
8.9
8.2
5.9
8.3

27.8
36.9
35.9
36.0
28.9

46.6
45.8
48.6
52.2
45.1

11.9
8.4
7.3
5.9

17.6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의  종교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8%(전적 동의 
11.3%)가 동의하여, 예상외로 종교의 차이가 외국인·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사회 비통합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전 연령계층에서 보편적인 인식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10>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의 종교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1.1 38.1 39.5 11.3 100.0 (1,000)

연령(x2=9.4)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1.9
11.2
11.4
11.3
9.8

38.6
41.1
41.4
31.7
36.8

37.5
38.3
39.1
43.0
39.7

11.9
9.3
8.2

14.0
13.7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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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이상에서 55.9%로 동의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51.7%), 50대(45.7%), 30대(45.3%), 

40대(40.0%) 등의 순임

<표 11> “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의 피부색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전체 13.9 38.6 41.4 6.1 100.0 (1,000)

연령(x2=26.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3
13.1
13.6
14.0
10.3

29.0
41.6
46.4
40.3
33.8

44.3
39.7
37.3
39.8
46.6

7.4
5.6
2.7
5.9
9.3

100.0
100.0
100.0
100.0
100.0

(  176)
(  214)
(  220)
(  186)
(  204)

■  현재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수용에 대한 배척 정도(동의하지 않음+전혀 동의하지 않음 비율)는 단순비
숙련 외국인근로자(35.1%)와 국제결혼이민자(34.1%)가 상대적으로 높음. 전문기술 외국인근로자도 24.6%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유학생의 경우에는 7.1%로 가장 낮음

○  단순비숙련근로자의 배척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앞서 단순기능직종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정

도가 높은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기술직종의 일자리도 내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배척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이들이 정주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복지, 주택 등 일자리 이외의 자원을 둘러싼 갈등 발생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임

○  유학생에 대한 배척정도가 낮은 이유로는 이들이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사회자원에 대해 경쟁관

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외국인·이민자의  출신대륙별로 배척정도는 아프리카가 39.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주·
유럽·오세아니아’ 24.2%, 아시아 16.5%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언어, 피부색, 문화적 차이 
등과 연계될 수 있음

<표 12> 외국인·이민자 유형별 수용성 (단위 :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전체 (명)

외국인·이민자 유형별 수용성

국제결혼 이민자
단순.비숙련 외국인근로자 
전문기술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5.1
5.1
4.4
1.0

29.0
30.0
20.2
6.1

60.2
60.5
61.0
66.9

5.7
4.4
14.4
2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외국인·이민자 출신국별 수용성

아시아계
미주·유럽계·오세아니아
아프리카계

2.1
3.3
9.3

14.4
20.9
30.1

78.6
70.4
57.6

4.9
5.4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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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  외국인·이민자 유입과 관련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유발 가능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자원과 달리 선천적인 언어, 종교, 피부색 등과 관련하여 갈등 유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그만큼 갈등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음

○  유입 당시 신분이나 출신국가도 갈등유발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

3. 시사점

■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데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의 유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 내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줌

○  외국인 유입에 따른 갈등 인식은 외국인이 위협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서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종교, 언어, 피부색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인식도 다음으로 높게 나

타남. 일자리, 임금, 복지, 주택 등 자원관련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 비율도 비교적 높음

· 이러한 갈등은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유형 중 국제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특히 단순기능근

로자)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실제 이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배척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정서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 인식 정도가 높다는 점은 순혈주의가 지배적인 한국의 특수성에 비추어보아  
그만큼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갈등이 치유하기 어렵고 치유할 수 있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함. 
또한, 외국인의 국내 유입 증가에 따라 일자리, 임금, 복지, 주택 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이 상당수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요컨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유입 규모가 총인구의 2%대로 이민 역사가 긴 서구의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본격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없었으나, 향후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외국인·이민자의 국내 유입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이 동시에 나타날 것임. 문제는 어떻게 외국인·이민자 유입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임

○  궁극적으로 외국인·이민자의  유입이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유리하게 작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과 규모 및 시기를 국내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임. 외국인·이민자 유입의 양적인 조절정책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정책도 긴요함



28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8928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89

-  맞벌이부부의 일과 자녀양육(보
육)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자녀 양육비 증가 및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함

-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간
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긴요함

1. 서론

■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 이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2011~2015년)을 추진하여 대응하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은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특히 보육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2차 기본

계획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이 보다 강화되었음

■  그러나 두 정책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책 수혜 대상자의 체감도가 낮음

○  정책의 효과성 및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정책과 

자녀양육 관련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고는 취업모(맞벌이부부)의 일과 자녀양육(보육) 
간의 연계 실태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가

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보육과  

일·가정양립 연계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조사」결과임. 이 조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접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취업모(1,000명)만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취업모의 일가정양립과 보육 연계 실태와 시사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이지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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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주요 결과

가. 취업모의 출근시간과 미취학 자녀 양육 행태

■  취업모가 출근을 위하여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하 ‘출근시간’이라 칭함)이 이를수록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또는 보육시설·유치원과 함께 다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반면 출근시
간이 늦은 경우 전혀 양육지원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보육시설·유치원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취업모의 집 출발시각이 8시 이전인 경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7.3%, 보육시설/ 

유치원과 다른 양육지원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27.1%로 각각 나타남. 이러한 비율은 출근시

간이 오전 8~9시(15.4%, 21.8%)와 오전 9~10시(7.4%, 22.1%)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임. 즉, 일찍이 출근하는 경우 출근시간 후 시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의 이용이 불가피함을 나타냄

○  한편,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아마 퇴근시간이 늦어져 보육시설/유치원 이외에 기타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취업모의 출근을 위한 집 출발시간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단위: %, 명)

구분
취업모 집 출발시간대

전체
오전 8시 이전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시 이후

양육지원서비스 미이용 7.6 7.2 10.3 4.1 7.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7.3 15.4 7.4 - 12.9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45.9 54.6 58.8 62.6 54.2

보육시설/유치원+개인양육지원서비스 27.1 21.8 22.1 27.1 23.3

기타 2.2 1.0 1.5 6.2 1.9

계 100.0(133) 100.0(293) 100.0(68) 100.0(48) 100.0(572)

주: 취업모의 경우 집 출발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출발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실제 취업모의 출근시간이 이를수록 자녀가 취업모가 출근한 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모가 7시 30분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대다수인 97.4%가 취업모 출근 후인 7시 30분 이후에 자녀가 

등원하는 반면, 9~10시 사이에 출근하는 경우 14%만이 취업모 출근 후에 자녀가 등원함

○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모의 남편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남

<표 2> 취업모의 집 출발시간대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단위: %, 명)

기관 
보내는 시간대

취업모 집 출발시간대
전체오전 7시30분

이전
오전7시30분

~8시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2시

오전 12시
 이후

7:30 이전 2.6 - 0.9 2.0 - - 0.9

7:30~8시 이전 7.9 5.7 0.9 - - - 1.9

8~9시 이전 15.8 35.8 47.7 26.0 29.2 16.7 37.6

9~10시 이전 60.5 56.6 46.3 58.0 41.7 55.6 50.7

10시 이후 13.2 1.9 4.1 14.0 29.2 27.8 8.9

계 100.0(38) 100.0(53) 100.0(218) 100.0(50) 100.0(24) 100.0(18) 100.0(426)

주: 취업모의 경우 집 출발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출발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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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취업모 및 남편의 집 출발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분포

주: 6시 이전 집 출발, 등원하는 경우와 12시 이후 집 출발, 등원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나. 취업모의 퇴근시간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 행태

■  취업모가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하 ‘퇴근시간’이라고 칭함)이 늦을수록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보육시설·유치원과 함께 다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
우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은 10% 미만이나, 오후 4~7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는 10.7%, 오후 7~8시에 퇴근하는 경우 18.8%,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 19.4%임

<표 3> 취업모의 퇴근 후 집 도착시간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단위: %, 명)

구분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전체
오후 5시 

이전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시 

이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미이용 9.7 11.3 7.1 3.8 9.2 7.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7.0 5.6 10.7 18.8 19.4 12.9

보육시설/유치원 56.9 52.1 57.1 51.3 51.0 54.2

보육시설/유치원+개인양육지원서비스 25.0 28.2 24.3 23.8 17.3 23.3

기타 1.4 2.8 0.7 2.5 3.1 1.9

계 100.0(72) 100.0(71) 100.0(140) 100.0(160) 100.0(98) 100.0(572)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취업모의 퇴근시간이 늦을수록 취업모의 퇴근 전에 자녀가 하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취업모가 오후 5시 이전에 집에 도착하는 경우 42.7%가 취업모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녀가 하원하는  

반면, 취업모가 오후 7~8시 사이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82.7%, 취업모가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대다수인 93.8%가 취업모 도착 전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남

나. 취업모의 퇴근시간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 행태

� 취업모� 퇴근하� 집� 도착하는 시간(이하�퇴근시간�이라고 칭함)이 늦을수록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보육시설·
유치원과 함께 다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오후 �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 �인���원��� 이� ��� 10% ��이나, 오후
4~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10.7%, 오후 7~8시에 퇴근하는 경우 18.8%, 오후 8시 이후
에 퇴근하는 경우 19.4%임

� 취업모의 퇴근시간이 늦을수록 취업모의 퇴근 전� 자녀� 하원하는 경�이 ��
나타남

�취업모가 오후 �시 이전에 �에 도착하는 경우 42.7%가 취업모가 �에 도착하� 전에
자녀가 하원하는 반면, 취업모가 오후 7~8시 사이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82.7%, 취업모
가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대다수인 93.8%가 취업모 도착 전에 하원하는 것으
로 나타남

�이�� 경�� ��이�� � 남�� 경우에 � �하� 나타남��� 2�

3

[그림 1] 취업모 및 남편의 집 출발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분포

주: 6시 이전 집 출발, 등원하는 경우와 12시 이후 집 출발, 등원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표 3> 취업모의 퇴근 후 집 도착시간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미이용 9.7 11.3 7.1 3.8 9.2 7.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7.0 5.6 10.7 18.8 19.4 12.9

보육시설/유치원 56.9 52.1 57.1 51.3 51.0 54.2

보육시설/유치원+개인양육지원서비스 25.0 28.2 24.3 23.8 17.3 23.3 

기타 1.4 2.8 0.7 2.5 3.1 1.9

계 100.0(72) 100.0(71) 100.0(140) 100.0(160) 100.0(98) 100.0(572)

구분 전체
오후 5시 이전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단위: %, 명)

오후 8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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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취업모의 집 도착시간대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 (단위: %, 명)

기관

데려오는 시간대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전체

오후 5시 이전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시 이후

14시 이전 3.8 - 2.7 1.7 - 1.7

14~15시 이전 1.9 13.0 9.0 9.5 9.2 9.0

15~16시 이전 25.0 16.7 8.1 11.2 16.9 13.4

16~17시 이전 26.9 13.0 11.7 16.4 29.2 18.4

17~18시 이전 23.1 40.7 26.1 14.7 15.4 22.4

18~19시 이전 17.3 11.1 37.8 29.3 12.3 25.0

19~20시 이전 - 3.7 4.5 16.4 10.8 8.5

20시 이후 1.9 1.9 - 0.9 6.2 1.7

계 100.0(52) 100.0(54) 100.0(111) 100.0(116) 100.0(65) 100.0(424)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그래프에서 취업모와 취업모 남편 모두 퇴근시간대와 자녀의 하원시간대가 대각선(퇴근시간과 하원 

시간이 동일한 선)을 기준으로 선 근처보다 선 아래쪽 부분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이는 부모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자녀가 하원한다는 것을 나타냄

[그림 2] 취업모 및 남편의 집 도착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 분포

주: 12시 이전 집 도착·하원하는 경우와 22시 이후 집 도착·하원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방과후 양육방법 및 선호도

■  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서비스로는 학원이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학원+방문교육 14.7%, 학원+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3.8%순으로 나타남. 아무 것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5.3%에 불과함

○ 취업모의 퇴근시간이 이를수록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 학원과 방문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27호

��래�에� ��모� ��모 남� 모� �근시간�� 자녀� 하원시간�가 ��선��근
시간과 하원시간이 동일한 선)을 기준으로 선 근처보다 선 아래쪽 부분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이는 부모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자녀가 하원한다는 것을 나타냄

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방과후 양육방법 및 선호도

� 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이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로는 학원이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방문교육 14.7%, 학원+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3.8% 순으로 나타남. 아무 것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5.3%에 불과함

���모� �근시간이 이��� 아� ���도 이�하� �는 ��이 ���으로 ��
나타남

��� �시 이�에 도착하는 ��에 �원과 ����을 이�하는 ��이 ���으로 ��
나타남

<표 4> 취업모의 집 도착시간대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14시 이전 3.8 - 2.7 1.7 - 1.7

14~15시 이전 1.9 13.0 9.0 9.5 9.2 9.0

15~16시 이전 25.0 16.7 8.1 11.2 16.9 13.4

16~17시 이전 26.9 13.0 11.7 16.4 29.2 18.4

17~18시 이전 23.1 40.7 26.1 14.7 15.4 22.4

18~19시 이전 17.3 11.1 37.8 29.3 12.3 25.0

19시~20시 이전 - 3.7 4.5 16.4 10.8 8.5

20시 이후 1.9 1.9 - 0.9 6.2 1.7

계 100.0(52) 100.0(54) 100.0(111) 100.0(116) 100.0(65) 100.0(424)

기관
데려오는 시간대 전체

오후 5시 이전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시 이후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단위: %, 명)

[그림 2] 취업모 및 남편의 집 도착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 분포

주: 12시 이전 집 도착·하원하는 경우와 22시 이후 집 도착·하원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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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취업모의 특성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방과후 보육·교육방법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전체오후 6시 
이전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시 
이후

미이용 8.0 3.7 5.7 4.7 5.3

학원 25.9 33.2 35.9 25.2 31.0

방문교육 7.5 6.8 5.2 6.3 6.1

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1.4 12.1 11.5 15.7 12.7

학원 + 방문교육 11.4 14.2 14.1 20.5 14.7

학원 + 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4.4 14.7 12.5 11.0 13.8

방문교육 + 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7.0 1.6 4.2 4.7 4.2

학원 + 방문교육 + 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1.4 12.1 7.3 3.9 8.9

기타 3.0 1.6 3.6 7.9 3.4

계 100.0(201) 100.0(190) 100.0(192) 100.0(127) 100.0(756)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개수는 2개가 2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개 이상 22.4%, 3개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모의 집 도착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 이전에 도착하는 경우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그리고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자녀의 이동을 우려해서인지 1개 서비스만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 취업모의 집 도착시간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개수 (단위: %, 명)

구분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전체
18시 이전 18~19시 19~20시 20시 이후

0개 8.0 3.7 5.7 4.7 5.3

1개 14.9 13.7 17.7 25.2 16.7

2개 20.9 27.4 23.4 20.5 24.2

3개 18.9 21.1 19.8 15.0 19.0

4개 13.9 14.2 10.4 11.0 12.4

5개 이상 23.4 20.0 22.9 23.6 22.4

계 100.0(201) 100.0(190) 100.0(192) 100.0(127) 100.0(756)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취업모가 선호하는 방과후 보육·교육방법은 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
램이 3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원 27.2%, 부모 14.0% 순임

○  이러한 선호도는 취업모의 직종 간과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타나남

·직종 중에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인 경우에 사설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사설 학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가 교육의 목적을 더 중시여기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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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취업모의 특성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방과후 보육·교육방법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부모가
직접

학교 방과후
특기 적성
프로그램

사설학원
방과후 보육
(학교,어린이
집,유치원)

기타 계

전체 14.0 37.8 27.2 8.4 12.6 100.0(1,000)

종사상 지위(x2=3.2)
임금근로자 
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13.5
16.0

38.0
36.9

27.2
27.3

8.0
10.2

13.3
9.6

100.0( 813)
100.0( 187)

직종(x2=21.6*)
관리자,전문가 등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기타

12.7
14.5
13.7
13.7

35.6
35.9
37.5
51.0

34.7
27.5
27.3
16.7

8.5
7.8
7.8
12.7

8.5
14.3
13.7
5.9

100.0( 118)
100.0( 524)
100.0( 256)
100.0( 102)

퇴근시간대(x2=12.7)
18시 이전
18시~19시 이전
19시~20시 이전
20시~

13.1
12.9
12.7
18.8

41.4
40.2
35.3
35.4

26.2
26.9
29.5
23.2

7.8
6.8
7.3
11.6

11.5
13.3
15.3
11.0

100.0( 244)
100.0( 249)
100.0( 275)
100.0( 181)

초등 저학년자녀 유무(x2=35.5***)
초등 저학년자녀 없음
초등 저학년자녀 한명이상 있음

18.5
12.0

35.1
39.0

17.9
31.2

13.2
6.3

15.2
11.5

100.0( 302)
100.0( 698)

라. 취업모의 근무형태 변경 희망

■  취업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는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75.3%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근무 시간 만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18.3%, 현재 전
일제에서 파트타임으로 또는 파트타임 에서 전일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6.4%로 나타남

○  취업모의 근무형태 변경 희망도는 종사상지위, 퇴근시간대, 미취학 자녀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임

·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비교적 시간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영자나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에 비해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그리고 퇴근시간대가 늦어질수록, 현재 미취학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경우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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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취업모의 특성별 자녀 양육을 위한 근무형태 변경 희망 (단위: %, 명)

구분
변경 희망하지

않음
전일제/파트타임으로 

변경 희망
현 근무형태 유지하되 
근무시간만 변경 희망

계

전체 75.3 6.4 18.3 100.0(973)

종사상 지위(x2=9.4**)
임금근로자
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73.4
83.8

6.5
5.6

21.0
10.6

100.0(794)
100.0(179)

직종(x2=7.0)
관리자,전문가 등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기타

79.3
73.1
76.1
80.4

3.4
6.6
6.6
8.2

17.2
20.3
17.3
11.3

100.0(116)
100.0(517)
100.0(243)
100.0( 97)

퇴근시간대(x2=16.9†)
18시 이전
18시~19시 이전
19시~20시 이전
20시~

79.2
80.0
73.1
66.9

6.4
6.5
6.3
5.7

14.4
13.5
20.7
27.4

100.0(236)
100.0(245)
100.0(271)
100.0(175)

미취학자녀 유무(x2=6.9*)
미취학자녀 없음 
미취학자녀 한명이상 있음

78.6
71.6

6.0
6.8

15.4
21.6

100.0(519)
100.0(454)

3. 시사점

■  이상 분석 결과, 그 간 보육 및 방과후보육, 일가정양립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었으나, 여전히  
일-가정(보육) 간의 양립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시사점 내지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취업모(혹은 맞벌이부부 모두) 대부분 출·퇴근 시간(집을 기준으로 출발 및 도착 시간)과 자녀

(들)의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 시간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자녀돌봄의 시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그러한 시간적 사각지대는 당사자들의 심리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추가적인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비용은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모의 출근시간이 이르고 퇴근시간이 늦을수록 더 큼

○  둘째, 취업모(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 적어도 저학년생일 때 방과 후에 맡길  

데가 마땅치 않음. 또한, 아동의 학습 보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모(남편)가 가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취업모의 퇴근 후 귀가시간이 늦어질수록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교육·양육서비스를 학원 등에 의존하게 되어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맞벌이부부(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 중 일부는 홀로 방치되고 있기도 함. 요컨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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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몇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취업모(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과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 시간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기준운영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종일제 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며, 아울러 단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함

· 동일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취업모 가정과 취업모 가정의 연결을 통하여 등·하원을  

도와주는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정규수업 후에 의무적으로 오후 4시까지 방과후수업 특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4시부터 6시까지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함 

·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를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 부모 근무시간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맞춤형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규모

가 작은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 후 확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에 대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성화하며, 특히 

취업모가 자녀 돌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0~20분 늦게 출근하고, 5~10분 정도 빨리 퇴

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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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에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잘 선별하
는 것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
느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상자 선
정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
며, 제도도입 3년차인 현 단계
에서는 누구를 대상자로 할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어느 
정도가 적합한 규모인가?)와 통
계적 모형을 통한 등급판정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등급판
정위원회의 역할, 등급유효기간 
개선 등이 요구되는 바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상자 선
별을 넘어서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계획과 관리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호대상자는 “고령이나 노인

성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제1조, 제15조 2항)으로 정의됨

■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방식

○  장기요양대상자의 선정은 “장기요양인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희망

하는 노인 등 및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인정 조사자가 방문조사를 실시, 방문조사 자료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확정하도록 함

·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시행령 4조에 의해 1차판정결과(방문조사 결

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

는 제출제외자임

[그림 1] 장기요양인정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ISSN 2092-7177
제137호 (2012-18)  발행일 : 2012. 05. 04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대상자는�고령이� 노인�질�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제1조, 제15조 2항)으로 정의됨

�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방식

�장기요양대상자의 선정은�장기요양인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희망하는
노인 등 및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자가 방문조사를 실시, 방문조사 자료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
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확정하도록 함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시행령 4조에 의해 1차판정결과(방문조사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는 제출제외자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에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
상자를 잘 선별하는 것
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상
자 선정방법에 대한 개
선이 요구되며, 제도도
입 3년차인 현 단계에서
는 누구를 대상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어느 정도가 적합
한 규모인가?)와 통계적
모형을 통한 등급판정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
등급유효기간 개선 등이
요구되는 바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상
자 선별을 넘어서 욕구
를 사정하고, 서비스 계
획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임

[그림 1] 장기요양인정과정

이윤경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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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자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항목 조사(신체기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욕구, 재활욕구, 그 이외의 보호 현황 및 욕구 관련 조사)

· 1차 판정결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기능상태별 요양필요도 산출방식(수형도)을 통해 요양인정 

점수 산정

○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지역별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1차 판정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1차 등급판정 결과의 요양인정점수에서 ±5점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구성

·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1~3등급과 등급외자로 구성됨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55점 이상~75점 미만)

· 요양인정점수 55점 미만자는 “등급외자”로 분류되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 이용권이 부여되지 

않음

○  등급유효기간: 등급판정결과는 1년간 유효하되,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거나 통보받은 장기요

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신청,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노인장기요양 등급현황 및 문제점

■ 등급별 분포 및 변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등급인정자(1~3등급)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음. 2008년 7월 

146천명으로 노인의 2.9%였으나, 2012년 2월 현재 323천명으로 노인의 5.6%임

· 초기에는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등급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재가급여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 2~3등급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

<표 1> 장기요양등급인정자 규모 (2008.7~2012.2)

등급 2008. 7. 2012. 2.

1등급 50,209 40,270

2등급 39,080 71,695

3등급 57,354 211,902

총수 146,643 323,867

노인인구대비 비율 2.9% 5.6%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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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대상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ADL)로 

정의됨

· 일상생활수행능력제한자의 규모는 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노인인구대비 7.2~11.4%로  

예측됨(’04, ’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 OECD 평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비율은 약 10%로 나타남(OECD Health Data, 2010)

○ 장기요양 대상자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부족

· 기능상태는 점진적으로 감퇴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규모와 기준은 국가별

로 다소 차이가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시 초기 제도에서 포괄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는 1~3

등급으로 최중증을 주요 대상으로 두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그 규모는 노인인구의 약 3% 수준으로  

예측하고 설계됨

· 그러나 실제 제도 적용과정에서 노인의 6%수준으로 자연 확대되면서 장기요양의 대상은 기능상태 

경증의 일부까지 확대되었음

·이와같은 규모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의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규모라고 파악됨

■ 등급변화 현황

○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지난 3년간의 등급변화를 살펴보면, 3년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경우는 1등급

이 69.4%, 2등급이 56.4%, 3등급이 81.3%로 높게 나타남

· 장기요양인정자의 기능상태는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 유지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기능상태의 호전이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급체계에서는 등급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등급인정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함

· 또한 등급 하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 이용한도액이 감소함으로 등급하향(기능호전)의 유인책이 

없음

<표 2> 장기요양인정자 3년간 등급변화(2009~2011)

등급
3년 연속 
유지율(%)

타 등급으로의 연속 유지

내용 비율(%)

1등급 69.44% 1등급후 2등급 또는 3등급 연속 유지 26.70%

2등급 56.40% 2등급후 1등급 또는 3등급 연속 유지 36.10%

3등급 81.30% 3등급후 1등급 또는 2등급 연속 유지 12.50%

출처: 이윤경 외(2012), 장기요양등급판정 도구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298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299

»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 장기요양 인정도구 구성 및 적용

○ 장기요양 인정도구의 구성

· 장기요양 인정도구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욕구, 재활욕구의 5개 영역의 65

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52개 항목이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됨

○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식

·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요양인정점수 산정방식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기능상태와 해당 

기능상태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량간의 관계의 알고리즘(수형도, Tree regression 방식)을 

통해 산출되는 방식임

· 알고리즘은 노인의 기능상태(신체, 인지, 문제행동, 간호욕구, 재활욕구의 52개 항목)와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인개인별 요양서비스 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도출됨

· 따라서 요양인정점수는 52개 항목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시간을 의미함

■ 요양필요도에 대한 측정방식의 한계

○  요양인정도구는 기능상태가 아닌 요양필요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필요도 측정에서 ‘요양’의 여러 영역을 제공시간의 동일한 형태로 측정됨에 따라 서비스의 전문성 

등이 고려되지 못함

· 즉,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간호사 또는 재활치료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간호 및 재활서비스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동일하게 시간의 양으로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요양필요

도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음

○  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량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의 다양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장기요양대상자 중 인지기능 장애(치매 질환자로 대표됨)에 대한 서비스는 직접적 관여 및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켜보기’와 같이 서비스량 조사에 의해서 파악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신체적 기능 제한을 동반하지 않은 인지기능 저하자(치매 질환자)에 대해서는 본 인정 도구

를 통해 등급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음

○  또한 요양인정점수 산출을 위한 서비스량 조사는 최대한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bias)를 줄일수 

있도록 설계됨. 그러므로 인해 유사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만을 조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필요자가 거주하는 재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이 제기됨. 그러나 이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패턴이 매우 상이하여 현재와 같이 서비스량을 종속변

수로 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할 경우 재가서비스에 대한 반영은 부적합하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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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위원회 운용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인정신청자의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현재 등급

판정위원회의 권한은 1차 판정결과에서 요양인정점수의 ±5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등급판정위

원회에 의해 등급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2.3%임

·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등급의 조정이 이루어진 실태를 살펴보면, 등급외 A의 6.5%가 상향조정

되었으며, 그 이외의 등급에서는 조정된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이는 현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이용체계가 1~3등급내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

<표 3>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조정실태(2011.6)

상향조정 하향조정 합계

1등급 - 0.5 0.5

2등급 0.1 0.5 0.6

3등급 1.5 0.2 1.7

등급외 A 6.5 0.0 6.5

등급외 B 0.1 0.0 0.1

등급외 C 0.9 - 0.9

총계 2.1 0.2 2.3

출처: 이윤경 외(2012), 장기요양등급판정 도구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  1차 등급판정결과가 대부분 최종 등급판정 결과가 되고 있음. 그러나 1차 등급판정은 통계적 모형 중 

하나로 장기요양욕구를 100% 설명할 수 없음

·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개편에 관한 연구(2012)에서 제시한 다양한 모형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2개의 모형간의 등급일치율은 75.9%임. 즉, 이는 하나의 모형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 체계는 장

기요양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통계 모형 적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한점을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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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 등급 구성

○  현재의 등급구성은 3등급체계로 3등급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동일한 등급에서는 유사한  

기능 및 요양필요도가 유지되어야 함

· 현재의 등급분류는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간 범위를 20점으로 하고 있으나(95점 이상, 

75~95점 미만, 55~75점 미만), 등급내 기능상태의 동질성을 고려한 분류라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점수를 기점으로 한 분류임

■ 장기요양인정과 급여체계와의 관계

○  장기요양인정과정에서 허위진술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제기됨. 이는 기능조사 항목이 응답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예, 문제행동 중 환청이나 환각, 대소 변조절하기 등)

·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문진을 통한 방식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분히 파악함에 있어 

적합한 방식이며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에서도 문진방식을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기능상태에 대한 허위진술의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음. 즉, 허위진술은 

질문하는 항목의 문제, 또는 문진의 조사방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의 등급과 급여체계의 부적합성

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여겨짐

· 현재는 1~3등급내 진입을 하지 못할 경우 전혀 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 그러나 요양욕구는 점진적

으로 발생하므로 3등급 수준의 요양욕구는 아니지만 일정수준 요양을 필요로 함

· 따라서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 등급내 진입을 위한 허위진술 등의 부적합한 방식을 이용하게 되고, 

또한 등급하락으로 인해 급여량 하락이 초래되므로 또한 허위 진술이 이루어지게 됨

· 그 이외에도 허위진술의 원인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급시장의 왜곡 등으로 꼽힘

·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요자 확대가 요구되고, 또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상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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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등급판정체계 개선방안

■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적제도로서 우리사회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서비스 대상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 사회보험방식의 보편적 복지방식임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제한자를 1차적 대상자로 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큰 제한은 없으나 계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치매질환자를 2차적 대상자로 제안함

·단, 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반드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차등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등급과 급여체계의 변화를 통해 현재 등급판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여를 받기 위한 허위 진술 

등의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심사자료의 제공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역할 강화

○  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판정(통계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로서 현재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지역별 특성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사자료의 다양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전문적 판단을 위해 다양한 심사자료의 제공이 요구됨

· 1차 판정에서 활용되는 요양인정점수 모형 이외의 설명력이 높은 모형에 의한 요양인정 점수 제시, 

방문조사시 실시되는 와상도와 인지도에 대한 종합적 판단자료, 충실히 작성된 의사소견서 등의 1차 

판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등급 유효기간 개선

○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는 일정기간 이상 장기화된 기능저하로 단기간에 기능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일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가 서비스를 받아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는 단기간 기능향상으

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들의 경우 등급하향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다시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로 됨

· 따라서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 유효기간은 현재의 1년을 좀더 길게 하고, 단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

였거나 등급 재심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심사하도록 함

·이를 통해서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이 절감 효과 또한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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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 장기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 개발

○  현재 등급판정에 사용되고 있는 “관찰된  요양시간”을 요양필요도로 가정하는 것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한계가 갖고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개발이  

요구됨

·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즉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할 수 없음으로 발생하는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여 ‘자립’의 정도로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의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 장기요양대상자 선별(screening)과 사정(assessment), 서비스계획 및 관리 구분

○  장기요양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욕구를 사정, 서비스 계획 및 관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

야할 과정임. 그러나 욕구의 사정, 서비스계획 및 관리(이용지원)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현 등급판정에서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  대상자 선별이후 욕구에 대한 사정, 서비스 계획 및 관리 체계의 필요성

·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보다 많은 전문인

력의 투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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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소득과 거주형태가 자녀출
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월세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발견을 보고함

-  이러한 발견은 저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월세에 거주하는 신
혼부부를 보다 안정된 형태인 
전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정책이 보다 강도 높게 실
시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사회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으로 떨어지고 이후 꾸준히 1.30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www.kosis.kr).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킴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도입하여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계획을 마련,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시행계획을 구성하였으며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기본

계획 시행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음1)

■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기본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임신 후 출산시기 까지의 
비용이나 출산 후 자녀양육비용을 낮춤으로써 출산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는 정책이 설정되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2012년 7월부터 임신당 최고 70만원을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제도와 보육시설 이용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

는 보육 수당 보조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것임

○  이러한 정책방향은 자녀 출산에 대한 사후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

로 향후 자녀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창출적 정책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전 가구소득과 거주형태의 
차이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창출적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전 소득이전을 통한 정부보조가 출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볼 것임

1)　제1차 기본계획과 구분되는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삼식(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172, pp.5-10. 참조.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김현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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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현재 가임기 여성이 사는 가구에 대한 소득이전을 통해 출산력을 높이는 정책은 고려의 대

상이 되고 있지 않음.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에서는 가구총소득과 출산력이 정(定)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중·고소득 계층에서는 부(負)의 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기존연구에도 

불구하고2) 정책시행에 드는 높은 비용과 그 효과 및 효율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

구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직접적 소득이전과는 다르게 거주형태관련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형태로 시행 중에 있음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momplus?act=index])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의 형태에 따라 일정비율을 특별공급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

음. 주택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1순위(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가 동일한 경우 해당거주자 → 자녀수 → 추첨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음

·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은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를 띠고 있음. 지원 유형

은 크게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그리고 저소득가구전세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유형에 따라 일정정도의 연간소득이하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실행방향이 경험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거주지까지 같은 순위이면 자녀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돌아

가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보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향후의 출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 중에 정책적으로 보다 효과성이 높은 곳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정부 정책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연결될 것임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소득과 거주형태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임

○  기존의 연구가 가구소득과 출산력간의 혹은 거주형태와 출산력간의 두 변수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다면 본고는 이러한 기술적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s)를 통제하는 넓은 

의미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임3)

· 일례로 여성의 배우자가 있을 때 가구소득이 올라가고, 다른 한편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 출산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았을 때 배우자의 유무를 통제하지 않으면 가구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

향이 정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추정될 우려가 있음

2)　김두섭(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pp.67-95  (특히 <그림 10>) 참조.

3)　몇몇 논의들은 개인의 생애사적 사건전개에 주목하여 연령을 표준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일례로, 김태헌, 이삼식, 김동회(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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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출산순위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에 주목할 것임. 이는 위에서 논의한 주택공급 우선 순위와 관련

하여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첫째자녀 출생시 거주형태가 영향을 미치지만 둘째자녀 

출생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첫째자녀가 없는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향후 출산율

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추론을 해볼수 있음

○  가구소득과 거주형태는 단선적인 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얽혀있기 때문에 각 변

수의 독립적인 효과나 조건부적인 효과(conditional effects)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거나, 월세에 비해 전세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거주형태에 선행하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음. 이 경우 가구소득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주형태의 효

과가 편의(bias)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거주형태를 통제하면 가구소득의 효과가 조건부 효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가구소득의 전체 효과(overall effects)를 파악하지 못함

· 다른 한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고에서 측정되지 않은 다른 자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구소득을 높이기 때문에 일면 거주형태는 가구소득에 선행하는 변수라고 볼 수도 있음. 

이 경우, 위와 유사한 논리에 의하여, 거주형태를 통제하지 않으면 가구 소득의 효과가 편의될 것이

며 가구소득을 통제하면 거주형태의 효과가 조건부 효과로 나타나게 됨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고는 거주형태를 제외하였을 때 가구소득효과와 가구소득을 제외하였을 

때 거주형태효과, 이와 더불어 두 변수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볼 것임

2. 통계적 방법론

■  위에서 제시한 연구관심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흔히 콕스모형이라고 불리는 콕스비례위험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에 따른 자녀 출산의 차별적 위험을 살
펴볼 것임. 콕스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 할수 있음

h(t)=h0(t)exp(IT
β1+OT

β2+XT
α)···<식 1>

○  <식 1>에서 h(t)는 시간 t에서의 위험을 뜻하며 h0(t)는 흔히 기본위험(baseline hazards)이라고 불리

는 시간 t에서의 위험을 뜻함. 통계적 분석에 있어 로그우도(log likelihood)를 구할 때 기본위험은 분자

와 분모에서 상쇄되기 때문에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함. 위 식에서 I는 가구소득을, O는 거주형태를 나타

내는 지수변수(indicator variables)들임. 아래에서 논의할 것처럼 가구 소득변수와 거주형태변수는 여

러 범주를 갖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하나 이상의 지수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였음. 

통산 벡터는 열벡터를 표현하므로 각 변수에 위첨자로 표현된 T는 전치(transpose)를 나타냄

○  <식 1>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위험이 변수의 값에 따라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즉 혼동 변수인 O 

와 X의 값이 동일하다면, I가 0과 1을 갖는 스칼라(scalar) 지수변수라는 가정 아래, 가구소득이 0의 

값을 가질 때는 시간 t에서의 위험이 h0(t)=h0(t)exp(0*β1+OT
β2+XT

α)이고 가구소득이 1의 값을 가질 

때는 h1(t)=h0(t)exp(1*β1+OT
β2+XT

α)이기 때문에 h1(t)/h0(t)=exp(β1)로 나타남

○  만약 거주형태를 통제하지 않고 가구소득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식 1>에서 O를 뺄 것이고, 가구 

소득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형태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I를 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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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 Kim의 선행연구4)가 주장하였듯이 첫째자녀 출산에 있어 분석시간은 여성의 연령이 될 것이지만 둘째
자녀 출산에 있어 분석시간은 첫째자녀를 출산한 시간부터의 기간이 됨. Kim & Kim(2012)의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자녀출산이 가지는 동태적 성격으로 인하여 출산월에 5개월 혹은 8개월을 뺀 후 자료를 정
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출산월에 이러한 가공을 하지 않았음. 이는 가구소득이나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간에 
동태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측정하였기 때문임

3. 자료 및 측정

■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 1차에서 11차 자료(1998~2008)를 사용하였음

○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다양한 소득관련 변수를 측정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총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

융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을 더하여 가구소득을 측정하였음.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모든 소득을 세후 

소득으로 측정하였음. 이렇게 더한 소득에서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하지만 사회

보장분담금에 대한 측정이 7차년도 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  가구소득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

하여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한 이유는 가계동향조사에서 2006년 처음으로 

1인가구를 포함하였으며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구소득을 구분하였기 때문임

·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각 가구원수별로 4분위수를 구분하여 4개의 범주를 가진 가구소득변수

를 구성하였음.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하위부터 25%, 50%, 75%에 있는 가구 소득을 구하여 

0~25% 미만의 가구소득의 경우 한 범주를 할당하고 25% 이상~50% 미만을 다른 범주로 할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4개의 범주를 나누었음.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0~25%에 있는 가구의 여성을 기본범

주(baseline category)로 설정한 후 지수변수를 구성하였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월별가구소득을 

조사하였으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측정하였으므로 노동패널의 연간 수치를 12

로 나누어 월간 가구소득 변수를 구하였음

· 1인가구나 보다 많은 수의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

며 본고에서는 6인가구까지만 고려하였는데 이는 7인가구 이상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4분위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4)　Kim, H. S., & Kim, J. Y.(2012).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Pp. 33-62, in International Workshop on Linkage of 

Low Fertility to Socio- Economic Environm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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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소유, 그리고 여타의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월세를 기본범주로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지수변수를 구성하였음

○  보다 강건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혼동변수를 통제하였음

· 여성의 어머니 학력, 여성의 학력, 배우자 유무, 배우자 어머니의 학력, 배우자의 학력, 여성의 생년 

코호트, 거주지역, 총가구원수,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포함)의 가구 내 동거여부

· 모든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였으며 한 변수에 결측된 값이 있는 경우 독립된 범주를 할당하여 

지수변수로 변환하였음

○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음. 

셋째자녀 이상에서 출산 사례가 적기 때문에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의 출산에만 분석을 국한하였음

4. 연구결과

■ 기술통계

○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음

· <표 1>에서 N은 자료에 관측된 여성의 총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있었던 여성

의 총수는 2,990명임. 조출산율은 사건수에서 관측달수를 나눈 후 12*25를 곱하여 구한 것임. 이 

수치는 한 여성이 동일한 출산위험을 15세에서 49세까지 경험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임5)

<표 1> 자료의 기술통계

구분
첫째자녀 (N=2990)1) 둘째자녀 (N=1532)1)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산율2)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산율2)

전체 1,536,868 696 1.36 57,596 677 3.53

가구소득 1분위 56,237 150 0.80 20,356 256 3.77

2분위 33,874 161 1.43 15,784 206 3.92

3분위 30,407 198 1.95 11,381 116 3.06

4분위 33,350 187 1.68 10,075 99 2.95

거주형태 월세 12,841 44 1.03 5,497 50 2.73

전제 35,531 360 3.04 24,059 311 3.88

자가 100,623 257 0.77 25,613 274 3.21

기타 4,873 35 2.15 2,427 42 5.19

주: 1) N은 한번이라도 관측된 여성의 총수를 의미함.

 2) 조출산율은 사건수를 관측달수로 나눈 후 12*25를 곱하여 15세부터 49세까지의 출산율을 구한 것임.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본문 참조

5)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앞서 인용한 Kim & Kim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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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 소득분위별 관측달수에서 1분위를 제외하면 각 자녀출산순위별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가계

동향조사와 본고의 자료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 1분위에서 보다 많은 관측달수가 

기록된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이 가구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였고 15세 이상이 되는 분가가구원을 추

적하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과대표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표 1>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첫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가장 높은 소득에서는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 이와는 다르게 둘째자녀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3분위나 4분위 가구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음

· 거주형태별로 보면 첫째나 둘째 자녀 출산에 있어 전세로 사는 가구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다음의 [그림 1]은 주요 설명변수별 위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X축에서 200월 이하의 곡선은 둘째

자녀 출산 위험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곡선은 첫째자녀 출산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1] 설명변수별 출산위험의 차이

주: Y-축은 위험(Hazards)을 나타냄

· <패널 A>를 보면 가구소득 1분위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3분위에 있는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자녀 출산위험과 관련하여 1분위에 

위치한 여성이 가장 높은 위험을 보인 반면 4분위에 있는 여성이 가장 낮은 위험을 보이고 있음. 둘

째자녀 출산위험은 첫째자녀 출산위험에 비해 상대적 차이가 적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패널 B>를 살펴보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가장 높으며 자가소유와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이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가구소득에 따른 위험과 비슷하게 거주

형태의 차이는 첫째자녀 출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둘째자녀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무런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편의된 추정량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여타의 혼동변수를 통제한 후 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 그 

수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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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관측달수에서 1분위를 제외하면 각 자녀출산순위별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
는데 이는 가계동향조사와 본고의 자료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 1분위
에서 보다 많은 관측달수가 기록된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이 가구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
였고 15세 이상이 되는 분가가구원을 추적하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과대표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1>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첫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가장 높은 소득에
서는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 이와는 다르게 둘째자녀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3분위나 4분위 가구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음

·거주형태별로 보면 첫째나 둘째 자녀 출산에 있어 전세로 사는 가구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음

�다음의 �그� 1�은 주요 ��변수별 위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에서 ���월 이하의 곡선은
둘째자녀 출산 위험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곡선은 첫째자녀 출산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음

·<패널 A>를 보면 가구소득 1분위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위에 있는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자녀
출산위험과 관련하여 1분위에 위치한 여성이 가장 높은 위험을 보인 반면 4분위에 있는
여성이 가장 낮은 위험을 보이고 있음. 둘째자녀 출산위험은 첫째자녀 출산위험에 비해
상대적 차이가 적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음

·<패널 B>를 살펴보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가장 높으며
자가소유와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이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가구소득에
따른 위험과 비슷하게 거주형태의 차이는 첫째자녀 출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둘째자녀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지��지의 �의는 아��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은 상태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의된
추정량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여타의 혼동변수를 통제한 후 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 그 수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그림 1]  설명변수별 출산위험의 차이

주: Y-축은위험(Hazards)을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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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모형 추정결과

○  <표 2>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모형추정결과를 보여줌. 자녀출산순위별로 세가지 모형을 추정하였

는데, 1) 아무런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소득효과와 거주형태 효과를 추정한 모형, 2) 

모든 혼동변수 통제 후에 각 변수의 효과를 추정한 모형, 마지막으로 3) 모든 혼동변수를 통제하고 가

구소득변수와 거주형태변수를 함께 넣어 추정한 모형에서 얻은 결과가 제시되었음

○  우선 가구소득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소득 

2분위에 있는 여성은 1분위에 있는 여성에 비해 출산위험이 exp(0.362)=1.436배인 것으로 나타났음. 

다시 말하면 약 43.6%의 출산위험이 증가하는 것임. 하지만 혼동변수를 통제할 경우 가구소득의 영향

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흥미롭게도 혼동변수를 통제하면 가구소득 4분위 여성의 경우 가장 소

득이 적은 계층에 비해 출산위험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혼동변수에 더하여 거주형태

를 통제하였을 경우의 계수들이 혼동변수만을 통제하였을 때의 계수들과 비교하여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 통계적 분석 결과

구분 변수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1) 혼동변수 통제 모형2) 혼동변수 통제 모형3)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첫째자녀 출산

가구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0.362** (0.116)
 0.475*** (0.112)
 0.170 (0.115)

 0.089  (0.125)
 0.117  (0.121)
 -0.130  (0.127)

 0.081  (0.125)
 0.104  (0.122)
 -0.136  (0.127)

거주
형태

전세
자가
기타

   0.838*** (0.174)
   -0.256  (0.177)
   0.666** (0.242)

   0.422* (0.184)
   0.323  (0.189)
   0.316  (0.255)

 0.413* (0.186)
 0.323  (0.192)
 0.292  (0.255)

둘째자녀 출산

가구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0.013  (0.094)
 -0.148  (0.113)
 -0.205  (0.118)

 -0.033  (0.096)
 -0.169  (0.121)
 -0.176  (0.130)

 -0.034  (0.097)
 -0.175  (0.121)
 -0.183  (0.131)

거주
형태

전세
자가
기타

   0.144  (0.161)
   0.165  (0.162)
   0.290  0.223)

   0.124  (0.163)
   0.141  (0.165)
   0.275  (0.221)

 0.131  (0.162)
 0.164  (0.164)
 0.280  (0.221)

주:  P-value: *<0.05, **<0.01, ***<0.001. 1) 아무런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2) 모든 혼동변수를 통제하였으나 가구소득이나 

거주형태 중 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3) 모든 혼동변수를  통제하고 가구소득과  거주형태를  함께 추정한 모형

○  거주형태가 첫째자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

는 여성의 출산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동변수를 통제할 경우 그 영향이 대폭 줄어드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에 사는 여성의 출산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

는 가구소득을 통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혼동변수를 통제할 경우 여타의 범주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둘째자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아래쪽 계수들을 보면 모든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음. 또한 여러 모형별로 계수의 값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가구 소득이나  

거주형태가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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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앞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1) 가구소득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으로 보이며, 2) 월세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3) 가구소득이
나 거주형태 모두 둘째자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출산 전 가구소득의 이전효과는, 그런 정책이 입안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  주택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에서 바로 자가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되새겨본다면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전

세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

○  예를 들어, 현행 임대주택제도 하에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임대보증금을 낮추거나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구소득이나 거주형태가 둘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자녀를 

이미 낳은 부부에 대해 정책지원을 하는 보상적 정책과 더불어 자녀를 아직 낳지 않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창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됨. 물론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에는 정책수요대상의 범위 확정과 사회적 수용성의 증대와 같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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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내 연령군별 제특성과 의
식의 차이가 크며, 지역, 성, 교
육수준별로 생활실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노인의 특
성변화 및 다양성에 대응한 정
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  기존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소
득이나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
응하는 정책 외에도 노인의 주
관적 심리적 측면과 노인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
는 물리적 환경 구축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이 요구됨

1. 조사 개요

■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1년 노인실
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자료생산을 목표로 하여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조사에 이어 실시된 전국조사임

○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노인실태조사가 2007년 노인복지법 제5조

에 3년마다 실시되도록 법제화되었으므로 법정조사로는 2008년에 

이은 두번째 조사임

○ 전국 3,142개 조사구의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31일 ~ 

2011년 11월 30일 기간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현장조사

(2012년 1월 16부터 20일까지 추가조사 실시)가 실시되었음

2. 노인의 특성과 의식 변화

■   지난 노인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정책방향과 정책대상자 설정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변화가 나타났음

■   노인(65세 이상)의 기본특성인 교육수준과 거주형태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짐

○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의 비중이 31.6%인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지만 1994년의 65.4%, 2004년의 

40.1%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것임

· 한편 중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율도 25.9%이며, 전문

대 이상의 학력자도 6.9%에 달하는 등 1994년의 8.1%와 2.7%, 

2004년의 19.4%와 5.6%에 비해서는 꾸준히 증가한 것임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경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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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독거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로, 노인단독가구(노인부부, 노인독거)의 비중이 

68.1%를 차지하고 있음

· 자녀동거율이 1994년도의 54.7%, 2004년의 38.6%, 2011년 27.3%로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거이유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주요이유로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28.4%, 자녀에게 가사지

원·손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21.7%, 노인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20.9%의 순임

· 즉, 전통적인 규범적 이유 중심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자발적 동거, 노인의 의존성으로 인

한 비자발적 동거 등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가 다양화하고 있음

[그림 1]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1994~2011년) 

자료: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그림 2]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1994~2011년) 

자료: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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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중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비율도 1994년의 2.9%에서 25.3%로 급증하였으며, 건강과 관련하여 흡연율
이 저하하고 운동실천율이 증가하는 등 건강행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표 1> 노인의 특성 변화 및 전망(1994~2011년) (단위: %, 명)

구분1) 1994년 2004년 2011년

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비율 2.9 14.4 25.3 

흡연율 - 17.6 12.6

운동실천율 - 39.6 50.3

경제활동참가율 28.5 30.8 34.0

 - 경제활동참가자중 농림어업종사자 비율 55.6 54.1 52.9

 -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는 비율 70.7 69.9 79.4

최장기 종사직업이 농림어업인 비율 - 38.8 38.1 

자원봉사활동참가율 - 4.0 3.9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30.1 55.8 83.7

자료: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  이러한 외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의식에도 변화도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노인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60대를 노인으로 간주

하고 있지 않으며 70대에 진입하여야만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70~74세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음. 80세 이상 

13.3%, 75~79세 11.3%, 65~69세가 12.9%, 60~64세 3.4%, 60세 미만 0.0%로, 70세 이상이라

는 응답률이 1994년의 30.1%, 2004년의 55.8%에서 83.7%로 급증하였음

○  또한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고 있어,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으로 가족 및 자녀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1994년의 28.6%, 2004년의 18.7%에서 14.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3]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관한 노인의 의식 변화(1994~2011년)

자료: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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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크게 변화하지 않은 노인의 특성도 있음

○  노인의 약 2/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  경제활동 참가율이  34.0%로 1994년의 28.5%, 2004년의 30.8%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 취업직종이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취업노인의 52.9%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것으로 70%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자원봉사참가율에도 큰 변화가 없이 4%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한편, 노인의 연령군별 특성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동부거주율이 높으며 무학 노인의 비율이 낮음

○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실제 자녀동거율 뿐만 아니라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 또한 낮으며, 자녀·

가족을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로 생각한다는 응답률도 낮음

○ 선호하는 노후생활 영위방법으로 취미활동·자아개발·자원봉사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언급한 비율에 

있어 연령군별 차이가 커 85세 이상의 경우 2.3%인 반면 65~69세군은 11.6%임

○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볼 때 노인에게서 단독가구를 형성하려는 지향성은 강화되고, 독자적 생활과 활기

찬 노후생활에의 선호가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표 2> 노인의 연령별 일반특성(2011년) (단위: %, 명)

특성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전체1) 베이비 부머a) 2)

동부 거주율 72.5 67.2 64.5 65.9 66.3 68.0 82.3

가구형태

노인독거 10.5 17.5 24.8 34.5 28.5 19.6 -

노인부부 54.5 53.3 48.6 33.1 22.1 48.5 -

자녀동거 28.5 24.7 23.5 29.2 45.4 27.3 -

기타      6.5 4.4 3.1 3.2 4.1 4.6 -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 8.9 13.5 20.3 28.0 10.9 -

무학(글자해독) 13.0 19.5 24.2 28.0 38.3 20.7 -

초등학교 38.2 37.7 35.8 29.9 20.1 35.4 10.5

중·고등학교 36.5 27.7 19.4 14.9 9.9 25.9 64.7

전문대학 이상 8.2 6.2 7.1 6.9 3.8 6.9 24.8

자녀와의 동거 선호율 12.3 17.0 18.1 25.9 43.2 18.4 6.8

자녀·가족을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로 생각하는 비율

8.1 12.3 16.2 23.9 28.5 14.2 3.3

선호하는 노후영위 방법으로 
취미활동·자아개발·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비율

11.6 7.8 5.8 4.1 2.3 7.7 66.6

주: a)  베이비 부머는 1955~63년생으로  이들은 우리사회의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는 2026년에는 이들이 63세 이상이 됨. 2010년

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단 이들이 노화를 경험함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 2010년도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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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사고와 생활기반의 변화를 감안하여 독자적이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지원이 요구됨

○  또한 노인의 연령군별 차이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예비노인인 베이비 부머에게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므로 미래 노인세대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재 베이비 부머의 82.3%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24.8%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 

기본특성에 있어 현세대 노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6.8%만이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고 있고, 자녀·가족을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로 생각하는 비

율이 3.3%에 불과하여 현세대 노인에게 보여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

3. 노인의 생활실태의 다양성

■  「2011년 노인실태조사」결과 노인(65세 이상 10,674명)의 생활실태에 있어 지역별 차이와 성별 차이, 연령
군별 차이, 교육 수준별 차이 등이 분명하게 표출되었음

○  즉, 노인은 더 이상 하나의 집단이 아니므로 특성별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

■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동부)에 비하여 농어촌지역(읍·면부)의 경우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높으며 (동부 
17.6%, 읍·면부, 23.9%),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나 자원봉사참가율, 단체활동 및 여가문화활동 참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인지기능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동부 24.6%, 읍·면부 

37.1%), 외출시 불편함을 느끼거나 생활하기에 불편한 공간이 있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비

중이 높음

○  따라서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이, 농어촌 지역 노

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물리적인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비교결과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생활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유배우율이 낮고(남자: 90.6%, 여자: 49.9%) 독거의 비율이 월등

히 높음(남자 6.5%, 여자 29.5%)

○  또한 공적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남자노인의 41.9%에 비하여 매우 낮은 12.7%에 불과함

· 이는 여성노인이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제한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노후소득준비를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더불어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며 정신건강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

났음 

○  따라서 여자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건강 저하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함,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고립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악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특히 혼자 생활하는 여자노인의 안전문제, 사회통합과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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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군별 차이 또한 극명하게 나타나, 연령특화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됨

○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아 60대 노인의 경우 약 40%의 노인이 공적연금을 

갖고 있음

· 이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에 따른 변화로, 소득원의 독자성은 노인의 자율성과 소비자로서

의 권리의식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80세를 전후로 하여 기능상태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의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7.3%로 65~69세군의 46.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여가

문화활동참여율도 48.9%대 78.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요한 타자인 배우자가 없는 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이웃수도 적어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또한 경험하고 있음 

· 따라서 80대 이후 후기노인의 기능저하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과 활동성 저하로 인한 사회

적 고립을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표 3> 노인의 지역·성·연령·교육수준별 가족·사회관계와 사회참여 실태(2011년) (단위: %, 명)

특성

가족·사회관계 다양한 사회참여

독거 
비율 

유배
우율

별거자녀와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월 1회 이상 접촉

하는  비율

친한 친구
·이웃수

사회참여율
(경제활동, 
자원봉사, 
단체활동)

경제활동
참가율

자원봉사
참가율

단체활동
참가율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

전체 19.6 67.4 87.0 2.56 56.3 33.6 3.9 37.8 72.2 

지역

동부 17.6 67.5 85.6 2.55 51.8 23.5 4.6 38.7 73.0 

읍·면부 23.9 67.3 90.1 2.57 65.9 55.1 2.3 36.0 70.7 

성 

남자 6.5 90.6 87.4 2.78 66.7 42.5 5.2 48.1 77.8 

여자 29.5 49.9 86.8 2.39 48.4 26.9 2.9 30.0 68.0 

연령

65~69세 10.5 81.1 87.0 2.94 72.8 46.0 6.0 52.2 78.5 

70~74세 17.5 73.1 87.9 2.62 63.7 38.1 3.0 42.3 76.1 

75~79세 24.8 63.1 87.9 2.51 47.7 26.7 3.9 29.5 70.0 

80~84세 34.5 43.9 85.2 2.00 32.7 16.8 2.2 20.1 61.3 

85세 이상 28.5 31.9 82.6 1.62 14.3 6.8 0.2 8.7 48.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7 30.9 82.8 1.95 36.2 28.1 0.3 13.5 55.1 

무학(글자해독) 30.9 48.6 85.1 2.15 45.8 31.8 1.3 23.1 63.1 

초등학교 15.5 73.5 88.6 2.44 57.7 38.0 3.3 37.8 71.4 

중·고등학교 10.4 84.0 87.2 2.97 66.5 34.5 6.2 51.9 81.6 

전문대학 이상 7.0 88.4 90.3 3.80 74.3 21.6 11.2 68.0 95.2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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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인의 지역·성·연령·교육수준별 경제, 건강 및 안전실태(2011년) (단위: %, 명)

특성

경제 신체·정신적 건강 안전·편리성

공적이전
가구소득이  
있는 비율

본인의 
공적 연금 
가입률

만성
질환

유병률

기능
제한율a)

인지
기능

저하율b)

우울
증상

경험률c)

60세 이후  
자살

생각률

학대 
경험률

안전사고 
경험률

주택에 
생활하기에 
불편한 공간 

있음d)

외출시 
불편한점
있음e)

전체 87.4 25.3 88.5 14.9 28.5 29.2 11.2 12.7 4.9 43.3 59.0 

지역

동부 85.7 23.9 88.4 14.8 24.6 28.7 12.2 13.8 4.2 42.0 56.8 

읍·면부 91.0 28.3 88.8 15.2 37.1 30.1 9.1 10.2 6.3 46.0 63.7 

성 

남자 86.7 41.9 81.8 11.4 25.4 23.3 9.9 11.7 4.3 35.3 44.8 

여자 88.0 12.7 93.7 17.6 30.9 33.6 12.2 13.4 5.3 49.3 69.8 

연령

65~69세 85.6 39.5 83.5 7.3 15.5 19.1 11.1 13.0 4.3 38.1 44.9 

70~74세 86.8 28.9 88.7 10.4 25.0 27.7 12.1 12.7 4.8 42.7 57.7 

75~79세 87.9 16.1 92.4 16.4 35.9 35.7 11.5 12.8 5.6 46.2 66.9 

80~84세 92.1 7.8 93.5 26.9 41.6 39.9 10.3 12.1 5.8 48.7 73.9 

85세 이상 89.5 3.8 89.2 47.3 67.1 43.0 7.3 11.1 3.6 51.1 79.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94.3 9.3 95.3 32.1 70.0 48.4 12.3 16.5 6.7 57.7 82.1 

무학(글자해독) 90.7 15.5 92.8 19.0 38.8 38.0 13.7 13.4 5.6 53.1 73.2 

초등학교 87.0 23.5 88.8 13.3 18.0 27.9 10.0 11.1 5.1 42.4 59.1 

중·고등학교 83.7 35.9 94.4 9.0 24.0 21.1 10.8 13.7 3.4 35.8 45.5 

전문대학 이상 82.6 48.8 79.3 5.8 11.8 9.6 9.4 8.6 4.5 24.3 30.7
주: a)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항목(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

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몸단장,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근러리 외출, 물건구매,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중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경우임. 

 b) 26문항으로 이루어진 MMSE-KC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연령, 성, 교육수준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자가 판정됨.

 c)  우울증상은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축약형(15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산출된 점수가 8~15점인 경우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제시함.

 d) 현관, 복도, 계단, 문턱, 조명, 환기 등 생활하면서 불편한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e)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교통수단 부족 등 외출신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양한 차이도 발견되어 교육수준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 등
의 경제적 자원,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각종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이웃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가문화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

며,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편함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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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기본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

져야 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들의 경제적·신체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다

양한 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등의 시민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두어저야 할 것임

· 특히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은 예비노인에게서도 급격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적극

적인 참여가 요구됨

4. 정책적 관심사의 확대

■  노인의 29.2%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기존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소득이나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응하는 정책 외에도 노인의 주관

적·심리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노인의 59.0%가 외출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43.3%의 노인이 불편함이 있는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
고, 4.9%는 가정내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적 관심

사가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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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만0~2세에 대한 보
육 서비스를 취업 여성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
체 만3~5세를 대상으로는 공
화주의적인 철학에 기반하여 
국가 차원의 유아 교육을 지원
하고 있음

-  영아 보육 지원은 부모 직접 양
육, 시설 보육, 재가 보육 중 양
육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
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
며,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국
가가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음

1. 서론

■  프랑스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어 저출산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성공의 배경에는 국가 사회보장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족 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프랑스 합계 출산율 1.99명 (2010년), 25~49세 여성고용률 77.6% 
(2008년) (OECD Family database)

○  만0~2세 영아 보육 정책은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

진,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라는 세가지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교육 정책은 공화주의적인 철학에 

기반한 국가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를 강조하여 추진하고 있음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수당, 시설 보육 서비스, 개인 보육사에 의한 

재가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libre choix”)을 도모하고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지

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음

■  국내 영유아 보육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 보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프랑스 영유아 보육 체계 및 서비스 지원의 주요한 내용

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영유아 보육 정책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살

펴보고자 함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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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영유아 보육 체계의 개요

■  프랑스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만0~2세 영아 보육과 만3~5세 유아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추진
되고 있음

○  만0~2세 영아 보육은 고용·노동·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에서 지원하

는 보육서비스로서, 만3~5세 유아 교육은 교육부(Ministére de l’éducation nationale)에서 지원하는 유아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만0~2세 영아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 

가족 정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부모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24.4%)과 시설 

서비스 이용 지원(31.5%), 개인 보육 서비스 이용 지원(32.1%)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만3~5세 유아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편적인 유아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 유아의 

98%가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음

· 만3~5세 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방과후 및 유치원 휴일에 부모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밖에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 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 감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표 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 현황(2010년) (단위: 10억 유로)

구분 0~2세 3~5세 합계

육아휴직수당1) 3,261.29(24.4%) - 3,261.29

개인 보육사 4,284.84(32.1%) 1,013.93(7%) 5,298.77

assistante maternelle 4,011.55 899.30 4,910.85

garde à domicile 216.94 82.88 299.82

garde structure 56.35 33.52 89.87

보육시설 4,213.91(31.5%) 154.20(1%) 4,368.11

시설 운영비 3,237.29 3,237.29

집단 어린이집 1,250.47 1,250.47

가족 어린이집 181.64 181.64

부모협동어린이집 25.17 25.17

소규모보육시설 6.70 6.70

지자체운영비지출 1,751.69 1,751.69

시설 투자비 346.46 346.46

기타비용 630.16 154.202) 784.36

유치원 563.84(4.2%) 12,257.76(90%) 12,821.60

교육부 301.89 6,563.00 6,864.89

지자체 261.95 5,694.77 5,956.72

세제상 혜택 1,038.03(7.8%) 244.94(2%) 1,282.97

합계 13,361.91 13,670.83 27,032.74
자료: Caisse national d’allocations familiales(2011)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주: 1)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Clca),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Colca), Clca 혹은 Colca와 연계된 

Assurance vieillesse des parents au foyer   
 2) 방과후 학교에 해당하는 “Accueil de loisirs” 이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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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0~2세 영아에 대한 보육 지원

■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 지원

○  근로 여성이 자녀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이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남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

우 3년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수당이 지원됨

·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육아 휴직 수당은 자녀 연령 3세까지 지원됨

·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더 높은 육아 휴직 급여를 더 짧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

을 선택할 수 있음

■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

○  취업 여성의 경우 종일제 보육 서비스, 전업주부의 경우 일시 보육 서비스 이용

○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는 보육 시간에 따라 보육료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며 이러한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임

■  개인 보육사 이용

○  개인 보육사에는 보육사의 집에서 4명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과 

부모의 집에 직접 와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 내 보육사(garde à domicile)가 있음

○  두 경우 모두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으며 소득 수준,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본인 부담금을 지

불함

○  개인 보육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보육 서비스 이용 중에는 두 

부부가 모두 근로하고 있어야 함

 
■  프랑스 만0~2세 영아의 낮시간 동안 주된 보육 방식을 보면  인가된 보육사에 의한 보육이 부모에 의한 직

접 양육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전체 영아 18%, 맞벌이 부모 영아 자녀 37%1)

○  시설 보육은 전체 영아의 경우 10%, 종일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로서 이용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

· 전체 영아 자녀: 부모(63%), 인가된 보육사(18%), 시설보육(10%), 조부모 혹은 친인척(4%), 가정 

내 보육사(2%), 기타(3%)

· 종일제 맞벌이 부부 영아 자녀: 부모(27%), 인가된 보육사(37%), 시설보육(18%), 조부모 혹은 친인

척(9%), 가정 내 보육사(4%), 기타 (5%)

1)　DREES (2007) “Enquè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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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3~5세 유아 보육 지원

■  프랑스 만3~5세 유아의 98%가 유치원인 école maternelle에 취원하고 있으며 수요일을 제외한 주중 아침 
9시 30분 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낮시간 동안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만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은 유치원이 문을 닫는 수요일과 유치원 수업 시간 외에 해당하는 방과전후에 이
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음

○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도 상당수 여성이 수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아 

수요일에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73%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방과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유아의 83%가 부모와 시간을 보내며 과외 수업을 받는 경

우 7%, 조부모 5%, 보육사 2%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만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은 방과후 보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방과후 보육 시설에는 les jardins 
d’enfants와 Accueil de loisirs가 있음

다. 보편적인 가족 수당 지원

■  가족 수당(Allocation familiales)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는 측면에서 출산률 제고를 위한 성격이 강함. 자녀 연령이 20세가 될 때 까지 지급하며 자녀 연령  
11세와 16세 되는 시점에서 수당 액수가 증가되어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비 부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가족 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은 가족 수당만으로는 자녀 양육이 어려운 막내 연령 3세 이상의 세자녀 
이상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서 가족 수당을 보조하는 역할을 함 

■  프랑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 수당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국가사회보장체
계가 구축되면서 부터임. 가족 수당의 유래는 남성이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가정 양육 수당으로부터 시작됨

○  1946년 8월 22일 홑벌이 다자녀 가정 수당(Allocation de salaire unique)은 다자녀 가정에서 남성만 

홑벌이인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만 노동 환경이 열악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

기 어렵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임금 근로자 가정에게 지원

○  1955년 8월 6일 가정 주부 수당(Allocation de mere au foyer)은 임금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홑벌

이 다자녀 가정 수당을 비임금근로자 가정에게까지 확대한 수당

○  1978년 1월 1일 가족 보조금(Complement familial)은 남성이 홑벌이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폐지하고 세자녀 이상 저소득 가정에게 지급한 수당

· 저소득 가정에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 강화하고 홑벌이 남성 생계부양자라는 조건을 

폐지하여 여성에 대한 시각이 가정 내 돌봄 노동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로 변화하게 된 계기

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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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랑스 가족 수당의 월 급여 액수(2010년 1월) (단위: 유로)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월급여액수

(CRDS 제외한 금액)2)

한자녀1) 23.12

두자녀 125.78

세자녀 286.94

네자녀 448.10

네자녀 이후 추가 증가분 161.17

14세 이상 추가액(1997년 5월 1일 이후 출생) 92.90

11~16세 추가액(1997년 5월 1일 이전 출생) 35.38

16세 이상 추가액(1997년 5월 1일 이전 출생) 62.90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163.71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socle majoré)

무자녀 임산부 599.67

자녀 당 증액 199.89

한부모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부와 모가 모두 없는 경우 (자녀당) 117.92

부 혹은 모만 없는 경우 (자녀당)  88.44

개학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6~10세 아동 284.97

11~14세 아동 300.66

15~18세 아동 311.11

영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출생수당(Prime à la naissance) (자녀당) 903.07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de la PAJE) (자녀당) 180.62

육아 휴직 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기초수당을 받는 경우)

완전 휴직 379.79

절반 근무 245.51

절반~4/5시간 근무 141.62

육아 휴직 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완전 휴직 560.40

절반 근무 426.12

절반~4/5시간 근무 322.24

육아 휴직 수당(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선택)

기초수당을 받는 경우 620.78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801.39
주: 1) 해외도(DOM: Département d’outre-mer)에 한해서만 한자녀에게 지원함

  2) CRDS(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보장수급액에 부과하는 기여금

자료: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N788 janvi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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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보육 서비스 유형

■  프랑스 보육 시설은 크게 집단 보육 시설(accueil collective)과 가족 보육 시설(accueil familial)으로 구분됨

○  집단 보육 시설은 시설에 소속된 보육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영유아를 보육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보육 

시설

○  가족 보육 시설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개인 보육사 혹은 부모들이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보육 시설에 함께 모여서 영유아를 돌보는 공동 보육 시설2)

■  집단 보육 시설(accueil collective)에는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tives),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 놀이방(jardins d’enfants)이 있음

○ 집단 어린이집은 평일 낮 시간에 일반적으로 3세 미만의 영아를 정규적인 방식으로 보육하는 기관

○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은 6세 이하 영유아를 부정기적으로 잠시 맡겨두는 일시적인 보육 시설 

· 집단 어린이집이 취업 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종일제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비해 

일시 어린이집은 전업주부들이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기는 곳임

○  놀이방(jardins d’enfants)은 2~6세 미취학 아동 혹은 취학 아동을 방과후에 시간제로 돌보는 정규적인 

보육시설 

· 놀이방이 운영하는 시간은 유치원 혹은 보육 시설이 운영하는 시간과 차별적인 시간임

■  집단 보육 서비스가 하나의 시설에서 각각 제공될 때 단일 보육기관(mono-accueil)이라고 하며, 하나의 시
설에서 정규 보육과 일시 보육, 종일제 보육과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방식이 함께 제공될 때 복합 보
육기관(multi-accueil)이라고 함

○  시설수를 보면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20%) 보다 일시보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일시보육시설과 복합보육기관 58%) 비중이 더 높음

○  보육 정원 역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 어린이집 정원 비중(29%)보다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보육시설 및 복합보육기관 정원 비중(68%)이 더 높음

■  시설 보육 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정규 보육(l’accueil regulier), 일시보육(l’accueil occasionnel),   
위급 보육(l’accueil d’urgence)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정규 보육(l’accueil regulier)의 개념은 이용 시간, 이용 날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

고 일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함

· 일년 중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 이용하는 총 보육 서비스 시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

여 이에 근거하여 월 보육료 본인 부담금과 국가에 의한 보육 시설 운영 지원금을 산정 

· 부모는 매월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에 대한 계약을 보육시설장과 체결하고 자녀를 보육 시설에 등록

하며 보육료 본인 부담액은 전국 공통적인 계산표에 의해 산정됨

2)　우리나라 영유아 플라자와 유사한 형태의 보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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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보육(l’accueil occasionnel)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만 제한된 시간만 이용하거나 미

리 이용시간 스케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 보육료는 국가 계산표에 의해서 산정되지만 월별로 일정한 보육료를 미리 산정하기 어려워 이용할 

때 마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위급 보육(l’accueil d’urgence)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위급할 경우 이용하는 시설 보

육 서비스로서 위급시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은 일정 부분의 위급 보육 정원

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음

<표 3>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설의 현황(2005~2009년)

구분
시설 수 (개소수) 연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2009 2005~2009

단일 보육기관 (Structures mono-accueil) 4913 4595 4334 4160 4107 -1.3 -4.4

집단 어린이집 (Créches collectives) 2277 2105 2072 1960 1947 -0.7 -3.8

지역 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1885 1719 1724 1650 1639 -0.7 -3.4

직장 (de personnel) 206 204 165 150 151 0.7 -7.5

부모 (parentales) 186 182 183 160 157 -1.9 -4.1

일시 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2449 2303 2072 2006 1933 -3.6 -5.7

지역 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2315 2190 1973 1921 1854 -3.5 -5.4

부모 (parentales) 134 113 99 85 79 -7.1 -12.4

놀이방 (jardins d'enfants) 187 187 190 194 227 17.0 5.0

복합 보육기관 (Structures multi-accueil) 3915 4360 4799 5284 5702 7.9 9.9

지역 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3363 3811 4158 4513 4856 7.6 9.6

직장 (de personnel) - - 60 115 149 29.6 -

부모 (parentales) 329 311 302 314 296 -5.7 -2.6

단체/가족 (collectives/familliales) 223 238 279 342 401 17.3 15.8

총 집단 보육 시설 (total accueil collectif) 8828 8955 9133 9444 9809 3.9 2.7

가족 보육 시설 (accueil familial) 848 842 800 772 756 -2.1 -2.8

총 보육 시설 (total établissements) 9676 9797 9933 10216 10565 3.4 2.2

자료: DREES(2011)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études et resultats, N 763, juin 2011 

■  보육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어린이집(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어린이집 
(de personnel), 부모 어린이집(parentales)으로 구분

○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어린이집은 아동의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당 정원은 60명으로 낮 

동안 8~12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밤,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직장어린이집은 부모가 일하는 장소(회사 혹은 관공서 등)에 설치되어 근무지의 근로시간에 맞게 운영

하며 시설당 보육 정원은 60명임

○  부모어린이집은 일종의 부모공동보육시설로서 부모들 자신에 의해서 경영되는 어린이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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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보육시설 비중은 집단 어린이집 73.2%, 일시 어린이집 60.7%, 복합보육기관 58.8%, 가족보육시설 
91.3%으로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이 높음

○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며 민간영리가 운영하는 경우는 직장 복합보육기관

(39.4%)을 제외하고 대부분 1% 내외 

○  부모가 협동으로 운영하는 부모 보육 기관의 경우 운영 주체는 대부분 민간 비영리 법인

○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법인보육시설의 경우 모두 정부로부터 시설 운영비를 지원 받으며 이용하는 부모 

역시 보육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4.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전체 만0~2세 영아 및 소득 하위 70% 이하 만3~4세를 대상으로 시설 보육 서비
스, 전체 만5세를 대상으로 누리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만3~4세에게 누리과정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보육 지원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보육 서비스 지원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함과 더불어 보육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육 서비
스를 제공하고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  시설 보육 서비스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부모의 영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양육 수당 대상을 확대하

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임

○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종일제 시설 보육 서비스 혹은 보육사에 의한 재가 보육 서비스, 전업 주부를 대

상으로 양육 수당과 일시 시설 보육 서비스를 조화롭게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선

택이 가능하도록 함

○ 소득 수준, 자녀 수 및 자녀 연령 등 자녀 양육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담 수준에 따라 양육 수당 급여액 

차등화 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수직적 및 수평성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보육 정책은 육아 휴직, 탄력적 근로 등 유연한 근로시장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되
었을 때 더욱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바, 보육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이 한 
층 더 경주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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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7월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이에 따른 보험료의 인
상도 이루어져 왔음. 장기적이
며 지속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출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재정지출 증가의 요인을 수량
적 요인과 가격요인으로 구분
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수량적 요
인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에는 적정한 인
정자 수 유지 및 서비스 이용량
의 유도와 서비스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서비스 수가의 차
등 인상 조정이 요구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 변화추이

■  2011년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부터 지출된 총지출액(결산기준)
은 2조 7,878억원, 총수입액은 3조 2,631억원으로 나타나 재정수지율 
(총지출/총수입)은 81.9%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흑자기조의 현상은  
제도 초년도부터 나타나고 있음

<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8년
(하반기)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1)

수
입

계 (A) 868,974.9 2,084,929.1 2,877,740.5 3,263,144.5 23.8

보험료 (B) 477,011.3 1,199,551.5 1,831,554.8 2,142,331.7 31.8

국고지원금 (C) 120,747.3 204,351.5 332,318.0 388,311.0 21.4

의료급여 부담금 
(D)

266,136.9 660,082.5 670,449.4 677,321.6 8.9

기타 5,079.3 20,943.7 43,418.3 55,180.1 80.2

지
출

계 (E) 554,900.7 1,908,462.5 2,589,135.3 2,787,757.0 38.4

보험급여비 (F) 431,414.5 1,746,732.1 2,415,263.2 2,602,664.0 49.5

관리운영비 107,897.2 135,720.4 144,136.8 155,570.6 △7.7

기타 15,589.1 26,010.0 29,735.3 29,522.4 △1.0

총수지율 (E/A) 63.86 91.54 89.97 81.98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
(F/(B+C+D))

49.94 84.63 85.21 77.60

당기차액 (A-E) 314,074 176,467 288,605 475,387

누적준비금 적립금
(G)

23,000 105,400 308,200 699,400

적립률 (G/F) 5.33 6.03 12.76 26.87

주: 1) 2008년도 하반기의 수입지출통계를 2배로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선우덕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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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09년 이후 재정수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율 인상 등에 의

한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임

○  이러한 흑자운영으로 2011년말 현재 누적준비금 적립금은 6,994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

급여비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약 3.2개월치의 보험급여액)임

■  전반적으로 재정수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출이 수입측면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에서도 보험급여비 지출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총지출의 증가속도도 총수입에 비해서 더 빠
르게 나타났음

○ 지난 3년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23.8%인 반면, 총지출은 38.4%로 나타났고, 보험료수입의 연평

균 증가율은 31.8%인 반면, 보험급여지출은 49.5%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장기요양 인

정자수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전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전체 노인인구 대비)을 보면 2008년말 4.2%, 2010년말 5.8%, 

2011년말 5.7%로 나타나 시행초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 등급별로는 3등급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에 

1등급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등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2등급자의 건강개선으로 인한 등급하락 효과 이외에도, 등급외자 중에서 상

대적인 중증상태에 있는 자나 경증의 치매질환자를 등급 이내로 조정하여 보호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그림 1]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추이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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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험급여 형태별로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시행초년도에는 재가급여:시설급여 비중이 4:6 수준이었
으나, 2011년도에는 거의 5:5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제도시행의 초년도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존 요양시설 입소자 위주로 급여가 발생한 결과

에 기인하고 있음. 그 후, 시설입소기준의 지속적인 제한과 3등급자의 증대 영향으로 2009년도 이후에

는 재가급여비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도에는 그동안 재가급여의 일종인 단기보호시설도 입소시설로의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

게 함으로써 2011년도의 시설급여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다시 증가함

<표 2> 급여형태별 급여지출비중 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가급여비
165,135,791

(38.6)
986,676,544

(56.7)
1,375,350,679

(57.1)
1,375,543,015

(53.0)

시설급여비
262,858,254

(61.4)
754,497,938

(43.3)
1,033,622,638

(42.9)
1,221,074,725

(47.0)

합계
427,994,045

(100.0)
1,741,174,482

(100.0)
2,408,973,317

(100.0)
2,596,617,74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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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비용 지출규모의 국가간 비교

■  주요 OECD 국가의 장기요양비용 지출규모(GDP 대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경우, 독일 1.35%, 일본 0.83%, 네덜란드 1.44%로 나타나고 있고, 조세방식 국가의 경우, 영국 1.37%, 스웨
덴 2.89%, 캐나다 1.23%, 호주 1.19%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OECD 국가의 평균치는 1.25%(GDP 대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출규모(0.53%)는 아

직 낮은 수준에 속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가들에 비해 인구고령화의 심화 정도도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상대적으로 급여대상자로 중등증상태 이상인 자로 제한한 데에도 기인하

고 있음

○  향후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급여대상자 범위의 확대,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장기요양비용 지출

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 주요 OECD 국가의 장기요양비용 지출규모 (GDP 대비 비율, %)

자료: 정형선, 한국-카나다 보건의료체계 공동심포지움(2012.7.9~7.11) 발표자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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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규모 변화와 요인분석

■   일반적으로 지출액은 {수량(quantity) x 단위가격(unit price)}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인당 총요양지출액은 다
음과 같은 산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  노인인구 1인당 요양지출액 =  (총서비스이용자수(실인원)/총노인인구수)  .........①

  ×(총요양일수/총서비스이용자수(실인원))  .........②

  ×(총요양지출액/총요양일수)  .........③

○  여기에서 ①과 ②는 수량적 요인, ③은 가격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장기요양 인정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요양일수는 이용자의 소득수준(본

인일부 부담금) 이외에 공급자(사업자)의 유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supplier-induced 

demand 현상)

○  그리고, 요양 1일당 요양지출액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가 등급별 일당정액(시설서비스), 1일을 

기준으로 한 방문당 일정액, 서비스 제공시간당 일정액 등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price) 

으로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노인인구 1인당 평균 총요양지출액을 노인인구 1인당 서비스 이용자 수, 이용자 1인당 요양일
수 및 요양일당 총요양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해 본 결과, 수량적 요인에 해당하는 이용자 1인당 요양일수가 
가격요인에 해당하는 일당 총요양비용에 비해서 훨씬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결국 이용자 한 사람이 이용한 연간 평균요양일수가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반면에 급여

이용자가 이용한 1일당 요양비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하루의 요양비용이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거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요양일수를 

더 늘린 것으로 해석됨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 관련 지표의 추이 (단위: 천원, 명, 일)

구  분 2008년(하반기)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기여도(%)
(2008~2011)

노인인구 1인당 총요양지출액 94.5 (189.0)1) 373.0 503.9 526.0 100.0

① 노인인구 1,000명당 이용자 수 29.4 ( 58.8)1) 55.1 64.0 63.8 6.8

② 이용자 1인당 요양일수 81.8 175.5 211.1 220.5 97.7

③ 요양일당 총요양비용 39.3 38.5 37.3 37.4 -4.5

주: 1) 2008년도 하반기의 통계를 2배로 계산한 것이고, 연평균증가율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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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구체적으로 이용자 수(전체급여 대상)를 기준으로 다시 이용자 1인당 평균 요양비용지출액을  

이용자 1인당 요양일수와 요양일당 요양비용 지출액으로 구분하여 요양등급별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이용자 1인당 요양비용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당 요양비용보다는 1인당 요양일수의 증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1, 2등급자에게서 1인당 요양일수가 높은 것은 이들의 시설입소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나, 

3등급자의 경우, 최근에 1인당 요양일수가 등급간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일당 요양비용이 낮은 관계로 서비스의 이용일수를 상대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됨

[그림 3] 전체급여대상 요양등급별 요양일수와 요양비용의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  재가급여 유형별로 요양일수와 요양비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용자 1인당 요양일수를 살펴보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서로 격차가 거의 없지만, 방문요양급여

가 가장 많은 요양일수를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일당 요양비용을 살펴보면, 방문목욕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방문요양급여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용자 1인당 요양비용 지출액이 가장 높은 급여는 방문요양급여이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단, 단기보호급여는 2010년에 

월간 15일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그림 4] 재가급여유형별 요양일수 및 요양비용의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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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급여를 중심으로 이용시간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40분(4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008년 12월 기준으로 1등급은 52.6%, 2등급은 

37.1%, 3등급은 19.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12월 기준으로는 각 등급별로 51.2%, 

43.8%, 27.2%로 나타나 시행초년도에 비해 2, 3등급자의 장시간 이용이 늘어났음 

· 그런데, 60~90분 미만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에는 각 등급별로 1.2%, 1.3%, 

1.4%이던 것이 2011년 12월에는 22.1%, 20.6%, 22.0%로 나타나 이용행태의 양극화 현상이 엿보

이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3등급자 중에서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이용 비중은 양년도간 54.5%에서 

55.2%로 소폭 상승하였음 

· 상대적으로 기능상태가 가벼운 3등급자의 장시간 서비스 이용행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5] 방문요양급여의 이용시간별 분포(건수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  한편, 시설급여유형별로 실이용인원의 주요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1년도 기준으로 할 때, 이용자 1인당 요양비용 지출액이 가장 높은 급여는 노인전문요양시설급

여이고, 노인요양시설(신)급여, 노인요양시설(구)급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용자 1인당 요양일수를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시설(구)간 상호 격차가 크지 않지만, 

이들 시설보다는 노인요양시설(신)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후자의 시설들이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용자들로부터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으

로 보임

· 또한, 일당 요양비용 측면을 살펴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시설(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간 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에 노인요양시설(구)에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수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계로 미루어 볼 때, 노인요양시설(구)이 경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비록 일당 요양비

용이 낮다고 하더라도 요양일수, 더 넓게는 요양이용자 수의 적정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이와는 반대로 노인요양시설(신)이나 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은 일당 요양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1인당 요양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정수준에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

이는데, 특히 이들 시설은 30인 미만의 소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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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설급여유형별 실이용인원기준의 주요지표의 추이

주: 노인요양시설(신)은 노인복지법의 신법 적용 시설이고, 노인요양시설(구)은 노인복지법의 구법 적용 시설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4.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   전반적으로 재정수지율을 보면,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
가하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장기요양 대상자 수의 규모가 늘어
나 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되어 효율적인 지출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적정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지나친 서
비스 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특히, 3등급자의 1인당 요양일수를 적정화시키고, 방문요양급여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시간의 서비스 

이용행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서비스 량에 대한 지침 개발이 요구됨.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그동안 억제된 서비스 수가의 적정화가 요구됨

○  한편, 시설급여에서는 노인요양시설(구법)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수가 수준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1

인당 요양일수는 노인요양시설(신법)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소규모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용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제

고 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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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
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
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
소하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
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사
노동시간은 더 많고, 미취학자
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
는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주관
적인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
은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커
지고, 미취학자녀가 1명씩 증가
할 때마다 약 2배 더 높아짐

1. 머리말

■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
되고 있고, 한국인의 생활시간 활용에서 장시간 근로와 저조한 남성의 가
사참여는 특징적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음

○  OECD의 국가별 시간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2,242시간) 

다음으로 높게 기록되었으며1), 남성의 1일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24

시간 중 4.3%로 OECD 24개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2)

■  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에서 놓여 있는 
현대인이 일상 생활에서 시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이용 가능한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임

○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일상생활을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

조화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돌봄 영역에서 양성

평등의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시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돌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별, 경

제활동 특성별 시간활용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
연령층(20~49세)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3)의 차이를 분석
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출산과 양육의 관

점에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관적인 시간부족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4)

1)　OECD.Stat, 2012년 9월 5일

2)　OECD(2011),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3)　 이 글에서 사용하는 가사노동시간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가정관리’(24개) 항목과 ‘가족돌

봄’(15개) 항목을 합한 시간의 총량을 의미하며, ‘동시행동’은 제외하고 ‘주행동’만 분석하였음

4)　실증분석을 위하여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주 출산연령층에 해당

하는 20~49세 기혼자의 시간일지 14,860건을 표본으로 분석하였고, 여성만 분석한 경우에

는 남성을 제외한 8,124건을 표본으로 함

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박종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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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  우리나라 여성(20~49세)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20~49세)의 약 8배

○  평일 기준으로 남성은 33.5분 여성은 276.1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어, 여성이 남성의 약 8배에 달하

는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

○  평일과 달리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량 보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량이 더 

크지만, 시간 총량은 여전히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음

· 여성은 평일 271.6분에서 일요일 284.2분으로 12.6분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남성은 평일 33.5분

에서 일요일 86.4분으로 52.9분 증가

· 남성이 일요일에 평일보다 2.6배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한다는 사실은 남성의 가사참여가 시

간 가용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그림 1] 요일별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자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서 평일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 변화량을 비교해보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경우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증가

·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평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9.5분, 여성은 400분이며, 일요일 남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126.7분(77.2분 증가), 여성은 377.2분(22.8분 감소)으로 남성이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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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  취업자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29.3분, 여성은 178.6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149.3분 

더 하고, 일요일에는 남성이 86.4분 여성이 247.5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161분 더 투여

○  다른 한편 남녀의 가사노동비율은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 일요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

의 약 3배로써 일요일 남녀의 가사노동 비율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비율이 증가한 것이 특징임

[그림 2] 취업여부에 따른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자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남녀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

○  평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9시간 이하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55.6분, 주당 근로시간이 

40~48시간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1.1분, 주당 근로시간이 49~57시간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7.2분으로 나타나,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평일 기준으로 주당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감소 경향은 여성도 동일한 추세

<표 1> 주당 근로시간별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단위: 분)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N
남 여 남 여 남 여

39시간 이하 55.6 256.2 62.7 277.2 64.2 277.8 1,562 

40~48시간 이하 31.1 166.0 82.6 258.5 95.8 272.5 4,224 

49~57시간 이하 27.2 151.7 60.5 161.8 91.8 239.1 2,112 

58시간 이상 23.7 126.2 44.4 139.3 77.4 168.9 3,228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자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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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에 따라서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종사자 남성의 경우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함

○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에서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면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6.5배,  

일요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2.5배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함

○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28분, 사무종사자 남성은 27분이었으나, 일요일에는 

각각 102.8분(3.7배)과 110.4분(4.1배)으로, 평일보다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함

<표 2> 직종별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단위: 분)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N
남 여 남 여 남 여

비취업 124.9 400.8 105.1 368.0 88.6 332.0 3,730 

관리자전문가 28.0 183.5 76.0 248.1 102.8 265.0 2,454 

사무종사자 27.0 165.5 88.8 274.3 110.4 296.4 2,034 

서비스판매종사자 28.4 173.5 47.3 197.6 70.5 213.8 2,762 

농립어업기능원
기계조작단순노무 등

31.6 191.4 48.1 213.7 71.1 242.0 3,880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자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3.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

■  20~49세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2.2배 더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사용

[그림 3]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차이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 여성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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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여성은 평일 178.6분, 일요일 247.5분, 비취업여성은 평일 400.8분, 일요일 332분의 가사노동을 함

○  취업여성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지만, 비취업여성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가사 노동시간이 감소함

· 비취업여성은 일요일에 남편의 가사참여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여성

은 남편의 가사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노동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일요일의 가사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미취학자녀수가 증가하면 여성의 취업여부와 요일에 관계없이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짐

○  취업여성은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160.1분, 자녀가 1명인 경우 239.2분, 자녀가 

2명인 경우 266.3분까지 증가했다가 자녀가 3명인 경우 약간 감소하여 238분으로 증가하고, 일요일 

가사 노동시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229.1분에서, 317.7, 344.3분, 540.6분까지 증가

○  비취업여성은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332.4분에서 자녀수 증가에 따라서 495.4분, 

523.7분, 499.9분까지 증가하고,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은 277.2분에서 503.8분까지 증가

<표 3> 미취학자녀수별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차이 (단위: 분)

구분
취업 비취업

N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미취학자녀 0명 160.1 200.5 229.1 332.4 304.0 277.2 5,716 

미취학자녀 1명 239.2 299.7 317.7 495.4 406.5 386.6 1,646 

미취학자녀 2명 266.3 379.0 344.3 523.7 488.5 434.5 722 

미취학자녀 3명 238.0 532.2 540.6 499.9 547.1 503.8 40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 여성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직종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사무종사자가 평일에 비해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량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사무종사자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179.6분에서 일요일 334.5분으로 1.9배 

많아지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243.8분에서 일요일 278.6분으로 1.7배 많아져 

다른 직종보다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함

<표 4> 여성 직종별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차이 (단위: 분)

구분
미취학자녀 있음 미취학자녀 없음

N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관리자전문가 241.0 308.8 329.4 158.4 218.9 239.1 914 

사무종사자 179.6 343.3 334.5 159.6 243.8 278.6 830 

서비스판매종사자 267.9 318.7 334.1 156.3 172.2 200.1 1,750 

농립어업기능원 
기계조작단순노무 등

321.3 301.9 294.9 167.4 200.8 234.6 1,178 

비취업 503.9 438.1 406.2 332.4 304.0 277.2 3,452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 여성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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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미취학자녀 유무와 요일에 관계없이 대체로 가사노동시간 감소

○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평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9시간 이하인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37.4

분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58시간 이상인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85.1분으로 감소하고, 일요일에는 

358.2분에서 256.2분으로 감소

○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평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9시간 이하인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27.2

분에서 주당근로시간이 58시간 이상인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18.5분으로 감소하고, 일요일에는 

259.2분에서 161.0분으로 감소

<표 5>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별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차이 (단위: 분)

구분
미취학자녀 있음 미취학자녀 없음

N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39시간 이하 337.4 362.7 358.2 227.2 249.9 259.2 1,146 

40~48시간 이하 215.8 342.6 329.6 152.1 229.7 255.3 1,826 

49~57시간 이하 178.8 239.5 317.7 143.6 144.5 218.9 690 

58시간 이상 185.1 208.7 256.2 118.5 127.9 161.0 1,006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 여성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가사노동시간은 미취학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평일 기준
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음

○  다른 지위에 비해 고용주의 가사노동시간이 미취학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대체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6> 여성 종사상지위별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평균 (단위: 분)

구분
미취학자녀 있음 미취학자녀 없음

N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임금근로자 233.2 319.5 329.6 151.4 200.5 238.9 3,246 

고용주 227.4 278.9 210.9 129.8 151.8 169.1 192 

자영자 252.9 318.5 339.3 178.0 214.3 223.7 664 

무급가족종사자 375.3 332.7 322.7 199.9 201.3 201.2 570 

비취업 503.9 438.1 406.2 332.4 304.0 277.2 3,452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 여성이며, 시간량은 하루 24시간 중 가사노동의 시간임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4.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 및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

■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근로시간, 종사상지위, 미취학자녀 유무, 
미취학자녀 여부가 가사노동의 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을 통제했을 때,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

동시간이 더 많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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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인 시간부족 인식5)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근로시간, 종사상지위, 미취학자녀 유무, 미취학자
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 그리고 취업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모델 1)

·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자가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은 1.5배 더 높으며,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임

금근로자가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은 30% 높고, 비취업여성에 비해 임금근로자가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은 32% 높게 나타남(모델 2)

·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2.9배 더 높게 

나타남(모델 3)

·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취학자녀가 1명인 경우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2.6배 높고,  

미취학자녀가 2명인 경우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3.4배 높게 나타남(모델 4)

○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시간을 자원으로 적극 투입해야 하는 행위결정이기에, 주관적인 시간부족의 가중  

요인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7> 20~49세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및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 영향요인

구분
가사노동 시간의 영향요인(회귀분석) 시간부족 인식의 영향요인(로짓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연령 -4.041*** -4.205*** 0.419 0.458 0.957*** 0.957*** 0.996 0.995 

취업 -65.999*** 1.472**

비취업  

근로시간 -2.581*** -2.585*** -2.387*** -2.370*** 1.030*** 1.030*** 1.032*** 1.032***

임금근로자

고용주 -5.592 -10.897 -11.071 1.343 1.269 1.273 

자영자 20.285*** 24.266*** 24.331*** 1.462* 1.525* 1.524*

무급가족종사자 47.532*** 45.160*** 44.104*** 0.705* 0.686* 0.684*

비취업 73.390*** 66.950*** 67.228*** 0.683* 0.659** 0.662**

미취학자녀있음  2.874***

미취학자녀없음 -125.765***

미취학자녀 0명

미취학자녀 1명 115.067*** 2.592***

미취학자녀 2명 149.998*** 3.364***

미취학자녀 3명 143.635*** 2.863

상수 537.614*** 470.382*** 377.135*** 249.273***

R2 0.373*** 0.378*** 0.455*** 0.457***

N 8,142 8,142 8,142 8,142

주:  종속변수인 주관적 시간부족인은 긍정(예, 항상/예, 가끔)을 ‘1’로, 부정(아니오, 거의/ 아니오, 전혀)를 ‘0’으로 재분류하였음;  

로짓분석의 결과는 승산비로 제시하였음

자료: 통계청,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5)　시간부족 인식은 생활시간조사의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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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20~49세 기혼 남녀의 가사 
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음

○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  남녀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며, 전문직 및 사무종사자 남성의 경우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함

■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더 많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주관적인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은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미취학자녀가 1명씩 증가  
할 때마다 약 2배 더 높아짐

■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시간이라는 삶의 형식으로 구조화되고 있음

○  시간의 관리와 통제 방법에 따라 일상생활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시간은 

필수적으로 동원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시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요컨대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참여가 저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장시
간 근로하는 근무환경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여성의 시간부족 인식은 자신의 근로시간과 종사상지위 및  
미취학자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남성의 가사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시간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근무시간의 단축 및  

유연화를 강화하고 휴가·휴직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344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345344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345

-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인여성
과의 국제결혼 증가는 혼인시
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 구
조적 현상으로, 국내외 인구환
경의 변화로 중장기적으로 혼
인이주여성의 유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혼인이주여성의 출신국 변화, 
혼인형태 다양화, 생애과정 진
전, 자녀의 증가 등 다양한 변
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
한 혼인이주자와 다문화가족들
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생시키게 될 것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젊은
신부’ 프레임을 바탕으로 ‘적응
지원’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
으나, 앞으로 ‘정착지원’의 방향
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특성

■  2011년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2만 9천 8백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9.0%
를 차지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혼인이주자들은 2012년 기준 약 
22.0만 명이고(여성은 19.7만 명), 혼인이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37.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회적 공감
대 형성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과  
같은 정책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이 전달되는 정책지원 체계가 설립되어 있음

○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의 핵심적 정책 수행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혼인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초기 정착 단

계 혼인이주자들에 맞춰져 있음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이상림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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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344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345

<표 1> 여성가족부의 단계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1단계
입국 전 결혼준비기

1.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2단계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1.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3.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4단계
역량 강화기

1. 결혼이민자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핵심적 정책전달체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전국 20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부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전국 159개소 설립(서울시 19개소, 부산 7개소, 경기 24개소 등 도시지역에도 빠른 증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지원, 임신·출산 지도 

서비스, 직업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관련 기관들과 

연계한 사업을 운영

<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분 사업내용(목적, 대상, 내용 등)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어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생활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임신 · 출산 지도 서비스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혼인-입국-출산-양육-자립 등 가족의 생애과정을 반영하는  
정책 프레임을 기초로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는 경향

○  혼인이주여성들이 출산기에 있는 ‘젊은 신부’들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책접근

○  이주자 유입의 초기 단계에 적합한 정책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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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이주여성의 유입 현황 및 전망

■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에 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
며,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 중국과의 교류 확대 및 국내 혼인시장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혼인이주자의 유입이 본격적으

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혼인이주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최근 수

년 간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

·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여성/한국인 남성의 결혼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3.5배 정도 높은 수준

· 최근 국제결혼 건수는 경기변동 및 혼인적령기 인구의 감소 등 전체 혼인시장의 변화들을 반영

· 2011년 국제결혼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낮음

[그림 1] 국내 국제결혼의 추세 변화(국제결혼 건수,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 비율)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  국제결혼 초기 단계에서는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졌으나, 점차 도시지역 특히 중소도시 

지역으로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확산되는 추세

· 2000년에는 남편의 거주지 주소가 군단위 지역인 경우가 20.2%였으나 현재는 16.5%에 그친 반면, 

중소도시인 경우는 45.5%에 이르고,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003년 이후 완만히 감소

하는 추세

·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직업분포에서도 다시 확인되는데, 2011년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 농림

어업숙련직에 종사하고 있는 내국인 남성 비율은 7.0%에 불과

· 이는 ‘한국 농촌에 시집 온 외국인 신부’라는 일반적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도시지역의 다

문화가족은 농촌지역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질 가능성

<표 3> 국제결혼 내국인 남성의 거주지 분포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도시 41.6 46.9 45.6 47.4 47.2 45.3 41.2 41.0 41.0 40.1 39.6 37.9

중소도시 38.2 39.6 39.9 40.7 41.0 41.5 43.5 44.5 44.9 45.6 46.1 45.5

군단위 20.2 13.5 14.5 11.9 11.8 13.2 15.3 14.4 14.1 14.3 14.2 16.5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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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증가는 국내 혼인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인구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

○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출산아 수의 감소로 인하여 최근 혼인 적령기 인구는 역삼각형의 인구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어린 우리의 혼인 문화에서 이러한 인구 

구조는 신부의 부족을 필연적으로 수반

· 여성의 결혼 연기와 독신의 증가 경향은 신부 수입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강화

· 국내 혼인시장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혼인압력(marriage squeezing)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신부수입에 대한 수요 발생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성비 불균형의 영향은 아직 혼인시장에 나타나지 않음

○  결혼시장에서의 불균형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찾기가 힘든 집단에서 더욱 심각하여, 이들에게서 

신부수입의 수요는 더욱 크게 나타남

· 다문화가족은 사회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이주여성들은 빈곤 및 

폭력 등 가족의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앞으로도 혼인이주여성의 유입은 계속되지만, 그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과거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가까운 미래에는 혼인적령기 남성 인구가 크게 감소

· 전체 혼인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결혼 건수도 감소

[그림 2] 장래 혼인기 적령기(25~44세) 남성 인구의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  저출산 현상 등 인구변천과정은 주요 신부 송출국인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특

히 이들 국가는 높은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송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으로의 혼인이주 유입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주요 송출국들에서 인구변천에 따른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신부유출(bride 

drain)을 막는 국제결혼 규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특히 인구 규모가 매우 크고, 출생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중국의 혼인시장 변화는 동아시아 지

역의 국제 혼인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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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

■  우리사회의 국제결혼과 혼인이주여성의 유입 경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그 특성에
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에 체류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연령 분포는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

· 이미 국내에 입국한 혼인이주여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30대 이상 연령의 외국인 

신부들의 혼인도 증가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결혼한 혼인이주여성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연령을 누적하여 추정

하면, 만 35세 이상의 혼인이주여성들은 전체의 45.6%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현재 체류 중인 전체 혼인이주여성들의 연령분포를 제시하는 통계는 부재한 상황임

[그림 3] 혼인이주여성들의 연령분포 추산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주: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혼인통계를 누적하여 국제결혼 외국인 신부들의 2011년 현재 연령분포를 추산 - 이혼, 출국, 사망 등의 

퇴출 정보 불포함

■  혼인이주여성들의 출신지역의 분포 변화에 따라 혼인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다양성이 증가

○  과거에는 중국 조선족 출신 혼인이주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동

남아출신 여성들과의 결혼이 빠르게 증가

· 베트남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은 2006년 정점에 이르렀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폭력 및 사망 사

건 등에서 비롯된 베트남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잠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

는 추세

· 반면 중국 여성과의 혼인은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지난 2011년에는 베트남 여성들과의 국제

결혼 건수가 중국 여성들과의 결혼 건수를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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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혼인이주여성의 출신국적 분포 변화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들 사이에는 자신 및 남편의 연령 분포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

· 중국 여성과의 결혼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이 베트남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20대 중반과 30대 

후반두 연령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과 결혼한 남편도 30대 중반과 40대 중반에 집중 분포

· 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20세 미만 연령대에 극단적으로 분포하는 형태를 보이며, 내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39세를 전후하여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매우 높은 부부 간 연령 차이를 나타냄

[그림 5] 국제결혼 부부간 연령분포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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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분포 이외에도 중국 출신 여성들과 베트남 출신 여성들 사이에는 거주지, 혼인의 종류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

· 베트남 출신 여성은 농촌에 거주하는 내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 2005년 이후부터 

농촌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중국 출신을 넘어서고 있음

· 베트남 출신 여성과 결혼한 내국인 남성은 초혼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72.7%, 2010년), 중국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에는 재혼의 비율이 더 높음(초혼 52.4%, 2010년)

·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 연령, 높은 초혼 비율, 농촌 거주 경향 등 베트남 출신 신부들의 특성은 이들

의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

■  국제결혼 여성의 출신지의 변화는 다시 다문화가족 자녀들 분포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  과거에는 중국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베트남 

출신 혼인이주 여성의 증가에 따라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

○  베트남 출신 신부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자녀들은 현재 학령기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는 중국 출신 자녀들보다 더 많아질 것임

○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다문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언어 및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차이가 더 크다는 점에서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

[그림 6]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연령분포 

자료: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2011)

주: 중국출신 자녀들의 경우에는 화교와 국제결혼 외 입국자들의 자녀들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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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초기적응 지원형 정책에서 정착자들을 대상의 중장기적 생활/자활 지원정책으로 전환 필요

○  혼인이주여성의 유입 감소에 따라 앞으로 입국 초기 혼인이주자들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장기거주 

혼인이주자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전환

이 필요

○  혼인이주여성의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들이 국내에 영구정착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혼인이주자들의 수는 누적적으로 증가

· 현재와 같은 이주 초기 단계 이주자들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초기 이주과정을 지난 

장기거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들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

■  혼인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연령 증가 및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  중년 이상 연령층의 혼인이주자 및 이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만성질환형 보건지원 및 생계형 취업 훈

련 등의 정책 수요

·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큰 경우 20여년 후에는 외국인 신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 취업교육이 필요

○  보건, 취업훈련, 생계지원, 자녀 교육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복지정책과 혼인이주여성 지원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다문화가족의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지역형 프로그램과 농촌지역형 프로그램을 구분할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다양성 증가에 대한 대응 마련

○  혼인이주여성의 출신지 다변화에 따른 문화가족 자녀들의 특성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환경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의미하는 시급한 과제

○  12세 미만의 아동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를 낳을 위험성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장기적 취업 대책과의 연계성 고민

○  이주자 2세 문제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지원은 사회통합의 목적

· 서구사회에서 이주자와의 갈등은 이주자들보다는 그들의 자녀들인 이주자 1.5세대 및 이주자 2세들

의 학업이탈, 실업 및 빈곤 문제와 연관

·이주자들과의 갈등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정치적 갈등을 야기

·프랑스 파리의 이주자 폭동(2005), 호주 이주자 폭동(2005), 노르웨이 총격사건(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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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도를 종합하면 신체적 측면
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
가하고, 그 다음 경제적 측면, 
가족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
적 교류 측면 등의 순서로 나타
나며, 노후 준비를 위한 현재 수
준도 사회적 교류 측면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음

-  본인의 노후생활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
는가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길어진 노
년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
해서는 성공적 노후의 다차원
적·통합적인 구성요인을 균
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설계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1. 들어가는 말 

■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년기의 연장과 노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행복한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학문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수준의 검토가 필요함

○  통계청의 2010년 생명표 작성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출생시 기대여명)은 80.8년(남성 77.2년, 여성 84.1년)임

○  정부는 “행복한 인생 100세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4중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의 해소를 통해 행복한 

노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하고 준비된 장수를 축복

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본 고는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조사1)를 통해 중장년층의 
인식 및 노후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함

○  성공적 노후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성공적 노후의 개념을 신체적, 

심리적, 가족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음2)

1)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인구를 토대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하여 전국에서 

40∼64세 남녀 1,000명을 표본 추출하였음. 전화조사는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전문기관에서 의하여 실시됨

2)　성공적 노후의 개념은 국가, 시대, 문화, 학문마다 다양한 관점과 이론으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다차원적이고 통합적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음. Rowe & Kahn(1998)은 신체적  

기능과 적극적 삶의 참여를 강조하고, Baltes & Baltes의 SOC 모델(1990)은 심리적 측면을, 

Torres(2002)의 성공적인 노후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한편 우리나라

의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측면 이외에도 부부관계(김미혜 외, 2005), 

가족관계(이신영, 2010), 경제적 측면(김미혜 외, 2006; 최혜경 외, 2005) 등이 중요한 요소

로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성공적 노후의 개념은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신체적·심리적· 

사회적 등 공통된 영역이 있으며, 각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의미

라고 할 수 있음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오영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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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  중장년층의 약 80%는 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고민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55~64세의 예비노인층이 
54세 이하 연령층 보다 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가 더 낮음

○  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하여 79.5%(‘매우 많이 생각’ 42.1%, ‘약간 생각’ 37.4%)는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여성(84.2%)이 남성(74.4%)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고, 연령별로는 45∼49세가 84.6%로 

가장 높으며, 50∼54세 82.8%, 40∼44세 79.4%, 60∼64세 75.8%, 55∼59세 73.1% 등이며, 학력 

수준별로는 대학 이상은 84.8%, 고등학교 77.8%, 중학교 이하 74.4% 등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한 노후에 대해 더 생각함

[그림 1] 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생각 정도

주: 분석대상자 수는 998명임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전화조사 원자료

■  신체적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신체적 요인에서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는 인지적 기능, 신체적 기능, 건강한 생활습관 요소보다 낮은 수준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신체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요소가 평균 

4.69점, 인지적 기능의 유지 4.68점, 신체적 기능의 유지 4.62점, 건강한 생활습관 4.60점 등으로 

신체적 측면의 4개 요소를 모두 매우 중요하게 인식함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신체적 측면의 현재 수준은 인지적 기능의 유지 요소가 평균 4.19점, 신체적 기

능의 유지 4.00점, 건강한 생활습관 3.85점,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3.72점임

전혀없음

6.4%

매우 많이 생각

42.1%
별로없음
14.1%

약간 생각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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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공적 노후에 대한 신체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함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  심리적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심리적 요인에서는 노년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요소

의 중요성 인식과 현재 수준간에 차이가 가장 많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요소에 대

한 중요성 인식과 현재 수준이 타 요소에 비하여 낮음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노년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

족감을 느끼는 요소가 평균 4.4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

는 것 4.39점,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 4.38점, 삶의 목표를 가지

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4.20점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심리적 측면의 현재 수준은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는 요소가 

3.87점으로 가장 높고, 자신과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 3.83점, 노년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평균 3.76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 3.64점임

[그림 3] 성공적 노후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단위: 점)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함.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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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적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가족적 요인에서는 부부 건강이나 부부간 화목에 대한 요소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공적 노후를 위한 가족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부부가 건강한 것에 대한 평균점수가 4.80

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4.77점,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4.35

점,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는 4.23점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가족적 측면의 현재 수준은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4.10점으로 가장 높

고, 자녀들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는 3.97점, 부부가 건강한 것 3.94점임

[그림 4] 성공적 노후에 대한 가족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단위: 점)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함

 3)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는 본 연구의 대상이 40~64세의 중·장년층으로 동 항목을 질문하기에는 이들의 자녀들 연령대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가 노동시장참여를 하지 않은 계층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계층이라는 한계가 있어 현재 수준을 

질문하지 않았음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  경제적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경제적 요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가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요소에 비하여 더 중요하게 인식함. 즉 노후의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강함

· 성공적 노후를 위한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는 4.63점이고,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는 4.57점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경제적 측면의 현재 수준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의  

현재 수준이 4.25점이고, 노후의 경제적 안정 및 여유 수준은 3.76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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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단위: 점)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함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  사회적 교류 측면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태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교류 측면의 4개 요소는 중요성 인식 수준뿐만 아니라 현재 수준도 타요인에 

비하여 모두 낮음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교류 측면의 중요성은 경제활동의 참여와 여가·취미활동의 요소가 각각  

평균 4.01점이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3.78점,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

임에서의 활동이 3.77점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교류 측면의 현재 수준은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의 활동이 3.29점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가 및 취미활동으로 3.26점이며,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

기는 2.66점으로 평균 점수인 3.00점 이하임

[그림 6] 성공적 노후에 대한 사회적 교류 측면의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수준 (단위: 점)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함

 3) 경제활동 참여 요소는 참여와 비참여로 명목 척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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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를 종합하면, 신체적 측면(4.65점)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경제적 
측면(4.60점), 가족적 측면(4.54점), 심리적 측면(4.42점), 사회적 교류 측면(3.85점) 등의 순서로 나타나 5개 
요인중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낮은 요인은 여가활동 등의 사회적 교류 측면임

○  스스로 평가한 노후 준비를 위한 현재 수준은 가족적 측면(4.01점)과 경제적 측면(4.00점)이 높은  

반면, 사회적 교류 측면(3.07점)은 낮음

[그림 7] 성공적 노후 인식에 대한 5개 요인의 중요성 인식과 현재 수준  (단위: 점)

주: 1)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준이 각 항목에 충실히 반영함을 뜻함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3.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복지 욕구 

■  성공적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신체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측면, 가족적 
측면 등의 순서임

○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신체적 측면이라는 응답자가 57.6%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

(31.9%),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29.5%), 가족적 측면(28.6%) 등으로 앞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요인별 

중요성 인식도와 일치함

<표 1>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순서 (단위: %, 명)

구분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가족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교류 측면

없음 계 (명)

첫번째 57.6  5.6 15.9 17.7  3.1 - 100.0 (998)

두번째 16.9 16.2 29.5 31.9  4.0 1.5 100.0 (998)

세번째 11.2 10.6 28.6 29.5 15.1 5.0 100.0 (998)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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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족,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개인 역할이 중요하다(‘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89.5%로 가장 높고, 가족 역할의  

중요성은 87.7%, 국가 역할의 중요성은 75.3% 등으로 국민 개인이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한 노후  

계획·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그림 8]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가족·국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응답대상자 수는 1,000명이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 첫 번째는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욕구가 57.0%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
(26.6%), 세 번째는 일자리 제공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23.3%) 등임

<표 2>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건강증진/
보건의료

사업

심리/ 
정서 지원

사업

가족기능/
가족관계
강화 사업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업

사회참여 
기회제공

취미/여가
문화

활성화사업
기타 없음 계 (명)

첫번째 57.0  3.0  4.9 15.0 17.8  1.9 0.4  - 100.0 (995)

두번째 16.5 10.1 18.2 26.6 17.4  6.0 0.2  5.0 100.0 (995)

세번째  9.5  5.7 15.8 13.7 23.3 19.9 0.9 11.2 100.0 (995)

자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전화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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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에 따른 함의

■  노후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이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성공
적 노후의 다차원적·통합적인 구성요인을 균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설계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연장된 노년기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성공적 노후를 구성하는 신체적, 심리적, 가족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적인 준비가 필요함

○  한편 성공적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 역할의 중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므로 노후생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안내 등의 지원이 요구됨

■  신체적 요인에서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 요소는 중요성 인식 수준은 매우 높으나 현재 수준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집중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요소로 건강증진정책 등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질병예방의 중요성 인식,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 자가 건강관리 또는 만성질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사회환경 조성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의 설계가 필요함

■  심리적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감, 자아존중감, 자아수용성 등의 3가지 요소에 비하여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요소의 중요성 인식과 현재 상태가 모두 낮은 수준이므로 노년기에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령통합적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됨

○  자신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관리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평생학습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가족적 요인에서는 부부 건강이나 부부 화목에 대한 요소가 자녀 관련 요소보다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 
므로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의 증진이나 갈등 해소 등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 

○  건강가정 유지나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경제적 요인에서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 및  
여유 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중상층에  
대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나 은퇴 재무설계 지원 등의 재무 건전성 강화가 요구됨

○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은퇴 제도의 개선과 근로를 희망하는 건강한 중장년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일자리 등의 제공이 필요함

■  사회적 교류 요인은 취미·여가생활이나 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태도로 타 요인에 비하여 중요성 
인식이나 현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적극적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및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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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
동참가율 제고에 동시에 성공
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
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다는 특징을 가짐    

-  우리나라도 자녀 양육과 부모
의 일-가정양립을 동시에 용이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이 
여건 내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시에 제
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양
성평등을 기반으로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등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하
며, 동시에 각 정책의 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러야 함

-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은 성장동
력으로서 미래세대와 여성노동
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임

1. 배경

■  미래 한국사회는 장기간 축적된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으로 인하여 성장
이 멈추고 개인의 삶의 질은 피폐해질 것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
출산·고령화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듯이 100여년 전에 프랑스 정치가
들이 우려했던 ‘프랑스 문명의 몰락’이 우리의 미래사회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있다는 두려움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수년 내에 출산율이 실질적인 회복세로 전환

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기로에 있음 

■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여
율(2009년 70.2%)과 출산율(2010년 1.94명) 모두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
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
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이삼식 외, 
2009)1)

○  즉,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

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주된 저출산대책의 영역들로서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스웨덴 등 외국의 경험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함 

1)　이삼식 외(2009).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방향.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의 보육ㆍ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360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361

»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360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361

2. 보육ㆍ양육정책

가. 보육정책

■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 

○  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기본)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2)2)

■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전 유아학교), 개
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등을 포함한 유아학교의 경우 전체의 75%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1>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

기관 이동아동 연령 특징

유
아
학
교

푀르스콜라
(pre-school: 

foskola)

취학 전 아동
(만1~5세)

- 취업모를 위한 시설
- 연중무휴 종일보육서비스(부모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가능)

개방 푀르스콜라
(open preschool: 
oppen forskola)

취학 전 아동
(만1~5세)

- 전업주부를 위한 시설
- 시간제(정기적 등록 필요 없음)
-  부모, 가정보육교사 등이 함께 방문하여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재 등 이용

유아학급
(pre-school class)

취학 전 아동
(만6세)

- 취학 직전 유아를 위한 기관
-  보육·유아교육 통합에 따라 만1~5세 푀르스콜라, 만6세 유아학

급으로 구분

가정보육시설
취학 전 아동
(만1~6세)

- 지자체의 아동보육사들이 가정보육 제공
-  특별한 이유로 소집단 양육이 필요하거나 인근에 유아학교가 없

는 아동 등 대상

여가활동센터
취학 후 아동
(만 7~12세) 

- 연중무휴, 시간제 서비스 제공
- 학교교육 보충, 아동발달 지원

2)　1~12세 아동에 취학 전 활동과 (무상)보육서비스를 주 15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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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유형

구분 시설중심 보육(center-based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학령전 학교(Pre-school)

아동연령 0 1 2 3 4 5

호주
인가 받은 시설중심 및 가정 보육
시간제(주당 20시간) 또는 전일제(주당 최대 50시간)

예비학교: 초등학교와 연계(전
일제 및 방과후보육 제공)

핀란드
- 가정보육
- 지자체 운영 아동발달센터 *전일제: 주당 50시간 미만

프랑스
- 시설중심: Crèche(전일제)
- 가정보육: Assistant maternalles(전일제)

pre-school: École maternelle 

독일 시설중심 Crèche: Krippen pre-school: Kindergarten 

이탈리아
- Crèche: Asili nidi
*시간제(주당 20시간)
*전일제(주당 50시간 이하)

pre-school: Scuola dell'infanzia 

일본
시설보육

가정보육 유치원

한국
어린이집

유치원

스페인 시설보육: Educación Preescolar pre-school: Educación infantil(초등학교 연계)

스웨덴
- pre-school: Forskola, 전일제(주당 30시간)
- 가정보육: Familie daghem(대체로 지방에서 운영)

영국 탁아소, 보모(childminders), playgroup
playgroup, 탁아소, 유아교육기관
(만 3~4세 아동은 주당 12.5의 무상 교육)

주: 음영은 공공임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OECD(201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dicators, www.oecd.

org/els/social/family/database 내용을 축소 정리

■  스웨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은 2008년을 기준으로 영아 46.7%, 유아 91.1%로 높은 수준임

<표 3> 스웨덴 보육교육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단위: 개소, %)

구분
수(비율)

유아학교 가정보육 여가활동센터

시설 9,949(100.0) - 4,299(100.0)

공립 7,447( 74.9) - 3,748( 87.2)

사립 2,503(  25.2) - 551(  12.8)

아동 432,621(100.0) 22,762(100.0) 346,130(100.0)

공립 355,616(  82.2) 18,743( 82.3) 314,776( 90.9)

사립 78,007(  18.0) 4,019( 17.7) 31,354(   9.1)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9). Children, pupil, and 

staff National Level. Report 331. http://www.skolverket.se/2.3894/public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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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의 6세 미만 아동의 보육·유아교육 기관 이용률(2008년)

구분 3세 미만 3세 4세 5세 3~5세

OECD 평균 31.4% 36.3% 57.5% 73.3% 55.7%

한국 37.7% 73.3% 79.3% 86.3% 79.8%

미국 31.4% 36.3% 57.5% 73.3% 55.7%

영국 40.8% 82.4% 97.3% 98.8% 92.7%

일본 28.3% 75.4% 95.7% 98.2% 90.0%

호주 29.0% 12.1% 52.6% 99.8% 54.6%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12.4), OECD(2011). Family Database (PF3.1.A). 자료 축소 편집 

■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
(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

<표 5> 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 (단위: 크로나)

구분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네 번째 자녀

만1~5세 
1,260 (약 20만원) 
또는 월 소득의 3%

840 (약 14만원)
 또는 월 소득의 2%

420(약 6만 8천 원)
또는 월 소득의 1%

무료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서문희 외 2011 자료에서 인용 및 재편집

나. 양육지원정책

■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76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며 16세 이상이 될 경우 교육수당으로 변경되며 지원 방식은 동일

<표 6> 아동수당 및 대가족보충수당 지급 현황(2010년 기준) 

아동수 월 아동수당 월 대가족 보충수당 월 총금액

1 1,050SEK (약 17만원) - 1,050SEK (약 17만원)

2 2,100SEK (약 34만원) 150SEK (약 2.4만원) 2,250SEK (약 37만원)

3 3,150SEK (약 51만원) 604SEK (약 10만원) 3,754SEK (약 61만원)

4 4,200SEK (약 68만원) 1,614SEK (약 26만원) 5,814SEK (약 95만원)

5 5,250SEK (약 86만원) 2,864SEK (약 47만원) 8,114SEK (약 132만원)

○  보편적 가족수당으로 매월 130SEK(약 19만원)를 현금으로 지원

· 가족규모가 큰 경우 국가보조 부가적 제공, 자녀가 있는 경우 매년 소득 이외에 약 2,400SEK(약 

360만원, 월 25만원) 가족수당 제공

· 가정 총 소득이 하위층에 속하는 경우 5,570SEK(약 810만원, 월 67.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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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
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약 49만원)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3)    

○ 배우자 중 한명은 일하고 있거나 학업 중이어야 함(지자체 선택 사항)

■  세제혜택으로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다. 일가정양립정책(육아휴직제도 중심) 

■  육아휴직제도

○ 스웨덴에서는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모가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함

· 휴직기간 중 부 또는 모는 각각 60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부모 선택에 따라 나누어 

이용이 가능

○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90일 동안은 정액 급여를 지급하

고 있음

○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

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父)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남

· 모(母)의 경우 전체 휴직기간의 82.8%, 부(父)의 경우 17.2%를 활용

<표 7> 주요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구분 적용대상자
육아휴직

청구요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형태 고용보장 소득보장

일

본

민간부문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친부모, 양부

모 포함 

휴업개시일 1개

월전에 신청해

야 함

자녀 출생일로부터 

1세가 될 때까지

전일휴업

휴업신청 또는 휴업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무급

시간단축근로

(시차출근제도, 

flex-time), 단시

간 근무제도

전일휴업

공공부분1) 부분휴업

미국

(가족 및 의료

휴가법)

교사, 공무원, 

남녀근로자

(친부모, 양부

모, 위탁부모)

휴가개시전 12

개월동안 1,250

시간 근로해

야 함

12개월동안 총 12

주간 부여함
전일휴가

휴가기간 동안 보건혜택을 

유지함, 휴가만료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함

무급실질적인 휴가기간

으로 계산하여 12주

간 부여

분할휴가

시간단축근로

스웨덴

(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

남녀근로자(

친부모, 양부

모, 사실혼부

모, 법정양육

권등)

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

거나, 과거  

2년 동안 12개

월 이상 고용되

어야 함

자녀가 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
전일휴직

·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

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

고 금지

· 휴가만료후 그전의 직 또

는 상당직에 복귀

·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

급하여 퇴직금 산정, 승

진, 연차유급휴가 등에

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

지 않음

· 자녀가 8세가 될 때가지 혹은 초등학

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

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

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

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여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

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

는 1일 60크로네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 1/2일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

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

로 계산한 부모급여를 지급함

자녀가 8세가 될 때

까지 혹은 초등학

교 1학년을 마칠 

때가지 

시간단축근로 가

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

3)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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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대상자
육아휴직

청구요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형태 고용보장 소득보장

독일

(육아수당 및 육

아휴직 부여에 

관한 법)

남녀근로자(친

부모, 양부모, 

위탁부모)

자녀를 스스로 

돌보며, 양육하

고 있어야 함

친자녀는 3세가 될 

때까지, 위탁자녀와 

양자는 보호한 때부

터 3년 간, 7세까지

전일휴직
· 휴직기간중 해고할 

수 없음

· 휴가만료후 그전의 직 또

는 상당직에 복귀

·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 근속연수에 산입

· 비취업자 또는 불안전취업자에 한하

여 연방정부에서 자녀출생일부터 24

개월간(생후 6개월까지는 600DM, 7

개월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감액)지급
시간단축근로

프랑스
(노동법전
사회보장법전)

남녀근로자(
친부모, 양부
모, 견습근로
자, 임시고용
근로자 포함)

자녀출생일 또
는 입양자녀의 
가정인도일에 
적어도 과거 1
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함

· 자녀가 3세가 
될 기간동안 최
고 원칙적으로 
1년 간 (최장 3
년까지 2번 연장
할 수 있음)

· 입양일 때는 자
녀가 가정에 온 
날부터 3년 간

전일휴직

· 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의 지위 보유

무급원칙,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
회보장비(부담액은 해마다 다름)에
서 셋째자녀부터 정액의 양육부모급
여를 지급함

시간단축근
무(1/5 이상 
단축)

위 양육부모급여의 반액을 지급함

벨기에
(경제부흥법
직업중단으
로 인한 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남녀근로자

동일기업에서 
과거 12개월 
동안 근무했어
야 함

6~12개월간 부
여함

전일휴직

· 고용계약은 수정됨

개월당 FB10,504 지급함

전일근로자인거
나, 적어도 3/4 
부분근로에 고
용되었어야 함

6개월~5년간 
부여함

반일휴직 개월당 FB5,252 지급함

주: 1)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3. 보육·양육정책 간 조합

■  이상 스웨덴의 보육·양육정책은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이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보육시설 미이용 1~3세 아동에 가정양육

수당 지급, 보육 지원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 아동수당 지원(비과세),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가족보충수당 추가 지원, 16세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수당 지급 등

■  보육, 양육,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을 위한 예산은 현금지원(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시설
서비스 지원(부모를 통한 보육료, 시설보조금 등), 조세혜택 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양립 지원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GDP대비 3.35%로 프

랑스, 영국 다음으로 높음

· 한국의 경우 0.66%에 불과하여 스웨덴의 19.7% 수준, OECD(33개국) 평균(2.20%)의 30.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표 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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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OECD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보육·양육지원 비율(2007년)

구분
보육양육비용 지원 유형

총계
현금 지원 시설서비스 지원 조세혜택 지원

프랑스 1.33% 1.66% 0.72% 3.71%

영국 2.13% 1.11% 0.33% 3.58%

스웨덴 1.49% 1.86% - 3.35%

핀란드 1.48% 1.34% - 2.83%

호주 1.80% 0.65% 0.36% 2.81%

독일 1.09% 0.75% 0.88% 2.71%

스페인 0.52% 0.71% 0.24% 1.47%

이탈리아 0.65% 0.75% - 1.40%

일본 0.43% 0.36% 0.51% 1.30%

한국 0.02% 0.48% 0.17% 0.66%

OECD 33개국 평균 1.22% 0.78% 0.25% 2.20%
주: 동 내용은 보육·유아교육 관장부처 예산 뿐 아니라 조세혜택 등 다양한 지원내용이 포함된 자료임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OECD(2011). Family Database (PF3.1.A). 자료 축소 편집 

○  스웨덴의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지출 수준(보육·유아교육 관장 부처의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은 

GDP 대비 1.1%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음

· 한국의 경우 0.4%로 스웨덴의 36.4%, OECD 평균(0.6%)의 66.7% 수준에 불과함

○  OECD 등 외국과 비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보육·양육·일가정양립 지원 정도에 비해 보

육비용 지원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9> OECD 회원국의 보육비용 및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2007년)

구분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

스웨덴 1.1 %

영국 1.1 %

프랑스 1.0 %

핀란드 0.9 %

이탈리아 0.6 %

스페인 0.5 %

독일 0.4 %

호주 0.4 %

한국 0.4 %

일본 0.3 %

OECD 평균 0.6 %
자료: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육아정책연구소, ‘12.4), OECD(2011). Family Database (PF3.1.A). 자료 축소 편집 

4. 시사점

■  이상 스웨덴에서는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음 

○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정보육이 중요시 되는 시기에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와 가정양육수당이 강화

되어 있으며, 시설보육이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어 있음. 가정보육이든 시설보육

이든 보육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과정에서도 보육 이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동수당과 대가족

보충수당을 지원 받음. 아동이 성장하여 고등교육이 중요시 되는 시기에는 교육수당이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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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  지원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다양화지고 있음. 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를 통한 보육료, 시설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됨

 
○  이와 같은 정책적 발달은 현실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동시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음

· 참고로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이들 정책 간 최적 조합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높이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독일, 스페인 등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들 간 불균형이 발생하

면서 출산율은 물론 여성경제활동참가율까지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도 자녀 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동시에 용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이 여건 내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

○  맞벌이부부의 출산 시 생후 첫 1~2년간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필요함

·   육아휴직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중요함

·   아버지 할당제 등의 제도적 장치 수립과 함께, 아이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참

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양성평등한 양육문화 조성이 중요함

·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계층이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  시간과 장소 등과 관계없이 희망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사각지대, 보육과 일(work) 간의 시간적 사각지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심리적 사각지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함

 
○  영아나 부모의 상황 혹은 선호도에 따라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통한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 

양육이 가능하도록 스웨덴의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과 같은 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아일수록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통한 개별 보육을 선호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육수당이 우리사

회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부모선택권 제고 필요

· 이와 같이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우 불필요하게 지나친 시설보육에의 집중을 방지하고 가정 

양육을 통한 자녀 성장(인격 형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보육의 접근성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되, 보육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필요

· 현행 종일제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스웨덴과 같이 보육시간에 따라 차별화하고, 

보육이용 사유를 고려하여 지원

■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등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 정책의 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러야 함

·   이들 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성장동력으로서 미래세대와 여성노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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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부담
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고소득
층, 즉 다른사람의 세금이 늘어
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보다 복지지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  부유층에만 추가 세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
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크지 않
아, 세수 확충면에서는 넓은 세
원 낮은 세율이 더 효과적임

-  현재 저부담 저복지 유형에서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로의 체제전환이 예상되
는 국면에서는 사회보장세(가
칭)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복
지지출에 따른 국민부담을 체감
하도록 하며, 국민적, 정치적 합
의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적
정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에 대
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
안도 고려

1. 복지지출 현황과 전망

■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OECD SOCX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2조원, 중앙정부 통합재정기준 복지지출은 76조원, 일반정부 기

능별 분류상 복지 지출 통계는 104.6조원으로 나타남1)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

보험의 도입과 확대, 경제위기시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지출확대

과정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 빠른 기간 동안 급속하게 증

가하였음2)

· OECD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7년 GDP 대비 7.5%로 

OECD국가 평균의 약 38%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90년 이후 연

평균 5.93%의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

· 동기간동안 OECD 국가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0.52%

· 80년대 이후 중앙정부 통합재정상의 사회복지지출증가율은 16.9%

로, 중앙정부총지출 증가율 15.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고도 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90년대에는 사회

보험의 대상자 확대,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작되어, 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

· 이후 사회서비스 확대 및 보육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

기요 양보험의 도입 등이 이루어 져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정부총

지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를 지속하여 왔음

1)　일반정부 기능별 분류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교육 및 사회보호로 나뉨. 이중 복지지출은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사회보호를 포함. 중앙정부 통합재정상의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는 1995년 이전과 이

후가 다름. 1994년까지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

역사회개발, 기타 지역사회사업, 경제사업, 분류불능 및 기타목적의 9개 부문으로 분류. 1995

년부터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오락문화종교, 연료 및 에너지, 농림수산수렵, 광업제조업건설업, 수송 및 통신, 

기타경제사업, 주분류외 지출의 14개 부문으로 분류된. 복지지출은 이중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을 포함

2)　복지지출의 규모는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과 GFS 기준을 따른 정부통합재정상의 세

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상 복지지출 및 일반정부 기능별 분류상 복지지출 통계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음. 정부통합재정상의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상 복지지출은 지방정

부의 지출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지출도 정부통계가 아니므로 포함되고 있지 않음. 반

면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 재정지출에는 지방정부의 지출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국민

건강보험지출과 공공부문의 지출이 포함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은 제외되고 있음. 복지지출 규모

의 국제 비교에는 주로 OECD기준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이 사용되고, 우리나라 정부의 복

지지출수준을 논함에 있어서는 통합재정상의 복지지출 규모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

최성은 (前 사회재정ㆍ통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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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정부 통합재정상의 복지지출 추이

주: 2011, 2012년 GDP는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년도별 재정운용계획, 국가통계포털(http://kosis.go.kr)

■ 복지부문 재원배분 현황

○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사회보험지출이 전체의 약 66%

·건강보험이 약 31%, 공적연금이 2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각각 5%와 4%

·기초생활보장지출, 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관련 지출은 전체 복지지출의 약 13%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보육 및 가족관련 지출은 전체 복지지출의 약 2%

·보건의료부문 지출은 전체 복지지출의 1%정도

○  회계별로 보면 일반조세를 세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지출이 약 26%이며, 특별회계지출이 약 1%, 기금 

지출이 약 89조원으로 전체 복지지출의 73%

[그림 2] 복지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2011년, 백만원)

주: 사회복지일반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노동기타, 사회복지일반 사업임

자료: 각년도 부처별기금운용계획,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국가재정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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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는 보건, 실업(3.3%)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반면, 노령, 가족,  

적극적노동시장부문에의 재원배분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노령부문의 경우 전체 GDP 대비 비중도 1.6%로 주요 선진 국가에 비해 매우 낮고, 재원배분수준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속도,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연금급여지출의 본격화는 향후 노령

부문의 지출을 급속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보육, 자녀양육지원등 가족부문에의 재원배분도 OECD 국가들의 경우보다 매우 낮게 나타 나고 있음

· 가족부분에의 재원배분 비중에 관한 논의는 각 나라의 복지레짐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한국적 상황하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개인,국가, 기업의 책임이 공조될 필요성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지출은 GDP의 약 0.13% (전체 복지지출대비 1.73%)로 주요 선진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

·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볼 때, 복지국가로서의 성패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싸이클에 달려있는 

만큼 적극적노동시장정책분야는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임

<표 1> 복지부문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2007년) (GDP대비 비율임, ( )은구성비)

구분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택 기타 계

프랑스
11.1
(38.9)

1.7
(6.2)

1.8
(6.2)

7.5
(26.4)

3.0
(10.5)

0.9
(3.2)

1.4
(4.8)

0.8
(2.7)

0.3
(1.2)

28.4
(100.0)

스웨덴
9.0 

(32.9)
0.5
(2.0)

5.0 
(18.4)

6.6 
(24.1)

3.4
(12.3)

1.1
(4.0)

0.7
(2.4)

0.5 (1.7)
0.6
(2.2)

27.3 
(100.0)

독일
8.7 

(34.4)
2.1
(8.2)

1.9 
(7.5)

7.8 
(31.2)

1.8
(7.3)

0.7
(2.9)

1.4
(5.5)

0.6 (2.4)
0.2
(0.7)

25.2 
(100.0)

영국
5.8 

(28.1)
0.1
(0.7)

2.4
(11.9)

6.8 
(33.3)

3.2
(15.8)

0.3
(1.5)

0.2
(1.0)

1.4 (7.0)
0.2
(0.8)

20.5 
(100.0)

OECD평균
6.4 

(33.5)
1.0
(5.0)

2.1 
(11.1)

5.8 
(30.2)

2.0
(10.1)

0.5
(2.4)

〃
〃

〃
〃

0.7
(3.6)

19.3 
(100.0)

일본
8.8 

(47.0)
1.3
(6.9)

0.8
(4.2)

6.3 
(33.7)

0.8
(4.2)

0.2
(0.9)

0.3
(1.7)

〃
〃

0.3
(1.4)

18.7 
(100.0)

미국
5.3 

(32.7)
0.7
(4.3)

1.3
(8.1)

7.2 
(44.7)

0.7
(4.1)

0.1
(0.7)

0.3
(2.1)

〃
〃

0.5
(3.4)

16.2 
(100.0)

한국
1.6 

(21.4)
0.3
(3.4)

0.6
(7.3)

3.5 
(46.5)

0.5
(6.1)

0.1
(1.7)

0.3
(3.3)

〃
〃

0.8 
(10.3)

7.5 
(100.0)

자료: 최성은 (2011)에서 재인용, OECD Stats.

■ 보건복지재정의 향후 전망과 추가적 복지재원 마련의 필요성

○  복지지출은 대부분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정지출의 비중이 약 89%), 보

건복지지출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만 하여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만 하여도 GDP대비 복지지출은 2010년 약 8.9~10.9%에서 2030년경에는 약 

15.2~20.6%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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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건강보험지출, 연금급여 지출, 장기요양보험 지출 등, 노인의료비 및 노후소득보

장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 건강보험지출의 경우 2011년 현재 약 38조원 수준에서 2015년 경에는 약 48조원~58조원까지 증

가할 것으로 전망3)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9년 약 1조 9천억원에서 2015년경에는 약 3.4조원~5.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4)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현재 대상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5.1%로 과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만약 대상자를 노인의 10%까지 확대하는 경우 현행대비 약 4,200억원(국비지원액 기준)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5)

· 국민연금지출의 경우 2011년 현재 약 10조원에서, 연금급여의 본격화와 고령화의 심화등으로 인해 

2015년 경에는 약 15.4조원~ 17.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6)

·사학연금기금은 202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하여 월 급여 9.1만원을 지급하여 2011년 현재 약  

2조 8,266억원의 국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중 최고인 점등에 근거하여 급

여수준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기준을 현행 국민연금A값(가입자평균소득, 179만원, 2011)의 5%에서 6%로  

올리는 경우 약5,60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7)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노인비중을 80%로 올리는 경우 약4,000억원의 추가재원 소요전망8)

○  2011년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가 실현된다는 가정하의 신규 복지지출

증가분은 GDP의 1.49%로 추정되어, 2050년경에는 이에 의한 복지증가분만 GDP의 6.67%로 추정9)

2.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 세입구조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는 간접세수가 직접세수보다 약간 높음

· 대부분의 국가(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스위스, 스웨덴,일본, 독일 등)에서는 

평균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은 경향

· 간접세수는 GDP 대비 8.4%로 북유럽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접세 31%보다 약간 높은 31.6% 수준임

3)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일수 외(201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4)　최인덕 외(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전망과 정책과제”;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5)　국회예산정책처(2011),내부자료

6)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7)　국회예산정책처(2011), 내부자료

8)　국회예산정책처(2011), 내부자료

9)　강성원(2011), “무상복지의 장기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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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수는 GDP대비 3.1%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하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로 낮은 편임

○  법인세수는 GDP대비 4.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로 높은 편임

○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수입은 GDP 대비 5.8%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임

·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상대

적으로 매우 높음

·이들 국가들의 경우 고용주 부담률이 높은 경우가 많음

<표 2> 주요국가의 세입구조(2008년) (GDP대비 비중, %)

총 
세입
부담

직접세

간접 
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

개인 법인

총계
개인
총

부담

소득
세

자본
법인 
총

부담
이윤 자본

총
기여
금

개인 법인
자영
업자

한 
국

26.5 
(100)

8.2 
(31.0)

4.0 
(15.1)

3.1 
(11.6)

0.9 
(3.4)

4.2 
(16.0)

4.2 
(16.0)

0.0 
(0.0)

8.4 
(31.6)

5.8 
(21.8)

2.4 
(8.9)

2.6 
(9.6)

0.9 
(3.2)

4.1 
(15.6)

일 
본

28.2 
(100)

9.5 
(33.7)

5.6 
(20.0)

5.6 
(20.0)

0.0 
(0.0)

3.9 
(13.7)

3.9 
(13.7)

0.0 
(0.0)

5.1 
(18.0)

10.9 
(38.6)

4.8 
(17.2)

5.0 
(17.8)

1.0 
(3.6)

2.7 
(9.7)

미 
국

26.4 
(100)

11.8 
(45.2)

9.9 
(38.1)

9.3 
(35.6)

0.7 
(2.5)

1.8 
(7.1)

1.7 
(6.3)

0.2 
(0.7)

4.6 
(17.7)

6.5 
(25.1)

2.9 
(11.0)

8.7 
(33.3)

0.4 
(1.3)

3.2 
(12.1)

독 
일

37.0 
(100)

11.5 
(31.1)

9.6 
(26.0)

9.6 
(26.0)

0.0 
(0.0)

1.9 
(5.1)

1.9 
(5.1)

0.0 
(0.0)

10.6 
(28.5)

13.9 
(37.6)

6.1 
(16.6)

6.5 
(17.7)

1.2 
(3.4)

1.0 
(2.8)

스 
웨 
덴

46.3 
(100)

16.8 
(36.3)

13.8 
(29.8)

13.0 
(28.1)

0.8 
(1.8)

3.0 
(6.4)

3.0 
(6.4)

0.0 
(0.0)

12.8 
(27.7)

11.5 
(24.8)

2.8 
(6.0)

8.5 
(18.4)

0.2 
(0.5)

5.2 
(11.2)

자료: OECD Stats. Revenue Statistics의 항목임

 *  Revenue Statistics의 세부항목은 총세입부담(Total tax revenue), 직접세 총부담(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개인 총

부담(of individuals),소득세 (on income and profits), 자본(on capital gains), 법인 총부담(of Corporate), 이윤(On profits), 자본

(On capital gains), 간접세 부담(goods and services), 사회 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기타는 나머지 항목의 합

 ** (       )는 총세입부담에  대한 비중임

■ 복지재원 구조의 국제비교

○ 독일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주가 약 60%를 부담하여, 근로자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음

· 기업의 사회보장재원 부담의 GDP대비 비율은 1991년 9.6%에서 2009년 약 8.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계의 사회보장부담은 1991년 GDP 대비 7.8%에서 2009년 약 9.6%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부담도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어, 독일의 사회보장재원 부담의 주체는 

기업에서 가계 및 정부로 이동하고 있는 듯 보여짐



376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377

» VI. 사회재정통계연구

[그림 3] 유형별, 부담주체별 복지재원 부담현황(2009년)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 영국

·2009년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44%, 조세수입이 47%를 차지

·사회보장기여금에는 고용주의 기여분이 약 73%로 근로자 부담분보다 높음

· 재원부담의 주체별로는 중앙정부가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53%를 부담하고, 기업이 29%, 가계가 14%를 

부담하며, 지방정부의 부담은 4%로 상대적으로 미미함

○ 프랑스

· 사회보장재원으로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데, 이중 고용주의 부담은 약 68%로 근로자의 부담

보다 높음

·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근로소득과, 가족급여 및 공공부조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 

그리고 자산소득에 사회보장세(CSG,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가 부과되고 있음

독일

영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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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언 및 정책적 시사점

■ 복지지출 증가 전망에 따른 세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세수증대의 필요성

○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 복지지출의 자연적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지출의 확대는 

사회보험료 인상과 함께 동반되는 국고지원의 확대를 가져오므로, 재정건전성 유지와 지속적인 사회안

전망 구조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세입확충이 필요

○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세출측면에서의 조정과 세입확충, 국채발행, 사회보험료 인상, 민간부문의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세출측면의 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아 한계가 있고, 국채발행도 재정건전

성과 국가재정관리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어, 세수 증대가 불가피해짐

■ 복지지출에 따른 세금부담의 주체

○  누진적 세금체계에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의 절대액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부담

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고소득층 즉 다른사람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

회적으로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보다 복지지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  공공부조형 복지가 근간을 이루는 경우 부유층이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수혜하는 형태의 재분배정책이 

적절하나, 현재와 같이 복지의 수혜자가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더 나아가 보편적복지로 확대되는 경우

에는 세금부담의 주체도 중산층, 더나아가 저소득층까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

· 보편적 복지체제의 북유럽국가의 경우 소득역진적인 부가가치세율이 20%대를 넘어서는 등 세부담

이높고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의 세부담도 높은 반면, 자산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경

향을 보이고 있음

· 부유 자산에 대한 버핏세는 누진적 조세체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중적 인기가 있음에 비해, 조

세회피현상에 따른 세수손실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한 세수의 규모가 넓은 세원에 의한 세수보다 크

지 않을 수 있음

·부유층에만 추가 세수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크지 않음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미래세대와 젊은세대가 현세대와 장년세대보다 복지지출의 

부담을 더 안게 되는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됨

■ 복지재원조달 방안

○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부처간 역할의 조정등을 통한 지출의 효율화와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 지출측면 효율화 노력이 원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체제의 구조조정,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세율인상, 세원 

확대 및 세제신설등의 세제개편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함

·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행 조세구조의 개편, 사회보장

세의 신설,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고용주 기여를 통한 신규재원확보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및 축소를 통한 재원확충이 필요함

· 조세감면제도의 비효율성과 폐지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공감대가 비교적 널리 형성되어 있고, 양당의 

향후 재원확충 방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는 각각의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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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세와 부담금 등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과, 지방세와 국세 항목의 구조조정 등 재정 운용상의 비효

율성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함

· 재원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하여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은 남아도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기금, 특별회계등의 재원과 목적세 부담금 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 도모와 

추가적 재원확보가 필요함

· 부처간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에 대하여서는 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금 

등의 재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지방세 중에도 세원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경우 국세화하여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하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세수 규모 증가에는 보다 유리함 

○ 소득세의 역진성을 강화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제내의 각종 근로소득공제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혜택이 가는 

역진성을 가짐

· 예를 들면, 1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35%인 고소득자는 3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세율이 0%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자는 0원의 공제혜택을 받음

·근로소득공제보다는 근로세액공제나 직접적인 보조금 지불의 방식이 보다 적합함

· 실제로 아동수당 등 자녀양육에 관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소득세제의 부양가족공제등을 폐지하여 수당의 재원을 마련한 사례를 많이 볼수 있음

· 향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등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보육정책이 정착될 경우 소득공제 제도의  

정비를 통한 세수입 증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세(가칭)의 신설

·사회보장세(가칭)를 신설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저부담 저복지 유형에서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로의 체제전환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사회보장세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복지지출에 따른 국민부담을 체감하도록 하며,

· 사회보장세의 신설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적정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함

· 사회보장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를 국채로 재원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적자

재정을 메꾸기 위해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 등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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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동향
을 보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세입구조, 지방재정 자립도의 지
속적 감소, 지방채무의 증가, 나
아가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지방
재정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
산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
이지만 자치단체 유형별 상·하
위 그룹의 명확한 경계와 양극
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
· 상위 10%는 자치구, 하위 

10%는 시·군, 중간은 자치
구와 중소도시

· 상·하위 10%의 격차는 약 
3.7배

1. 들어가며

■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대응과 지역주민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재정 중 복지분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등 매년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세입구조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예산1) 규모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계 중앙정부2) 자치단체3)

금액 3,384,434 2,486,125 898,309

구성비 100.0 73.5 26.5

주: 1) 2012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2) 국세와 기타부분의 합

 3)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의 합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p. 100. 재구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고경환(사회재정ㆍ통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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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대 지방정부의 세수비율은 약 7:3, 재정사용은 약 4:6으로 중앙정부 의존의 세원구조

· 정부의 예산규모를 보면 중앙정부의 세입비중이 73.5%이고 지방정부가 26.5%로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구조임

○  반면 지방의 재정 사용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40.5%, 지방의 자체재원이 59.5%로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

<표 2>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1)2)의 구성(2012년) (단위: 억원, %)

구  분 계
의존재원 자체재원

소계 교부세 보조금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금  액 1,510,950 612,641 292,159 320,482 898,309 537,953 320,960 39,396

구성비 100.0 40.5 19.3 21.2 59.5 35.6 21.3 2.6

주: 1) 2012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2) 교육재정교부금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p. 100. 재구성

■  감소하는 재정자립

[그림 1] 재정자립도1)와 재정자주도2) 추이 (단위: %)

주: 1)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

 2)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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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는가의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와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정자주도 감소 추세 

○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를 나타낸 이후 2012년(52.3%)까지 계속 감소 추세

· 자립도의 중위는 광역자치구와 중소도시, 상위는 서울시 자치구와 수도권, 그리고 하위는 대부분  

군지역

○ 또한 재정자주도는 2005년 81.6%를 나타낸 이후 2012년 77.2%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

·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음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부담 증가

○  최근 7년간 총예산 증가율은 6.3%인데 비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5.2%로 약 2.5배나 높음

· 이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복지사업 확대

<표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과 사회복지예산의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66.2 72.7 77.4 83.5 96.5 102.3 97.7 101.5 6.3%

사회복지예산 10.4 12.8 14.6 16.5 19.9 24.3 26.1 28.0 15.2%

자료: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보건복지부(각년도). 예산개요

■  지방채무의 증가

○  최근 지방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4> 지방정부 채무규모와 자체재원의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잠정)

연평균
증가율

총 지방채 규모 16,947 17,448 18,208 25,553 28,993 9.36%

지방정부 자체재원1) 63,751 66,654 78,053 86,367 85,181 4.95%

주: 1) 지방세+세외수입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각년도말 지방채무현황 

 행정안전부, 재정고, 연도별·세입재원별 세입예산 규모(순계, 최종예산기준)

○  2004년 약 17조원에 머물렀던 지방채무가 2010년말 29조원으로 연평균 9.36%의 증가율을 보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재정지출 확대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급증(약 6조원) 

· 그 외 지방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지출 확대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봄

○  이러한 증가율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증가율(4.95%)의 약 2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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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수준 추이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보면 2004년도 15.7%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1년은 27.6%를 

보임

· 최근 7년간 지출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6.3%

[그림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과 비율1) 추이 비교

주: 1) 사회복지예산/해당지역의 전체예산액×100

자료: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고경환 외(2011).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양극화 발생

○  기초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상·하위 수준의 명확한 구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상위 10%군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들, 하위 10%군은 대부분 군지역,  중간은 자치구와 중소도시임, 

특히 군지역 63곳은 지출수준이 20%에도 못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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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초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분포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

· 상위 10% 평균은 56.5%로 평균의 약 2배, 하위 10%는 15.4%로 평균의 약 1/2 수준으로 그 격차가 

약 3.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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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1) 추이 (단위: %)

주: 1) 사회복지예산/해당지역의 전체예산액×100

자료: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고경환 외(2011).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복지예산 비율이 자치구가 높고 시·군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치구가 시·군에 비해 복지예산과 

주민수가 높은 반면 전체예산이 낮기 때문임

· 복지예산 : 자치구(평균 1,338억원) 〉시·군(1,180억원) 

· 주 민 수 : 자치구(평균 328,179명) 〉시·군(173,043명)      

· 전체예산 : 자치구(평균 2,863억원)〈 시·군(5,144억원)

※  전체예산이 시·군에 비해 자치구가 높은 이유는 관리면적이 넓고 도로, 교량, 산업단지, 청사 건립 

등의 수요가 많아 국가 보조금과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이 높기 때문으로 봄 

■  사회복지대상자 1인당 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대상자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2004년 120.8만원에서 2011년 214.6만원으로 증가 추세 

○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사회예산 비율과 반대로 ‘상위 10%’는 시·군, ‘하위 10%’는 자치구들로 구성. 

평균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소도시로 이루어짐

· 2011년 한해 동안 ‘상위 10%’에 속하는 시·군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등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에게 400만원이 지급된데 반해 ‘하위 10%’에 속하는 자치구들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163만원이 

지급되어 그 격차가 체감복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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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대상자 1인당 사회복지예산 (단위: 만원)

4. 개선방향

■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비세 등 자주재원 확충

· 지방소비세 도입규모 확대  

현행 부가가치세의 5%(2012년 2.9조원 전망)를 점차 확대      

· 지방소득세(소득할주민세, 종업원사업소세)의 독립세 전환을 통해 과표, 세율 등 자율권 부여

○  세입기반 정비 및 과세기반 강화

· 실효성 없는 장기·과다 감면제도를 단계별로 폐지 또는 감면 

비과세·감면비율 개선:  2009년 25%(15조원)를 점차 축소 조정하여 세입 확충

■  중앙-지자체간 복지재정관계 개선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 정책 수립시 복지재원 분담 추이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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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기준보조율 세분화 및 현실화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은 주로 재정자주도와 욕구지표를 통해 결정됨     

· 기준보조율의 차등화를 위해서 지방채무와 복지욕구, 세입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형평에 맞게 현실화

○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을 강화하는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일정액을 사회복지교부세로 통합. 현행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교부금에 포함될 사업 정리

■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면 시행

○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의무화(2011. 3. 8, 지방재정법 개정)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모델 보급    

○  발표대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우수사례 공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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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유형에서 고복지-고
부담, 저복지-저부담에 각각 상
응하는 재원조달 체계가 존재
함. 이는 우리나라가 증가하는 
복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
달 체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구
조적 선택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
형의 공통된 특징은 가능한 재
원을 모두 골고루 사용하며, 소
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임. 다만 북구형은 개인소득
세를 주로 사용하고 대륙형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주로 사용
하는 차이점이 존재함. 고복지-
고부담 국가에서는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성장에 도
움이 되는 가족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가
능하게 하는 재원의 고려가 중
요함

1. 서론

■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신사회적 위험의 등장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보건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성장잠재력 감소와 재정 압박 등으로 보건복지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복지 재정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부담(조세부담+사회보장기여금)의 구조가 어떤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선진 복지국가의 국민부담 구조가, 복지 수준과 현실적으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복지국가 유형과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봄

○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의 가능한 국민부담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유근춘 (사회재정ㆍ통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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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원과 분석방법

■  자료원

○  OECD 19개국의 종합적 연구를 위한 조세자료는 OECD의 Revenue Statistics 2010: Special 

feature: Environmental Related Taxation(2010)과 www.oecd.org/ctp/taxdatabase에 있는 

OECD Tax Database(2011)를 사용하였음

○  1965년 이후에서 2008년까지 소득과세(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피고용자, 고용주), 

총급여 및 노동력세(payroll tax), 재산세, 재화 및 서비스세(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기타세금을 분

류하여 분석 하였음 

○  또한 OECD SOCX Data의 사회지출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음

■ 분석방법

○  분석되는 19개의 국가를 복지국가 유형인 북구 사민주의(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유럽대륙 

보수주의(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미 자유주의형(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남유럽형(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과 한국으로 나누어 살펴봄

○  사회지출과 국민부담의 OECD 평균을 중심으로 이보다 높은 국가를 각각 고복지-고부담으로 하고,  

이보다 낮은 국가를 각각 저복지-저부담으로 함

○  각 항목에 대해 통시적으로 1965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격으로 관찰함으로써 1970년대 초의 석유

위기, 1980년대의 재정적자로 인한 복지삭감, 1990년대에 시작된 세계화의 영향도 함께 고려함

3. 분석결과

■  OECD 주요국가의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 지출 추이: 높은 복지지출은 높은 
국민부담률을 동반하는가?

○  1965, 1980, 1995, 2007년의 결과를 비교 종합하면 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은 모두 고부담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특히 1965년과 다르게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보장부담률에 있어서도 북구형은 대륙형과 상대적으

로 약간 작지만 평균 이상의 고수준을 보이고 있음. 대신 평균적으로 국민부담률의 다른 부분인 조

세에 있어서는 대륙형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고복지를 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조세와 사회보장부담률이 모두 평균 이상의 

경향을 보이고, 좀 더 보편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북구형에서는 조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좋은 일자리 

중심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형 국가인 대륙형에서는 사회보장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편주의 국가 중에서 아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국가는 덴마크로서 현재로 오면서(본 연구의 자료에

서는 최소한 1995년 이후) 고복지이면서도 사회보장부담률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고 극도로 높은 조

세에 의존을 하고 있음

○  반면 저복지-저부담형인 영미형에서는 과거에 영국이 국민부담률이 예외적으로 높았던 점을 제외하면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양면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저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영미형은 통상 조세와 사회보장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호주만 예외적으로 사회보장부담이 거의 

없는 조세중심의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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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는 남유럽형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여 고복지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사회보장부담률도 고수준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조세를 포함하는 국민부담률 전체는 2007년의 경우 이탈리아는 고수준이고 스페인은 평균 

근처임 

· 이들 국가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형으로서 비효율적인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복

지와 부담 간 수준을 비교하면 2008년 이후 최근에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고복지로 가면서도 

복지 선진국가와 같은 확실한 고부담의 형태를 이룩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음

○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사회보장지출, 국민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모두에 있어 최근에 사회보장부담

률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 이외에는 평균보다 항상 밑돌고 있어 저복지-저부담의 유형에 든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사회보장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남유럽형과 비슷하게 대륙형의 비발전형으로 볼 수 있

겠음

○ 한국은 일본과 같은 유형이면서 모든 수준에서 훨씬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역시 남유럽형과 비

슷하게 대륙형의 비발전형으로 볼 수 있겠음

· 만일 한국에서 복지수요가 늘어 고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면 사회보험 중심의 체제

상으로 보아 대륙형과 비슷하게 조세와 사회보장부담이 모두 평균보다 높아져야 하면서도 상대적으

로 사회보장부담이 높은 형태를 띨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OECD 주요국의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및 사회보장지출 비교(GDP 대비 비중): 2007년

주: 1965, 1980, 1995년에 해당하는 그림은 ‘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

자료: OECD.stat, Revenue Statistics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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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지출구조의 존재

○  높은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지출의 구조가 있는지를 살펴봄. 이는 기존 연구에서 여성 일자리와 보육에 

투자하는 경우, 교육과 재훈련, 그리고 은퇴연기에 지출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

었음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Lindert, 2004: 281-290)

○ 1980, 1990, 2000, 2007년을 비교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음

· 여성 일자리와 보육에 투자하는 경우, 교육과 재훈련, 그리고 은퇴연기에 지출된 사회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었다는 기존의 연구는 고복지-고부담 국가에서 가족지출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데서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실업의 경우는 덴마크처럼 황금삼각형 모델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과 함께 실시되는 경우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음

[그림 2] 사회보장지출의 구성 비교(GDP 대비 비중): 2007년

주: 1980, 1990, 2000년에 해당하는 그림은‘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

자료: OECD.SOCX 

■  각국의 조세구성, 직접세 대 간접세, 누진세 대 역진세, 법인세 대 비법인세의 비중변화

○  전체 조세구조를 소득과세(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피고용자, 고용주), 총급여 및  

노동력세, 재산세, 재화 및 서비스세(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기타세금으로 분류하여 복지국가 유형

으로 분류한 19개국에 대해 제시하고, 다음 조세들의 비중변화를 살펴봄

· 고복지 국가에서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변화를 관찰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상응하는 조세구조를 

추측해 봄. 기존 논의에 의하면 간접세인 일반소비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사용이 기대되는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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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복지 국가에서 누진세와 역진세의 비중변화를 관찰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상응하는 조세 구조

를 추측해 봄. 기존 논의에 의하면 역진세인 일반소비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모든 조세의 사

용이 기대되는 방향임

· 세계화와 관련하여 자본유출로 인한 경제와 조세수입에의 악영향을 이유로 법인세를 축소하는 방향

으로 간다고 주장되는데 이 주장이 맞는지를 법인세와 비법인세의 비중 변화를 관찰하여 살펴봄

○ 1965, 1980, 1995, 2008년의 조세구성 경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조세구성에 대한 결과를 얻음

· 첫째로, 고복지-고부담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모두 높은 세금은 소비세이며 일반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이 두 국가군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나 북구형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대륙형에서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역할을 함

· 덴마크의 경우는 다른 북구형 국가와 달리 개인소득세가 특이하게 커서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이  

미미해진 특이한 북구형 국가임

· 법인세의 경우, 최근에는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평균 근처나 약간 작은 수준

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재산세는 나름대로 유지

되지만 북구형에서는 중요한 세목이 아님

[그림 3] OECD 주요국가의 조세수입 구성 비교(GDP 대비 비중): 2008년

주: 1965, 1980, 1995년에 해당하는 그림은 ‘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

자료: OECD.stat,  Revenue Statistics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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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저복지-저부담의 영미형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북구형보다는 작았지만 평균 근처나 평균보

다 커서 중요한 재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비중으로 보면 소비세나 사회보장기여금(호주 제외)이 크나 북구형이나 대륙형에 비해 평균보다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산세와 법인세(2008년 미국 제외)는 영미형이 북구형이나 대륙형에  

비해 특징적으로 평균보다 큰 경향을 보이는 세원임

· 셋째로, 남유럽형은 사회보장기여금이 평균보다 커지는 경향에서는 대륙형을 닮아가고 있음. 소비

세가 커지는 경향은 북구형과 대륙형을 모두 닮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세나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영미형을 닮고 있음. 개인소득세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

· 넷째로,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부담금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륙형을 닮고 있음. 일본은 

최근 평균에 접근했지만 한국은 아직 평균보다 훨씬 작은 사회보장부담금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소비세는 평균을 향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보다 커졌음

·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다른 세금이 모두 평균 이하인데 법인세와 재산세가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이상 이어서 영미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개인소득세는 평균보다 작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

○  1965, 1980, 1995, 2008년의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변화를 종합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음

· 통상 복지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접세를 선호하고 간접세를 피해야 한다는 이상이 있었음. 이에 

반해 세원을 넓히기 위해 직접세는 물론 간접세도 증가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있음(Kato, 

2003). 따라서 이곳에서는 과연 직접세가 간접세와 함께 고부담을 위해 증가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 직접세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을 넣었고, 간접세에는 일반소비세와 

특별소비세를 넣었음 

· 시계열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간접세의 비율은 약 10%를 유지하면서 일정한데 직접세는 증가를 

하고 있음. 이는 고부담을 위해서는 간접세만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고 직접세를 함께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자 함 

· 간접세를 증가시킨다는 의미는 간접세가 약 10%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성에서 일반소비세가 늘어나고 

특별소비세가 줄어드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해석됨. 특별소비세와 달리 일반소비세는 재원조달을 위한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세원을 넓히기 위해 간접세도 증가시키는 것이 관건이

라는 상기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음

○  1965, 1980, 1995, 2008년의 누진세와 역진세의 비중변화를 종합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음

· 사회복지의 재원으로서는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세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이상이 있었음. 

이에 대해 증가되는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와 함께 역진세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Kato, 2003)

· 누진세로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재산세를 고려하였고, 역진세로는 정률세금을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 특별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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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인 변화를 보면 누진세도 증가를 하고, 역진세도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기한  

가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최근의 1995년과 2008년의 평균에서 누진세와 역진세의 크기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징적인 국가로서 덴마크는 누진세의 크기가 특이하게 증가하여 30% 근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965, 1980, 1995, 2008년의 법인세와 비법인세의 비중변화를 종합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음

· 세계화로 인하여 자본의 유동성이 올라가고 따라서 법인세를 높이는 경우 자본이 유출되어 경제와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통상적으로 주장되고 있음

· 유동적인 세금으로는 법인세를 보고, 기타의 세금을 비유동적인 세금으로 보았음

· 평균적인 변화를 보면 법인세는 안정적 경향을 보이다가 2008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2008년의 경우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법인세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음 

· 이를 보면 세계화에 따른 자본 유출을 우려한 법인세의 감소 경향은 관찰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약간의 증가경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음. 이는 개별 조세구성에서 법인세의 중요성이  

감소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 생각됨

[그림 4] OECD 주요국가의 법인세와 비법인세 비중 비교(GDP 대비 비중): 2008년

주: 1965, 1980, 1995년에 해당하는 그림은‘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

자료: OECD.stat, Revenue Statistics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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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재원조달과 관련된 구조적 선택사항이 존재함

○  복지국가 유형에서 고복지-고부담, 저복지-저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체계가 약간의 단기적인 변화

에 의한 차이를 제외하면 존재함

○  이는 우리나라가 증가하는 복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구조적 선택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고복지를 감당하는 고부담의 방법에는 최소한 구조적인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이 있음

○  북구형과 대륙형은 공통적으로 고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재원을 골고루 사용하며, 소비세

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러나 첫째 유형인 북구형은 개인소득세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사회보장부담금을 평균 근처의 높은 수

준에서 이용함. 반면 둘째 유형인 대륙형은 사회보장부담금을 주로 사용하면서 개인소득세를 역시 평

균 근처의 수준에서 이용함 

○  셋째 유형은 이러한 북구형과 대륙형의 일반적인 경향 외에 특이하게 개인소득세가 높고 사회보장부담

금을 미미하게 사용하는 북구형의 덴마크임

○  그리고 북구형과 대륙형에서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생략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음

○  우리나라는 앞의 지출에서 가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점을 고

려할 때 만약 고부담으로 가려한다면 체제상으로는 사회보험 중심이어서 대륙형과 같이 사회보장기여

금을 월등히 높여야 하지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 상승적인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

을 대륙형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줄이고, 북구형에서처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지출을 위한 소비세와 

개인소득세를 평균 경향보다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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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
살은 그 원인이 개인에 있든 사
회에 있든 예방대책을 마련하
여 자살률을 낮추는 일은 경제
발전과 함께 복지선진화를 위
해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  

-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의 자살률은 가장 높아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
히 노인자살률이 매우 높고, 청
소년 자살률도 빠르게 증가하
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1.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이후에는 높은 상태
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칠레, 멕시코, 미국 등의 국가들을 제외하

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어, 자살 사망률 저하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청, 경찰청 그리고 OECD, WHO 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자살실태를 살펴보았음

2. 자살실태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

○  2011년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2001년에 비해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고, 뇌혈관질

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증가 폭은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이 1.2배,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1.5배 증가한 반면, 자살 사망률은 2.2배 증가하여 다른  

사망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장영식 (사회재정ㆍ통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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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2001~2011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  여자에 비해 높은 남자 자살 사망률

○  2000년 인구 10만 명당 남자의 자살 사망률은 18.8명으로 여자의 8.3명에 비해 약 2.3배가 높았음 

○ 2011년 인구 10만 명당 남자의 자살 사망률은 43.3명으로 여자의 20.1명에 비해 약 2.2배가 높았음 

○ OECD 국가의 자살률도 모든 국가에서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2] 성별 자살률 변화(2000~2011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

○  90세 이상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129.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 사

망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00년과 2011년의 자살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90세 이상 연령층이 35.4명에서 129.1명으로 3.6배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25∼29세 연령층으로 2.7배, 30∼34세 연령층이 2.3배 증

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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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연령별 자살률 (단위: 인구10만 명당, 명)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1/2000

10~14세 0.7 0.9 1.2 1.0 1.4 1.9 1.8 2.6 

15~19세 6.3 6.0 6.5 6.2 8.0 8.3 8.9 1.4 

20~24세 11.0 10.5 12.4 11.9 19.3 18.3 17.7 1.6 

25~29세 11.2 14.2 15.3 15.5 25.2 29.3 30.1 2.7 

30~34세 13.4 16.8 17.9 15.0 22.5 29.7 30.4 2.3 

35~39세 16.8 20.5 23.3 18.6 26.6 29.4 30.6 1.8 

40~44세 18.7 20.9 27.7 22.3 26.4 31.4 32.7 1.7 

45~49세 18.9 24.6 31.4 27.4 30.4 36.8 35.3 1.9 

50~54세 19.8 27.3 36.2 32.0 31.4 38.6 40.6 2.1 

55~59세 24.6 29.1 40.1 35.1 35.0 42.2 41.9 1.7 

60~64세 25.5 34.9 46.0 41.0 40.2 46.3 46.9 1.8 

65~69세 25.9 36.0 58.2 53.5 54.5 60.0 54.0 2.1 

70~74세 34.4 52.5 74.7 68.0 66.8 76.1 76.5 2.2 

75~79세 45.5 71.9 92.6 83.4 80.3 94.7 96.1 2.1 

80~84세 51.7 94.4 126.5 112.3 109.0 112.2 110.1 2.1 

85~89세 55.1 101.2 133.1 112.3 124.5 144.9 126.8 2.3 

90세 이상 35.4 94.1 97.8 116.0 103.9 129.7 129.1 3.6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  노년기의 급격한 자살 사망률의 증가

○  여자의 연령별 자살 사망률은 25∼34세 연령층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이후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낮은 자살 사망률을 유지하다 65세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증가하다 7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노인 연령층에서의 급격한 자살률 증가, 특히 70세 이상 남자에서의 급격한 자살률 증가는 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그림 3] 연령별 성별 자살률(2011년)

자료: 통계청, 2011 사망원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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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자살 사망률에 차이를 보임

○  2011년 지역별 자살 사망률은 25.6∼45.2명(인구 10만 명당)에 분포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가 25.6

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도가 45.2명으로 가장 높았음

○  지역별 자살 사망률은 그 지역의 연령구조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게 됨.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자살  

사망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연도별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2000년 8.9명에서 2011년 26.9명으로 약 3.0배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부산으로 2.4배가 증가하였고, 경상북도와 제주도는 2000년 대비 

2011년의 자살 사망률이 각각 1.7배와 1.9배로 증가하여 가장 적은 증가를 보였음

<표 2> 연도별 지역별 자살률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1/2000

서울 8.9  13.4  18.5  17.1  21.6  26.2  26.9  3.0 

부산 12.6  15.9  26.9  22.3  27.4  32.9  31.9  2.5 

대구 12.3  14.3  21.9  20.3  25.4  29.7  29.6  2.4 

인천 13.8  16.8  20.3  22.4  27.0  32.2  32.8  2.4 

광주 11.1  13.6  19.5  16.5  21.5  30.7  26.5  2.4 

대전 13.2  15.9  22.7  22.0  22.7  29.2  29.7  2.3 

울산 12.0  13.8  18.9  16.0  21.9  24.4  25.6  2.1 

경기도 12.6  17.9  22.0  20.5  24.1  29.5  30.5  2.4 

강원도 19.2  27.8  35.5  31.6  38.4  44.4  45.2  2.4 

충청북도 17.8  23.1  29.9  28.2  33.6  35.9  38.9  2.2 

충청남도 22.5  23.3  33.8  31.7  35.4  44.6  44.9  2.0 

전라북도 15.7  22.4  27.0  25.4  30.4  33.2  37.3  2.4 

전라남도 15.4  21.4  25.2  22.5  26.8  33.9  33.9  2.2 

경상북도 20.3  23.5  29.2  26.3  28.8  35.4  35.1  1.7 

경상남도 15.8  22.1  27.8  25.6  28.9  32.0  32.2  2.0 

제주도 15.9 17.3 23.3 20.4 28.9 31.4 31.0 1.9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  계절에 따라 자살 사망자수에 차이를 보임

○  겨울철 자살 사망이 다른 달에 비해 적은 반면, 4~8월 기간 중에 자살 사망자가 많았음

· 2011년 월별 자살 사망자 분포를 보면 5월이 10.4%로 가장 높고, 1월이 5.9%로 가장 낮았음 

· 2000~2011년 기간 중 월별 자살 사망자의 분포를 보면 5월이 9.9%로 가장 높고 12월이 6.8%로 

가장 낮았음. 4~8월 기간 중에 자살 사망자가 많게 나타난 반면, 11~2월은 다른 달에 비해 자살  

사망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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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월별 자살자수 분포(2011년/2000∼2011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  2010년 자살자의 자살원인은 정신적ㆍ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문제, 경제생활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전 연령의 자살원인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육체적 질

병문제, 경제생활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20세의 자살원인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녀문제, 가정

문제 등의 순이었음

○  61세 이상의 자살원인은 육체적 질병문제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문제 등의 순이었음

· 남자는 육체적 질병문제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문제, 

가정문제 등의 순이었음

· 여자는 육체적 질병문제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가정문제,  

경제생활문제 등의 순이었음

<표 3> 자살원인별 청소년ㆍ노인 자살자수(2010년)  (단위: 명)

구분 전 연령 10~20세
61세 이상

계 남자 여자

소계 14,779 371 4,945 3,254 1,691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4,294 104 1,361 820 541 

육체적 질병문제 3,401 19 2,259 1,470 789 

경제 생활문제 2,239 20 350 267 83 

가정문제 1,495 46 339 239 100 

남녀문제 592 47 32 23 9 

사별문제 88 4 40 28 12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874 6 102 95 7 

학대 또는 폭력 문제 158 4 39 30 9 

기타 842 81 241 158 83 

미상 796 40 182 124 58 
자료: 경찰청, 경찰범죄분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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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증가가 매우 빠른 국가임

○  201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2.8명(인구 10만명당)이며, 우리나라는 33.5명

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2000∼2010년 기간 중 우리나라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101.8%가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포르투갈로 86.0%가 증가하였음 

○ 에스토니아는 42.8%의 감소를 보여 가장 크게 낮아졌고, 그 다음은 슬로베니아로 36.5%가 감소하였음

[그림 5] OECD 회원국의 자살증가율 추이(2000~2010년) (단위: %)

주:  벨기에(2004~2010), 캐나다(2000~2009), 칠레(2000~2009), 덴마크(2000~2006), 프랑스(2000~2009), 그리스(2000~2009), 

헝가리(2000~2009), 아이슬란드(2000~2009), 이스라엘(2000~2009), 이탈리아(2000~2009), 룩셈부르크(2000~2009), 뉴질랜드

(2000~2008), 스위스(2000~2007), 영국(2001~2010), 미국(2000~2008) 자료 사용

자료: OECD Health Data

■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은 빠르게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나 200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른 국가는 감소 혹은 매우 낮은 증가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노인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를 전반과 후반

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른 국가는 감소 혹은 매우 낮은 증가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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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ECD 국가의 청소년 및 노인인구의 자살률 비교

국가
15~19세 20~24세 65~69세 70~74세

A B A B A B A B

한국 6.5 8.2 11.6 17.4 40.4 58.1 48.8 68.8 

호주 8.4 5.9 14.8 9.6 11.4 7.2 12.2 10.6 

오스트리아 10.8 7.5 14.0 10.9 29.6 23.5 37.2 24.6 

벨기에 8.9 6.8 15.1 11.8 21.7 23.5 25.4 22.7 

캐나다 10.1 8.6 13.7 12.2 10.6 10.6 10.8 10.2 

칠레 8.4 11.0 15.1 16.1 13.5 14.8 14.5 13.6 

체코 6.3 5.9 12.1 10.1 18.5 16.0 22.1 17.0 

덴마크 5.1 3.2 9.0 7.0 16.8 18.9 21.6 26.9 

에스토니아 13.4 11.1 24.3 16.6 27.0 22.1 28.9 24.5 

핀란드 12.3 11.5 26.1 24.3 22.7 21.5 23.0 20.8 

프랑스 5.1 4.4 10.5 9.1 23.3 21.8 26.4 24.5 

독일 5.6 4.4 9.3 7.6 18.0 16.6 21.0 18.3 

헝가리 7.1 6.5 12.9 9.4 36.8 35.0 45.9 35.9 

아이슬란드 13.0 7.0 23.7 13.5 10.5 16.3 18.0 11.5 

아일랜드 - 12.5 - 16.9 - 11.0 - 9.0 

이스라엘 5.8 4.2 8.1 7.9 9.2 6.4 9.7 8.5 

이탈리아 2.6 2.2 4.9 4.1 9.9 8.8 11.6 10.1 

일본 6.6 7.7 15.5 19.8 32.4 29.7 29.0 28.4 

룩셈부르크 8.9 7.2 13.8 10.7 29.1 15.6 30.6 16.6 

멕시코 5.2 5.7 6.8 7.2 5.5 5.3 5.3 6.2 

네덜란드 3.7 3.8 6.9 6.9 10.4 10.4 10.9 10.8 

뉴질랜드 15.7 16.1 21.4 20.3 10.2 8.9 11.3 8.6 

노르웨이 11.2 8.4 16.7 15.5 13.5 10.4 13.9 13.5 

폴란드 8.6 9.3 14.2 13.0 18.1 19.9 16.5 16.8 

포르투갈 2.5 2.2 5.2 4.3 18.6 15.3 22.4 21.2 

슬로바키아 4.4 4.1 9.7 8.2 16.5 14.7 17.6 12.4 

슬로베니아 9.5 7.5 19.2 13.6 46.8 39.6 52.1 34.7 

스페인 2.6 1.9 5.8 4.4 12.6 10.5 14.5 12.8 

스웨덴 6.4 7.4 12.1 13.0 17.6 17.7 18.9 16.9 

스위스 8.3 7.9 15.5 13.8 23.9 26.8 31.8 31.0 

영국 3.3 3.2 7.8 6.9 6.2 6.0 6.1 5.5 

미국 7.7 7.3 12.2 12.4 11.9 12.7 13.8 13.0

주:  A-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자살률의 평균

 B-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살률의 평균

자료: 자살자수는 WHO Mortality Database, OECD 인구는 OECD.stat, Population을 참고하여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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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 평가

○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및 DB 구축

○ 자살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기관을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

○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 외국의 성공사례를 감안한 우리나라의 위험대상군 관리모델 구축

○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발전과 가족의 해체과정에서 외국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살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 자살 예방대책 모색

■ 대상별로 적합한 자살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모든 국민에 대한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특히 증가율이 높은 청소년, 고령층에 대한 특성과 

자살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 추진

·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가족과 사회가 함께 대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집중 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별 자살원인 분석 및 지역에 맞는 사업추진

○ 자살은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4~8월 기간 중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집중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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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조사1)」 자료를 통해서 본 
노인의 의료이용은 노인 인
구비율을 상회하는 증가를  
보이며 급성기 질환은 정체 또
는 감소하고 있으나 만성 및 노
인성질환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의료보장의 확
대와 요양병원이 많이 개설되
면서 75세 이상 노인 환자의 
평균재원일수가 길어지고 의료
기관 임종 환자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 

-  건강증진과 건강운동실천 사업
으로 의료이용 증가를 둔화시
키고 국민의료비 증가 완화를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함

1.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 추이

■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는 노인 인구 증가를 상회하여 왔으며, 
국민전체 의료이용의 1/4을 차지함

○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서 2010년 11.0%로 

20년 사이에 2.2배 증가함. 동 기간에 노인의 외래환자 비중은 6.8%

에서 25.7%로 3.8배 증가하였고 입원은 8.8%에서 25.4%로 2.9배 

증가하여 노인이 전체 의료이용의 약 1/4을 사용함

[그림 1]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의료이용비율(1990~2010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와 시사점

1)  「환자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질병ㆍ상해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을 파악하는 조사로 병원급은 전수조사, 의원급은 

표본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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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록 (사회재정ㆍ통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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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이용은 노인 전기(65∼74세)에서 많고 입원은 노인 후기(75세 이상)에서 많으며 노인 전기보다 긴 재원
일수를 보임

○  65∼74세 노인의 1일 외래수진율은 2010년 1,000명당 132.1명으로 1990년의 36.5명과 비교하여 

3.6배 증가하였고 전체연령 1일 외래수진율 54.5명보다 2.4배 높음

○  75세 이상노인의 연간 퇴원율은 2010년 1,000명당 451.1명으로 65∼74세 연령 노인의 연간 퇴원율 

350.7명 보다 1.3배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이 급격히 증가함.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는 

65∼74세 연령 노인은 전체연령 평균재원일수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재원일

수는 29.2일로 15일 이상 길며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함

[그림 2] 노인의 1일 외래수진율2)(1990~2010년) (단위: 1,000명당)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그림 3] 노인의 연간 퇴원율3)(1990~2010년) (단위: 1,000명당)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2) 1일 외래수진율(천명당) = 1일외래환자 수/각 연도별 연앙인구 × 1,000

3) 연간퇴원율(천명당) = 연간퇴원환자 수/각 연도별 연앙인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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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인의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1990~2010년) (단위: 일)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2. 주요 질환별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 추이

■  노인은 고혈압, 관절증, 당뇨병, 요추ㆍ추간판 장애 등의 만성질환과 사고ㆍ중독으로 외래의료이용이 많고, 
치매, 파킨슨병의 외래진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노인 인구 10만 명당 고혈압 1일 외래수진율은 1,168.3명으로 노인 85.6명당 1명이 고혈압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관절증 1일 외래수진율은 885.4명으로 노인 112.9명당 1명이 관절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음. 

급격한 외래의료이용 증가를 보이는 질환은 치매가 연평균 25.4%, 파킨슨병은 14.6%의 높은 증가를 

보이며 결핵, 기관지염, 만성폐질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노인은 사고ㆍ중독, 대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관절증, 당뇨병에 의한 입원이 많고 치매, 파킨슨병,  
관절증, 결장, 직장암에 의한 입원환자 증가가 많음 

○  노인 인구 10만 명당 사고·중독 연간 퇴원율은 5,255.4명이며 대뇌혈관 질환 또한 노인 인구 10만 

명당 2,177.6명으로 사고·중독은 19.0명당 1명, 대뇌혈관 질환으로 46.9명당 1명이 입원함. 입원환자 

증가가 많은 질환은 외래와 마찬가지로 치매, 파킨슨병에서 각각 연평균 24.6%와 22.1%의 증가를 보

여 노인성질환 입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결장, 직장암 또한 입원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 입원환자에서 긴 재원일수를 보이는 질환은 의료이용 증가가 매우 큰 치매, 파킨슨병에서 나타나고 

있음. 75세 이상 치매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49.3일, 파킨슨병은 82.1일,대뇌혈관 질환은 65.9일의 

긴 평균재원 일수를 보이며 65∼74세 노인과 비교하여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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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질환별 노인의 1일 외래수진율 추이(1999~2010년) (단위: 100,000명당)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결핵(A15-A19) 14.7 10.6 12.5 13.4 8.0 -3.9
위암(C16-C16) 14.2 17.0 18.8 17.6 21.7 4.3
결장, 직장암(C18-C21) 10.4 16.1 18.7 22.7 24.3 9.0
간암(C22-C22) 4.5 5.2 8.9 8.6 9.3 8.3
기관지 및 폐암(C34-C34) 12.5 12.6 17.3 16.9 19.6 4.7
당뇨병(E10-E14) 255.0 302.2 418.3 471.8 468.1 6.3
치매(F00-F03) 8.2 14.9 20.8 38.5 66.4 25.4
파킨슨병(G20-G22) 7.3 11.1 17.5 23.4 27.3 14.6
고혈압성 질환 (I10-I15) 731.4 822.6 1,125.3 1,256.9 1,168.3 4.9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56.3 59.7 79.9 91.7 86.3 4.4
대뇌혈관 질환(I60-I69) 133.0 139.7 226.8 201.6 193.8 4.8
급성 상기도 감염(J00-J06) 668.5 649.0 571.0 411.1 496.4 -2.0
기관지염, 만성 폐 질환(J40-J44) 195.8 125.7 138.3 124.9 112.2 -4.1
천식(J45-J46) 127.5 144.9 138.6 102.6 97.0 -2.0
치아우식증(K02-K02) 73.9 64.5 53.9 67.1 61.3 -1.2
위, 십이지장 궤양(K25-K26) 96.3 84.9 90.3 53.3 72.6 -0.9
만성 간질환(K70-K77) 36.9 32.0 28.9 34.0 32.0 -1.0
관절증(M15-M19) 505.4 632.3 828.2 1,003.0 885.4 6.0
요추, 추간판 장애(M50-M51) 187.7 324.1 301.8 341.1 320.6 6.6
사고, 중독(S00-T89) 450.1 515.8 557.1 671.1 722.8 4.6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표 2> 주요 질환별 노인의 연간 퇴원율 추이(1999~2010년) (단위: 100,000명당)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결핵(A15-A19) 273.6 276.1 239.9 223.5 194.6 -2.9
위암(C16-C16) 472.9 554.8 591.8 668.6 649.4 3.1
결장, 직장암(C18-C21) 254.4 363.2 536.6 762.8 796.6 12.5
간암(C22-C22) 262.7 358.7 428.0 520.9 505.3 6.8
기관지 및 폐암(C34-C34) 445.4 588.6 652.0 823.6 771.3 5.7
당뇨병(E10-E14) 754.9 852.5 864.6 981.9 891.5 1.7
치매(F00-F03) 137.0 269.6 389.5 927.4 841.5 24.6
파킨슨병(G20-G22) 37.7 77.7 115.6 204.4 227.1 22.1
고혈압성 질환 (I10-I15) 552.6 619.6 692.9 767.2 739.3 2.8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519.7 735.1 899.1 1,158.5 1,154.7 8.4
대뇌혈관 질환(I60-I69) 1,709.7 2,103.3 2,135.1 2,574.8 2,177.6 2.7
급성 상기도 감염(J00-J06) 48.7 63.5 83.9 130.7 133.7 11.0
기관지염, 만성 폐 질환(J40-J44) 588.8 642.2 553.6 727.1 655.5 1.5
천식(J45-J46) 260.0 309.0 241.6 325.3 260.8 1.1
위, 십이지장 궤양(K25-K26) 262.7 291.3 299.5 288.5 278.4 -0.0
만성 간질환(K70-K77) 345.7 380.6 376.4 383.8 340.9 -0.0
관절증(M15-M19) 186.4 349.6 469.8 891.9 1,061.5 21.0
요추, 추간판 장애(M50-M51) 235.1 320.9 439.4 565.4 556.7 9.1
사고, 중독(S00-T89) 3,061.7 3,748.0 4,508.5 5,185.9 5,255.4 5.4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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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노인의 주요 질환별 평균재원일수(2010년) (단위: 일)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3. 노인의 의료이용 기관 및 치료결과

가. 노인의 의료이용기관

■ 노인은 보건기관 외래진료가 많고 요양병원과 보건의료원에 입원이 많음 

○  보건소 외래환자의 54.2%, 지역적 특성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환자의 60% 이상이 노인이며  

한의원 선호도가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외래환자의 47.6%,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25.9%가 

노인 환자로 나타남

○  전체 입원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1.7%가 노인이며, 보건의료원은 

61.6%로 나타나 공공의료기관이 노인환자 진료에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27.5%가 노인임. 퇴원환자 재원일수가 가장 긴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130.8일의 평균재원일수를 

보임

[그림 6] 의료기관별 노인 외래환자 비율(2010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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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의료기관별 노인 퇴원환자 비율(2010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그림 8] 의료기관별 노인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2010년) (단위: 일)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나. 노인의 입원치료 결과

■  의료보장 확대로 의료기관 입원 중 임종할 노인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평균재원일수 또한 길게 나타남.  
질환별로는 간암, 기관지 및 폐암, 대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퇴원 환자가 많음 

○  2010년 의료기관 사망퇴원 노인 환자 수는 9만 6천명으로 추정되며 75세 이상 노인이 65.6%(6만 3천

명)를 차지함. 의료기관별 75세 이상 노인의 사망퇴원율은 퇴원환자 1,000명당 요양병원이 251.5명, 

보건의료원은 71.4명, 종합병원 58.4명으로 나타나 요양병원에서 임종하는 노인이 많고 65∼74세  

노인의 경우도 요양병원과 보건의료원 사망퇴원 환자가 많음 

○  사망퇴원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75세 이상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경우 217.9일의 긴 재원일수를 보이며 

한방병원과 병원에서 사망퇴원하는 노인환자의 평균재원일수도 길게 나타남

○  사망퇴원율은 간암, 기관지 및 폐암, 치매, 대뇌혈관 질환에서 크게 나타남. 75세 이상 노인의 간암  

사망퇴원율은 퇴원 1,000명당 230.4명으로 매우 높고, 기관지 및 폐암은 1,000명당 199.0명이 사망

으로 퇴원함. 치매 또한 퇴원 1,000명당 166.4명으로 사망퇴원율이 높은 질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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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노인의 사망퇴원 환자 수 추이(1990∼2010년) (단위: 1,000명)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그림 10] 의료기관별 노인의 사망퇴원율(2010년) (단위:퇴원 1,000명당)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그림 11] 의료기관별 노인의 사망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2010년)  (단위: 일)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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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요 질환별 노인의 사망퇴원율(2010년) (단위: 퇴원 1,000명당)

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4. 정책적 시사점

■ 노인의 건강생활습관 및 건강운동실천사업 강화가 필요함

○  노인은 만성질환과 사고에 의한 의료이용이 많고 노인 후기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강

운동 실천과 건강생활습관으로 의료이용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 기금 활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검진, 치료 정책이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함

○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 치료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있어 국민의료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전체 환자 진료에서 보건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저소득층과 

농어촌 노인 진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민간의료와 비교한 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함

■ 호스피스 진료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정책이 필요함

○  노인 후반기에는 입원이 많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호스피스 진료 

정책이 필요함. 임종 직전은 생애 중 의료자원 소비가 가장 많은 기간으로 급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과 기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이송 및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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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동향과 시사점 

•국내외 모유수유 추이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김혜련 

•일본의 인생 85년 비전: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리디자인 정진욱 

•푸드뱅크(Food Bank) 등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환경보건과 건강영향평가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 

•가정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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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요자욕구에 기반한 지
역사회 통합적 복지서비스제공
을 위해 ‘사례관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
계·공유를 위한 통합복지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를 위한 복지자원분류체계 
표준(안)으로 고용 및 직업, 보
육 및 교육,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 요양 및 돌봄,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 9개 대
분류와 69개 중분류를 제시코 
자함

-  통합복지자원관리시스템은 ‘지
역단위 맞춤형 복지실현’을 비
전으로, 통합적인 복지자원 정 
보제공체계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공유 및 연계체
계 마련, 균형적인 복지자원 배 
분체계 마련 등을 목표로 함 

1. 사례관리와 복지자원

■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 세계화에 따른 다양성 추구, 세
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 최근 복지환경 변화는 개개인의 다
양한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요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확충을 필요로 하게 되어 국가보호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정부는 공공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키로 함

○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4년까지 사회복

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  부처별 기관별로 다기화된 복지서비스전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13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292개 복지사업 중 156개 

사업에 대한 중복수급 방지

○  전부처 복지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하여 ‘희망나눔지원단(가칭)’ 

설치·운영 등

■  더불어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방
안을 강구하게 되면서 지역사회기반의 ‘사례관리’에 주목하게 됨

○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통합적 파악

○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복지자원의 

적극적 개발

○  시의적절한 자원활용을 위해 공공과 민간 혹은 민간간 긴밀한 연계·

조정 필요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방안

 정영철 (보건복지정보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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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지역단위의 공공 혹은 민간복지자원은 자원발굴, 관리, 활용 측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음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미흡

○ 각 지역 혹은 기관차원에서의 자원관리 미흡(전산화 부족)

○ 자원분류 및 정의가 표준화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공유 및 공개 미흡

○ 자원공유 및 공개에 대한 인식 부재 등

2. 이론적 검토

■  사회복지자원(Social Welfare Resources)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사회적 위험대비, 사회문제 해결에 필
요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물질적 요소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인적자원 등을 총괄적으로 포함함

○ 공급주체에 따라 공식적자원과 비공식적자원으로 구분

○ 재원에 따라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분

○ 자원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자원, 사회제도적 자원 등으로 구분

■  표준(Standard)이라 함은 물건, 개념, 방법, 절차 등에 관해 통일화, 단순화한 규정으로 일종의 약속과 같은 성
격을 띠며 이와 같이 표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조직적 행위를 ‘표준화(Standardization)’라함 

○  지역내 복지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상호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자원 하나하나에 대해 표준안을 설정하여 

통일시키기보다는 특정 기준에 의한 범주화를 통해 보다 단순화하고 직관화하여 자원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범주화의 기본은 분류(Classification)로써 분류란 어떠한 개념 또는 사건을 속성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군집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들을 구별해

내는 일련의 의사결정 원칙

■  한편 인터넷의 발달과 이에 의한 정보와 지식의 급증으로 정보검색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인터넷에
서의 정보검색은 크게 색인어검색(keyword search)과 분류검색(directory search)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색인어검색에서는 유사한 자원명에 대해 관련자들이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유의어사전’구축 필요. 

복지자원의 경우, 대부분 욕구에 기반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유의어사전 

구축에 별도의 많은 노력과 작업 필요

○  분류검색에서 분류체계를 이용한 검색은 사용자가 정확한 분류를 알고 있고 정보들이 제대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용이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나 분류체계가 너무 방대해지면 사용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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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자원 관리 및 활용현황

■  지자체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전국 「지자체 사례관리 전문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교육대상자 881명 중 526cases 분석)

○  복지사업수행에 있어 지역단위의 특히 부족한 자원으로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지원, 요양 및 돌

봄, 소득지원 순으로 나타남

<표 1> 지자체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구분 구성비율(%) 내용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35.0

정신질환자(치료,  상담, 시설), 알코올(치료, 상담, 시설), 일반 상담(심리, 정서적 
지원), 청소년상담, 아동상담, 성폭력(상담, 시설), 다문화가족(상담, 시설), 우울증 
상담, 중독(치료, 상담, 시설), 가족 관계 개선 및 가족 치료, 멘토링, 부모교육 등

요양 및 돌봄 14.2
아동/청소년(시설, 쉼터), 장애인(시설, 쉼터, 돌봄), 노인(시설, 쉼터, 돌봄), 노숙
인 쉼터, 일시 보호시설, 기타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이동도우미, 재가지원, 
간병지원, 기타 돌봄 등

소득지원 10.8
경제적 지원(생계비 포함), 후원금지원, 의료비(치료비)지원, 교육비지원, 주거비
지원,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 등

주거지원 9.7 주거 지원, 주거 환경개선, 임대주택, 이사지원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8.5 연계 병원 및 의사인력, 치과자원, 안과자원, 의료재활, 기타 의료 관련 자원

일상생활지원 6.9 밑반찬, 반찬배달, 가사도우미, 무료 수리업체 둥

사례관리운영 4.2
자원 부족, 자원연계의 어려움, 사례관리 요원 부족, 운영예산, 차량지원, 사례관
리비 용도 제한완화, 전문지식 등

인력 4.2
분야별 자원봉사자, 전문적 기술 인력, 재능기부자, 평생교육강사, IT네트워크전
문가, 전문상담사 등 

학습 2.2 교육관련지원, 학원연계지원 등

문화 및 여가 1.8 후원자, 문화 프로그램 등

고용 및 직업 1.6 일자리 연계,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활기관 등

법률적지원 0.8 법률 소송, 인권보호, 법률 후원 등

○  지자체에서의 자원발굴, 관리 및 활용, 자원연계, 관련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점

· 자원발굴: 자원 자체가 부족하여 발굴 어려움, 자원발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증가, 자원발굴 

및 관리를 위한 전담자 필요, 담당 공무원 및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자원 발굴 필요, 사례관리 홍보 

및 인지 강화 필요, 자원발굴방법이 공식적이기보다 비공식적 체계 위주 등

· 자원관리 및 활용: 자원의 지속성 결여(자원의 일회성), 자원의 최신화가 되어있지 않아 연계시 문제 

발생, 자원유지에 필요한 시간 및 운영비용 등 지원 부족, 자원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 미흡

· 자원연계: 연계대상 기관 및 담당자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 부족, 기관의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

도 부족, 기관의 자원 이용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 복잡 등

· 관련시스템: 통합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문제(중복지원, 사각지대 등), 자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부재(중복자원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등

○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시 구축되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자원으로는 관련시설, 정신건강관련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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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시 구축되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자원

구분 구성비율(%) 내용

보건의료기관 14.8 전국 및 지역별 특성별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약국, 특수치료기관 등
정신건강 및

각종 상담기관
22.5

전국 및 지역별 정신과진료기관, 알코올전문기관, 심리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인터넷중독상담 센터 등

직업/고용 관련
기관

1.8 전국 및 지역별 자활센터, 고용안정센터, 국비지원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시설 30.3
각종 대상자별 시설, 노숙인시설, 장기요양시설, 미혼모시설, 아동보호시설  
다문화가정시설, 양로원, 쉼터 등

각종 단체 14.8 후원단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사례관리기관 등
사회공헌 관련

기관
6.3 사회공헌기업,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교육 관련기관 3.8 학교, 학원, 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 등
프로그램/사업 6.0 기업의 사회복지사업, 복지관 제공서비스, 보건소프로그램 등

○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시 제안의견

<표 3>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시 제안의견

구분 내용

자원발굴/분류/공유 
및 관리체계

- 지자체별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홍보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인력 필요
- 욕구분류에 따른 분류체계 정립 필요, 그러나 너무 세부적인 분류체계는 지양
- 시스템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거나 평가를 위한 수단이 아닌 실제 업무지원 수단 강조
- 시스템구축뿐만 아니라 구축 후 활용도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확인 필요
- 기존 사용하고 있는 자원관련시스템과의 통합 및 공유 필요
- 자원공유시 균형적 배분에 대한 고려 필요
- 민간측에 대한 자원공유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필요
-  모든 자원의 공유보다는 전국단위, 시도단위 등과 같은 공유의 레벨이 필요하며,  

공개/비공개에 대한 선택권 부여 필요
- 민간에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수급관련내용 확인방안 필요
- 보건소와의 자원 및 서비스내역 공유 필요

시스템 관련기능

- 연관단어검색, 유의어검색, 다양한 조건별 검색 등 검색의 편리성 중요
- 욕구 및 다양한 조건파악에 따른 관련서비스 자동추출기능 필요
- 자원의 등록, 변경, 삭제기능이 용이하고 시스템 오류없이 편리하고 원활한 사용기능 필요
-  실 이용가능자원, 이용불가능자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자원관리기능,  

유사자원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기능 등 제반 자원관리기능 필요
-  대상자별 연계서비스 및 지원내용 조회기능(자원중복  확인), 대상자별(가구원별)  

월별 제공서비스내역 조회기능, 대상자 가족단위별 제공서비스 및 지원내용 조회기능, 
자원별 연계활용현황 조회기능, 대상 자별 스케줄러기능 등 다양한 조회기능 필요

- 자원발굴 및 공유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기능 필요
- 필요한 자원요청, 자원활용후기 혹은 자원발굴 노하우공유 등을 위한 커뮤니티기능 필요

■ 욕구에 기반한 복지자원분류체계 표준(안)

○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의를 통해 고용 및 직업, 주거지원, 보육 및 교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요

양 및 돌봄,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문화 및 여가, 권익보장 및 법률 등 9개 대분류와 69개 중분

류로 표준(안)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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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욕구에 기반한 복지자원분류계계 표준(안)

대분류 설명 중분류

1. 고용 및 직업(9)

구직을 위한 각종 상담(직업 심리·적
성검사), 취업능력 배양,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지원, 대상 특성별 일자리
사업 참여(자활사업, 공공일자리사 업 
등) 등 지원

직업 상담·직업능력개발(적성검사)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직업 훈련
직업 교육
자활 지원(자활사업)
공공일자리
단기일자리(아르바이트, 부업)
고용 및 직업관련 비용 지원

2. 주거지원(6)
주거생활의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주택 내외부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현물지원

주거 환경 개선(도배, 장판, 방역, 편의시설 등)
장기 거처 마련(시설 입소)
임시 거처 마련(쉼터 등 단기거주)
임대주택(매임, 전세, 임대아파트 등)
에너지 지원(냉·난방 등)
주거관련 비용 지원

3. 보육 및 교육(9)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평생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보육 및 유아교육
방과후 돌봄(방과후 교육, 학습지원 포함)
특기적성 교육
특수 교육(장애 아동·청소년)
양육 및 진로 상담
아동보호 지원(방임, 학대, 폭력, 비행, 입양 등)
중퇴자 지원
부모 교육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 지원

4.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8)

신체적 질병, 장애로 인한 치료 및  
건강관리

질병 치료
건강관리 지원(만성질환관리, 비만·영양관리, 건강검진, 방문관리 등)
간병(병원 및 재가)
재활 치료
보장구 지원(대여, 수리 포함)
특수 치료(음악·놀이·미술치료 등)
의약품 지원(보철, 건강보조제등 포함)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관련 비용 지원

5. 요양 및 돌봄(7)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
활을 유지하기 힘든 노인 및 장애인, 
산모를 위한 각종 돌봄 (보살핌, 보호)  
서비스

장기 요양(시설 및 재가)
단기 보호
주간 보호
출산 및 산후조리
가족 돌봄제공자 지원
기타 돌봄서비스
요양 및 돌봄관련 비용 지원

6.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11)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치
료 및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서 나타나는 제반의 갈등 및 스트레스
의 효과적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정신질환 지원(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위기 상담(자살, 우울, 폭력, 중독 등)
정신보건 교육(성교육 포함)
알코올 및 약물중독
게임·인터넷 및 도박중독
흡연
PTSD(외상후스트레스) 관리
ADHD, 과잉행동장애 관리
일반상담(학교생활, 사회생활 부적응 등)
폭력피해자 보호(성폭력, 학교폭력 등)
정신건강 관련 비용 지원

7. 문화 및 여가(7)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의 여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현물 지원

문화예술 활동(공연, 전시, 영화 등)
체육 활동
독서 지원
휴양 및 체험·여행
나눔문화-자원봉사
나눔문화-기부, 후원
지역사회 참여

8.  권익보장 및  
법률(4)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
한 서비스, 법절차에 따라 법의 보호
를 제대로 받을 수 있 록 지원

권익보장(인권관련)
법률구조 상담-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등
생활법률(부동산, 신용불량, 개인파산 상담 등)
법률 비용 지원

9.  일상생활  
지원(8)

그 밖에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기
본욕구의 충족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
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현물지원

가사 지원(세탁, 청소)
식사 지원(도시락, 밑반찬, 급식, 식당 등)
위생 지원(목욕, 이미용 등)
이동 지원
생필품 지원(의류, 식품, 생활가전, 생활용품 등)
생계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정보통신비 등)
후원금(특정용도 지정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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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보건복지정보연구

4. 통합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안)

■ 통합복지자원관리시스템의 비전과 목표, 제공 혹은 관리대상정보와 서비스(기능)는 다음과 같음

○ 비전: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실현’

○ 목표

·첫째, 통합적인 복지자원 정보제공체계 마련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공유 및 연계체계 마련

·셋째, 균형적인 복지자원 배분체계 마련

○ 기대효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국가차원의 복지자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그림 1]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비전 및 목표

<표 5>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제공 혹은 관리대상 정보

제공정보 내용
중앙 공적급여 및 서비스 - 중앙에서 제공하는 공적 복지급여 및 서비스정보, 수량

지자체 공적급여 및 서비스 -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공적 복지급여 및 서비스정보, 수량
후원/기부금 및 후원물품 - 개인 혹은 기관단위의 후원/기부금 및 후원물품 목록, 수량

보건의료기관 - 특성별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약국, 특수치료기관정보 등
-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정신건강 및 각종 상담기관
-  정신과진료기관, 알코올전문기관, 심리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인터넷중독

상담센터정보 등
- 정신건강 및 각종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직업/고용관련기관 - 자활센터, 고용안정센터, 국비지원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정보 등
- 직업/고용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관련시설

-  각종 대상자별 시설, 노숙인시설, 장기요양시설, 미혼모시설, 아동보호시설 
다문화가정시설, 양로원, 쉼터정보 등

- 관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각종 단체 - 후원단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사례관리기관정보 등
- 각종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사회공헌 관련기관 - 사회공헌기업,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정보 등
- 사회공헌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교육관련기관 - 학교, 학원, 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정보 등
- 교육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프로그램/사업 - 기업의 사회복지사업, 복지관 제공서비스, 보건소프로그램정보 등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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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비전 및 목표

<표 5>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제공 혹은 관리대상 정보

중앙 공적급여 및 서비스

제공정보 내용

- 중앙에서 제공하는 공적 복지급여 및 서비스정보, 수량

지자체 공적급여 및 서비스 -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공적 복지급여 및 서비스정보, 수량

후원/기부금 및 후원물품 - 개인 혹은 기관단위의 후원/기부금 및 후원물품 목록, 수량

보건의료기관
- 특성별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약국, 특수치료기관정보 등
-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정신건강 및 각종 상담기관
- 정신과진료기관, 알코올전문기관, 심리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인터넷중독상담센터정보 등
- 정신건강 및 각종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직업/고용관련기관
- 자활센터, 고용안정센터, 국비지원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정보 등
- 직업/고용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관련시설
- 각종 대상자별 시설, 노숙인시설, 장기요양시설, 미혼모시설, 아동보호시설 다문화가정시설,

양로원, 쉼터정보 등
- 관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각종 단체
- 후원단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사례관리기관정보 등
- 각종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사회공헌 관련기관
- 사회공헌기업,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정보 등
- 사회공헌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교육관련기관
- 학교, 학원, 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정보 등
- 교육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수량

프로그램/사업 - 기업의 사회복지사업, 복지관 제공서비스, 보건소프로그램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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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제공 혹은 관리대상 서비스(기능)

제공서비스 내용

중앙 및 지자체 공적급여 및 
서비스정보 조회 및 검색

-  중앙 및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적급여 및 서비스정보를 조회하고 검색
하는 기능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정보 조회 및 검색

-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정보를 조회하고 검색하는 기능

후원/후원물품/자원봉사등 
정보 조회 및 검색

-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등에서의 후원금, 
후원물품, 자원봉사내역 등 정보를 조회하고 검색하는 기능

정보적자원에 대한 조회 및 
검색

-  자원을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 정신건강 및 각종 상담기관, 직업/고용관련
기관, 사회공헌관련 단체, 교육기관, 관련시설 및 관련단체 목록 등을 조회하
고 검색하는 기능

- 복지관련 학술정보, 통계정보, 사회제도적 정보 등을 조회하고 검색하는 기능

조건에 따른 서비스 자동추출
-  사용자의 욕구 및 다양한 조건(상황)에 따라 관련서비스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능

해당기관 자체 자원관리
-  복지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능 등을 적용

하기 위한 기능

사례관리 업무지원
-  대상자별, 월별 연계 

서비스 및 제공서비스  
내역 조회

-  대상자 가족단위별 제공 
서비스 내역 조회

-  자원별 연계활용현황 조회
- 대상자별 스케줄러

-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사례관리시스템에서도 반영이 필요한 기능
으로써,
·대상자 개인별, 월별로 연계하여 제공받은 서비스목록 및 내용 조회기능
·대상자 가족단위별로 제공받은 서비스목록 및 내용 조회기능
·각 복지자원별 연계활용현황 조회기능
·대상자 개인별 사례관리계획에 필요한 제반일정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

실시간 자원관리 - 자원의 수량관리를 통해 실시간 가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원공유 - 제공주체별 자원공유여부에 따라 상호 공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능

자원 연계/배분 - 공유자원에 대한 연계신청 및 승인/거부, 이에 따른 배분기능

자원평가 및 모니터링 - 복지자원에 대한 질관리 및 공유/배분의 효율성을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기능

커뮤니티
-  관련공무원간, 사례관리담당자간, 공무원과 사례관리담당자간, 민간 사례관

리담당자간 자원 요청, 자원활용후기, 자원발굴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기능

복지지도
-  지역내 복지자원에 대한 지리적위치, 내역, 모니터링상태 등을 표시하는 온

오프라인 지도표시 기능

각종 정보조회 및 검색

- 디렉토리 검색방식
- 색인어(주제어) 검색방식
· 검색어자동완성기능, 검색어추천기능, 관련검색어기능, 바로가기기능, 추천

검색어기능, 실시 간인기검색어기능, 검색어 순위기능 등
·유의어사전 구축필요

■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각종 정보조회 및 검색방식

○  디렉토리 검색: 복지자원에 대해 ‘욕구’와 ‘목적’, ‘자원유형’을 참고한 대분류 및 중분류체계와 더불어 

각각의 자원정보에 대한 공개수준(비공개, 기초자치단체수준 공개, 광역자치단체수준 공개, 전지역공

개), 현물(물품, 인적서비스, 시설, 프로그램)/현금(현금, 대출보증) 속성, 생애주기 및 대상(아동·청

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여성, 전생애), 가정형태(다문화, 모부자, 한부모·조손, 소년소녀가장 등), 

소득계층 등에 대한 분류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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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매트릭스개념의 복지자원분류체계(안)

대 
분 
류

중 
분
류

공개수준 자원의 속성 생애주기 및 대상 가정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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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 
인

장 
애 
인

여 
성

전 
생 
애

다 
문 
화

모 
부 
자

한
부 
모
조 
손

소
년 
소
녀 
가
장

물
품

인
적 
서
비 
스

시
설

프
로 
그
램

현
금

대
출(

보
증)

대 
분 
류
1

중분류1

중분류2

중분류3

~

대 
분 
류
2

중분류1

중분류2

중분류3

~

~

중분류1

중분류2

중분류3

~

○  주제어 검색: 검색어자동완성기능,  검색어추천기능, 관련검색어기능, 바로가기기능, 추천검색어기능, 

실시간 인기검색어기능, 검색어 순위기능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 ‘유의어사전’에 대한 도입 

필요

■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중앙의 전담공무원, 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자체 전문요원, 관련기관 및 민간
시설 담당자, 일반국민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정보관리·운영자는 중앙 정보운영기관, 광역/기초 
정보운영담당(자), 각 기관담당자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음

[그림 2] 통합복지자원관리시스템의 개념도

���어 검색� 검색어����기능, 검색어추천기능, ��검색어기능, ���기기능,
추천검색어기능, 실시간 인기검색어기능, 검색어 순위기능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유의어사전’에 대한 도입 필요

�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자는 중앙의 전담공�원, 지자체 전담공�원, 지자체 전문
요원, 관련기관 및 민간시설 담당자, 일반국민 등 크게 5개영역으로 구분되며, 정보관
리·운영자는 중앙 정보운영기관, 광역/기초 정보운영담당(자), 각 기관담당자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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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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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매트릭스개념의 복지자원분류체계(안) 

공개수준 자원의 속성 가정형태 ~생애주기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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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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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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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3

~

중분류1

중분류2

중분류3

~

중분류1

중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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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통합복지자원관리시스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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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8월 5일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며, 
본 자격제도는 무시험과정이
수형 자격으로 업무 독점형 자
격이 아니라 능력인정형 자격
임. 따라서 장례지도사 자격증
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분야
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 
규정도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시장
에서의 활용 가치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임. 따라서 장례지도 
사의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
부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
가 있음. 나아가 장례지도사는 
과정이 수형 자격이므로 교육
에 대한 질관리가 매우 중요 한
데,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 등이 법률에 규정되
어 있지 않은 등 법제도의 미미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야할 것임

1.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배경

■ 도입배경

○  근대적 위생 관념의 도입 이후로 공중보건과 위생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관심이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다루는 종사자나 

장소 등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관심은 높지 않음

○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장례서비스는 장례관

련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이들 종사자의 역량에 달려 있음

○  국민 보건위생, 복지서비스 측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들 인력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지금까지 22개 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이 2만여 건 발급되는 등(’12년 5월 현재) 사후적인 문제

소지가 매우 높음에 따라 이들의 직업윤리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

성이 시급히 제기됨

○  따라서 이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례지도

사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 서비스의 직접적 

이용 당사자인 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

○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전문인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강화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도입논의1)

○  장례전문인력 자격제도는 19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염사제도’를 둔 것이 도입의 시작이며, 1987년에는 ‘염사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운영되다가 1993년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

으로 염사관리 지침이 폐지되어 국가차원의 관리규정이 사라지고, 

현재까지 민간자격 제도로 운영되게 됨

1)　염사와 장례지도사는 동일한 자격개념은 아님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망 및 발전방향

박건 (보건복지정보센터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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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01년 1월, ’07년 5월), 현행 민간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비용 상승 요인 등이 있으므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인하여 철회됨

○  2011년 6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손숙미 의원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같은 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12년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주관부서: 보

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 장례지도사 자격 및 직업현황분석

■ 국내외 장례지도사 자격 및 직업현황

○국내현황

· ’12년 5월 현재 민간자격 등록기관으로 등록된 22개 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지금까

지 약 2만여건의 민간자격증이 발급된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 상업적인 목적에서 장례업에 종사하는 

장례지도사는 5천명에서 8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국외현황

· 미국의 경우, 장례지도사와 시신보존처리사의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장례사업관련 장소나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주법으로 규정하고, 

그 조건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연방자격시험 또는 주자격시험을 통해 면허가 발급됨

· 일본의 경우, 장례 업무 종사자의 기능향상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된 민

간자격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장제지도사기능심사협회’에서 장제지도사 기능심사를 

수행함. 일본의 장제지도사는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표로

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국가자격제도가 아닌 영국장례지도사협회(NAFD)에서 소정의 최고지도자 과정(장례

지도사)을 이수한 후 검정시험을 실시함. 특히 직장보건안전법은 장사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장례관련 사업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뉴질랜드 국가자격체계에 대학의 

전문학위 수준(national diploma 5)으로 장례지도사와 시신보존처리사 자격을 규정 하고 있어 교육

훈련을 실시함. 54주 과정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관련업계 종사자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내외 장례지도사 전문교육 사례 및 현황

○  장례관련 교육기관은 장례지도사 관련 정규과정이 설치된 대학(대학원 1곳, 대학교 1곳, 전문대 4곳)

과 민간교육기관(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종교기관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학의 학위과정

이나 각 민간교육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민간교육기간의 교육 과정의 경우 대략적으로 상장

례, 공중보건, 장례상담, 관련 법규 등의 4가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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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흐름

■ 자격제도의 개요

○  자격은 광의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협의로 볼 때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한 증명서를 의미하기도 함(박종성 외, 2005)

○  자격은 기능별로는 업무독점형과 능력인정형으로 구분되며, 내용별로는 전문자격과 일반 자격으로, 시행

주체별로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절차

○  장례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1조에 근거, 국민의 건강과 안위 그리고 존엄을 유지하는 분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례지도사 직무의 표준화로 장사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국민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개별법

의 국가자격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현재 관련법은 의원 입법의 형태로 도입됨

○  현재 시행 예정인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검정형 자격이 아닌 과정이수형 자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됨

■ 장례지도사의 직무 및 범위

○  장례지도사의 직무는 ‘장례의식에 따른 절차 및 각종 정보 제공과 시신처리 과정에서 시신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장례용품을 공급하고, 장례의식 진행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임

○  장례지도사의 직무는 크게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장사행정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장례상담은 고인이 사망한 후 전체적인 일정과 장례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사망 접수 및  

확인, 장례일정 확인, 장례절차 및 방법안내, 용품 상담 및 안내를 하는 것임

· 시신관리는 시신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안치실이나 염습실의 관리, 수시, 염습 및 입관, 발인 

및 운구 등 시신의 전체적인 관리를 포함하는 것임

· 의례지도는 전반적인 의례를 지도하는 것으로 호상 등 직무분담, 빈소설치 및 조문예절 안내, 종교별 

장례지도를 포함함

· 장사행정관리란 장례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

례행정 절차 안내, 사고사 및 무연고 사망자 관리, 장례 후 의례안내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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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보건복지정보연구

[그림 1] 장례지도사 직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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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시행규칙안2) 개요

■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은 광역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시도에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

수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무시험 과정이수형 제도

■ 교육과정

<표 1> 표준교육과정(신규자 기준)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150시간)

/
실기연습
(100시간)

장례 상담
유족상담 4 4

장례상담 절차 8 8

장사시설관리
장사시설 6

장례식장 실무 4 4

위생관리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6 8

시체의 위생관리 8 12

염습 및 장법실습
수시 및 염습 5 30

발인 및 운구 5 16

공중보건

총론 4

건강과 질병 8

예방대책 10

장례학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8

상장제의례 이해 15

상장의례의 실제 6

종사자 직업윤리 4

장사법규
장사관련법규 25

기타 관련 법규 안내 12

장사행정
장사행정절차 10

장사행정실제 8 12

소계 ① 150 ② 100

현장실습
(50시간)

장례식장 실습 50

소계 ③ 50

총 계(① + ② + ③) 50

2)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참조(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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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보건복지정보연구

■ 교육시간

○  현장실습은 현장실습기관(장례식장)에서 수행하며, 제시된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신규자 기준 300시간)

○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9할 이상 출석하고, 8개 과목당 평가 점수가 각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함

■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  교육운영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안정적인 강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전임교수는 교육인원 40명당 1인 이상 두도록 하며, 해당분야의 경력자(학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외

래교수로 둘 수 있도록 함

■ 교육시간 감면 등에 대한 조항

<표 2>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

경력 일반 경력자 민간자격증 소지자 장례관련 학과 졸업생 종교단체 염습 종사자

1년 이상~3년 미만 100 50 25 50

3년 이상 0 0 0 50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교육시간 감면

○  그 밖에 일반경력자, 장례관련학과 졸업생, 종교단체 염습종사자 등에 대해서 교육시간 감면 규정을  

두어, 특례대상(경력 3년 이상)이 되지 못하는 기존 경력자들에 대해서도 경력인정을 하도록 정함

○  교육시간 감면조항의 경우 특례에서와 같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례(기존 경력자에 대한) 조항

○  기존 경력자들의 경우,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기본교육은 장사법규, 장사행정, 공중보건, 직업윤리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본 특례조항은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14년 8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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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 장례지도사 제도의 조기 안착화를 위한 제언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발급 및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에 대한 절차는 시도에서 진행하도록 규정됨.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인력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 

관련 업무의 실행과 관련하여 시도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시도와 협조체계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특례 대상자의 자격증 취득신고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충분한  

사전준비 요망

○  장례지도사 과정은 교육과정 이수형 제도이므로,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 관리가 중요하므로, 교육기관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질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내용을 준비하여 부실한 교육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방지대책이 요구됨

○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또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 

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홍보를 통하여 인식의 개선은 물론, 장례복지서비스를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개선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내용적 보완을 위한 제언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이 도입되게 되면, 자격기본법 제14조에 의거 동일 명칭의 민간 자격증은 사용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기존 관련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수렴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장례지

도사 국가자격증은 업무 독점형 자격제도가 아니며, 의무 고용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국가자격증 소지

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가자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장례지도사 배치기준 및 의무고용제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격등급은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집단사망자 관리나 장례식장 경영 

등과 같이 현재의 장례지도사 업무에서 제외된 역할이나 기존 포함된 업무들의 심화된 역할들이 추가

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격검정시험은 품질관리를 위해서 요구되기도 하므로, 역할과 업무 범위, 자격

등급과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요구됨

·요양보호사의 경우 무시험 자격검정제도 이후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제도가 도입됨

○  현재 개정 장사법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러나 자격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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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집행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언

○  현재 장례지도사 자격취소기준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며, 자격취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자격취소 이후 곧장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등  

자격취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함

○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함

○  장례지도사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를 통하여 장례절차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적절한 수준에서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장례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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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는 이미 수많은 빅 데이터가 정
부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
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빅 데이터 활용에는 미흡함

-  빅 데이터를 통한 자살요인 분
석은 구글의 검색트랜드(http://
www.google.co.kr/trends/)를 
이용하여 한국의 자살 검색량
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
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자살
률은 구글의 자살 검색량과 비
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도
별 자살률은 자살 검색량을 유
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본 고의 스트레스 검색량이 자
살 검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검색
포털이나 SNS에서 관련 키워드
의 검색이나 Buzz 발생 시 징후
가 예측되면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
램을 팝업창이나 문자 메시지
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자살
충동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빅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  빅 데이터란?

○ 스마트기기, 센서 등의 급속한 보급과 모바일 인터넷과 SNS의 확산

으로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 

○ 2011년 전 세계 데이터에서 생성될 디지털 정보량이 1.8ZB(제타바

이트)에 달하는 ‘제타바이트 시대’로 진입1)

· 1ZB는 1조GB(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양으로 미의회도서관 저장

정보(235TB(테라바아트), ’11. 4월 현재)의 약 4백만배에 해당

○ 빅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양적인 의미를 벗어나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포괄하는 개념

· 빅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수집·저장·관

리·분석하기 힘든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 정의

■  빅 데이터의 가치2)

○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빅 데이터가 향후 국가와 기업의 성패

를 가름할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부문에서 빅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

○ 맥킨지(McKinsey)는 의료, 공공행정, 소매, 제조, 개인정보 등 다양

한 부문에 빅 데이터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미국의 경우 최대 7천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EU는  

연간 1,500억 유로 이상, 한국은 10.7조 원 이상 정부지출이 감소

될 것으로 예측

○ 가트너(Gartner)는 빅 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전망

·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40만개, 미국 내에서만 190만개의 빅 데

이터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1)　윤형중(2012). 이제는 빅 데이터 시대. e비즈북스.

2)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10. 29). 대한민국 사회현안과 빅 데이터 전략’과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2011. 11). 지식정보 개방과 협력으로 스마트정부 구현’에서 인용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요인 다변량 분석:
Google 검색트랜드 적용

송태민 (보건복지정보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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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데이터의 활용사례

○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많은 국가의 공공부분에서 유전자와 생명연구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예측)과 치료, 환자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국적 IT기업과 검색포털들은 기존에 저장된 빅 데이

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가치 정보를 제공

· 미국 국립보건원은 제조사와 사용자 간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Pillbox서비스(pillbox.nlm.nih.gov)를 구축하여 연간 5,000만달러의 비용

절감3)

· 구글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의 로그를 분석하여 독감예보 서비스(www.google.org/flutrends)

를 제공하여 전 세계 독감확산 현상을 실시간으로 제공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 데이터 국가전략포럼 분석팀에서는 2012년 1월부터 10월 18일까지 자살로 언

급된 빅 데이터 자료를 뉴스,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에서 수집하여 청소년이 작성했다고 추

정되는 69,886건의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한 온라인 Buzz의 발생패턴에 따라 보

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임4)

■  자살요인 분석의 빅 데이터 활용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이미 수많은 빅 데이터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정

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 데이터 활용에는 미흡함

·  공공부문의 빅 데이터는 정보의 제한적 서비스로 활용이 미흡한 반면, 민간기관의 검색포털이나 

SNS에서 관리되고 있는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속에 자살률이 2004년부터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이며, 특

히 청소년계층의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그동안 자살 연구는 국가 간 자살률 비교나 패널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자살원인의 요인으로 정신과적 

요인, 생물학 및 의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됨

· 사회환경적 요인 중 유명연예인이나 또래 친구의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도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며,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여 자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됨

○  패널 데이터의 분석은 데이터 수집의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자살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본 고에서는 구글의 검색트랜드를 활용하여 자살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적용해 봄으로써 보건복

지분야 빅 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3)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빅 데이터로 진화하는 세상(Big data 글로벌 선진 사례).

4)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10. 29). 대한민국 사회현안과 빅 데이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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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데이터를 통한 자살요인 분석은 구글의 검색트랜드(http://www.google.co.kr/trends/)를 이용하

여 한국의 자살 검색량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과 한국과 미국의 자살요인에 대

한 집단 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함

· 구글의 검색트랜드는 전 세계의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특정시간에 

특정지역에서 검색어를 입력한 검색량을 표준화하여 제공함

· 본 연구에 사용된 구글의 검색어로는 스트레스(stress), 음주(drinking), 운동(exercise), 자살

(suicide)로 2004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검색량을 이용함5)

[그림 1] 구글 검색트랜드(http://www.google.co.kr/trends/)의 suicide 검색어 검색 결과(미국)

2. OECD 국가별 자살률과 빅 데이터 자살 검색량 비교

■ OECE 주요 국가의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 비교

○ 2010년 OECD 회원국의 자살에 의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8명이며, 우리나라는 33.5명으

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음(OECD Health Data 2012)

○ 주요 OECD 국가의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가의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은 안정

적으로 지속되거나 감소하였으나, 한국의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5)　국내의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와 자살 간에 건강생활실천요인(음

주, 운동 등)이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는 결과에 따라 본 고의 자살요인 분석에는 4개의 키워드를 선정함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2004년 4월

숫자 100은 최대 검색량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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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 비교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살률1) 검색량2) 자살률1) 검색량2) 자살률1) 검색량2) 자살률1) 검색량2) 자살률1) 검색량2) 자살률1) 검색량2)

독일 11.4 42.8 10.7 41.2 10.2 40.3 10.3 41.8 10.3 41.3 10.8 41.0

미국 11.2 74.2 11.3 64.2 11.7 59.7 12.0 61.0 - 57.5 - 57.4

스웨덴 13.1 79.3 12.7 75.3 11.9 64.1 12.2 61.4 12.9 57.1 11.7 61.0

영국 6.7 87.0 6.7 77.0 6.3 63.8 6.9 67.0 6.8 56.8 6.7 53.4

이탈리아 - 59.5 5.6 72.1 5.7 57.3 5.8 48.3 5.9 40.3 - 34.3

일본 22.1 71.2 21.6 62.0 22.1 59.3 21.8 69.8 22.2 76.4 21.2 83.3

프랑스 17.1 63.4 16.5 52.9 15.8 52.5 16.1 53.6 16.2 49.9 - 49.3

핀란드 18.3 49.0 19.6 43.7 18.2 42.8 19.0 46.8 18.9 47.7 17.3 44.0

호주 10.3 79.1 10.4 69.6 10.8 60.2 10.8 54.5 10.5 49.9 10.6 51.0

한국 29.9 58.9 26.2 42.2 28.7 47.3 29.0 55.8 33.8 58.8 33.5 78.3
1) 자살률은 인구 100,000명당 자살 수를 나타냄(OECD Health Data 2012) 

2)  자살 검색량은 google에서 실행된 총 검색수 대비 자살용어(suicide, 자살)에 대한 검색수로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에서 검색할 확률을 

나타냄 

■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 비교 

○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28.1명에서 2004년 29.5명, 2005년 29.9명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감소하였

다가 200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글의 자살 검색량도 자살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5년과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과 함께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이 증가한 것은 모방자살

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한국의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 비교

○  연도별 자살 검생량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연도별 자살률은 자살 검색량

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자살 검색량의 통계적 차이를 분별하는 모형 1(기초모형)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는 

55.202로 유의하게(p<.001) 나타났으며, 집단내 상관계수(ICC: Interclass Correlation)는 .332로 

유의하게 나타나(χ2=41.909, P<.001) 연도별 특성에 따라 자살 검색량이 33.2%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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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2(무조건적 기울기 모형) 검증에서 월별 자살 검색량의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검색량이 .38 정

도 자살 검색량을 유의하게(p<.1)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의효과(Random Effect)도 유의미

하게(p<.1) 나타나 스트레스 검색량도 연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3(조건적 모형) 검증에서 연도별 자살률은 자살 검색량을 3.26정도 유의하게(P<.0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mixed model: 자살검색량ij=γ00 + γ01*자살률j+ γ10*스트레스검색량ij+γ20*음주검색

량ij+γ30*운동검색량ij+u0j+u1j*스트레스검색량ij+u2j*음주검색량ij+u3j*운동검색량ij+rij)

3. 자살요인에 대한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 자살요인 다중집단 구조모형의 적합성6)

○  자살요인의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은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집단 간 등가제약 과정을 거쳐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함

· 다중집단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df, p)=2.061(2, .357), GFI=.995, NFI=0.991, 

TLI=0.998, RMSEA=0.012로 모든 적합도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살요인 다중집단 경로분석

○  한국과 미국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에서 운동, 음주, 그리고 자살로 가는 경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한국과 미국의 집단별 모수 추정치

경로
한국 미국

B(β) C.R. P B(β) C.R. P

스트레스→음주 .186(.276) 2.941 *** .172(.158) 1.644 *

스트레스→운동 .777(.756) 11.834 *** .337(.391) 4.357 ***

음주→자살 .186(.222) 2.538 ** .013(.014) .211 .833

운동→자살 .099(.179) 1.395 .163 .099(.084) 1.179 .239

스트레스→자살 .142(.251) 1.922 * .717(.704) 9.820 ***
B: 비표준화회귀계수 β: 표준화회귀계수

*** p<0.01, ** p<0.05, * p<0.1

[그림 3] 한국과 미국의 자살요인 다중집단 구조모형

***p<0.01, **p<0.05, *p<0.1  경로계수 표기: 한국경로계수(미국경로계수)

6)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안된 스트레스가 건강생활실천요인(음주, 운동)을 매개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스트

레스 취약모형을 적용함

음주

자살스트레스

.276***(.158*)

.756***(.391***)

.521***(.704*)

.221**(.014)

.179(.084)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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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요인 집단 간 구조모형 분석

○  구조모형내 자살요인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모형 

내 존재하는 모든 경로계수에 대해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저모형과 비교

○  스트레스에서 운동으로 가는 경로와 음주와 운동에서 자살로 가는 경로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이 미국보다 ‘스트레스→음주→자살’로 가는 경로와 ‘스트레스→운동→자살’로 가는 경로가 더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남

<표 3> 기저모형과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집단 간 차이 비교

구분 χ2 df C.R.1) △χ2

기저모형 2.061 2

스트레스→음주 2.074 3 -.116 .013

스트레스→운동 30.979 3 5.529** 28.918

음주→자살 19.977 3 -4.328** 17.916

운동→자살 5.249 3 -1.803* 3.188

스트레스→자살 2.061 3 .000 0

모든경로제약 60.073 7 58.012
1)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 p<0.05, * p<0.1

■  자살요인 다중집단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 스트레스와 자살의 경로에 운동과 음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 한국은 매

개효과가 있으나 미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스트레스는 운동과 음주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구글 검색트렌드에서 한국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건강생활실천요인(음주, 운동)을 많이 찾게

되고 이러한 건강생활실천요인이 자살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운동과 음주 매개변수의 집단 간 효과분해

경로
한국 미국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1)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1)

운동매개효과
스트레스→자살

.446 .277 .169* .739 .706 .033

음주매개효과
스트레스→자살

.446 .380  .066** .739 .737 .002

주: 1) Sobel Test: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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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빅 데이터 효율적 활용방안

■ 결론

○  본 연구결과는 구글 검색트랜드의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례에 불과하며 자살과 관련된 더 많은 빅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연도별 자살률은 구글의 자살 검색량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자살 검색량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결과 연도별 자살률은 자살 검색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스트레스와 자살로 가는 경로에 건강생활실천요인이 미국은 없고 한국

만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요인의 검색이 자

살 검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 검색량이 자살 검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검색포

털이나 SNS에서 관련 키워드의 검색이나 Buzz 발생 시 스트레스와 자살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서비

스의 제공이 요구됨

· 민간 검색포털이나 SNS에서 스트레스와 자살에 관련된 키워드의 검색이나 Buzz 발생 시, 이용자의 

빅 데이터(연령층, 그동안의 검색패턴이나 Buzz 등)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징후가 예측되면 이용

자에게 가장 적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팝업창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자살

충동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보건복지 빅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7)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예측가능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복지분야 빅 데이터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 빅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 부처 차원의 조직(가칭: 보건복지 빅 데이터 관

리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함

- 보건복지 빅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통계청 등 많은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책연구기관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의 연계와 공유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

이 필요함

·보건복지 비 정형화된 빅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 비 정형화된 보건복지 빅 데이터는 민간기관의 검색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생산·저장되고 있어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칭: 보건복지 빅 데이터 포럼)가 구축되어야 함

7)　‘송태민. 보건복지 빅 데이터 효율적 활용방안. 보건복지포럼(2012.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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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제공이 필요함

- 민간기관의 빅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인프라만 있으면 분석이 가능하

나 공공정보의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으면 활용이 불가함

- 2012년 10월 기준으로 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에서 공개되어 있는 API는 133종으로  

이중 보건복지 분야의 API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하는 10종에 불과함

- 보건복지 빅 데이터의 공개는 관련기관과 빅 데이터 전문가의 참여로 정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분류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안하여 국가지식 플랫폼에 저장해야 함

· 보건복지 빅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스마트 시대에는 비 관계형, 비 정형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시멘틱 검

색서비스, 추론에 기반한 상황인식 서비스 등의 기술이 핵심임

-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보건복지 분야 빅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추론’할 수 있는 기술개

발은 물론 기술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의 인재 양성이 필요함

- 빅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글로벌 IT업

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인재 확보와 역량 강화를 추진함

· 보건복지 빅 데이터의 개인정보와 기밀정보에 대한 보안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보건복지 빅 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만 아직 법·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며 논의조차 되지 못함

- 빅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과다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사이버 인권

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 빅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익명화와 정보접근 및 정보처리에 대한 통제임

- 그러나, 정보접근 및 정보처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면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 빅 데이터의‘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함



440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441440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441

NO 제목 저자 발행일

120 한국의료패널로 본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정영호 2012.01.06

121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이삼식 2012.01.13

122 유럽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사례와 발전 동향 최은진 2012.01.20

123 유럽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및 시사점 곽노성 2012.01.27

124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김미곤 2012.02.03

125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지표의 의의와 적용 이현주 2012.02.10

126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김문길 2012.02.17

127 취업모의 일가정양립과 보육 연계 실태와 시사점 이삼식·이지혜 2012.02.24

128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방안 정영철 2012.03.02

129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의 공급실태 오영호 2012.03.09

130 단체급식의 현황과 영양관리 개선 과제 김혜련 2012.03.16

131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황나미 2012.03.23

132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정기혜 2012.03.30

13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 최성은 2012.04.06

134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신현웅 2012.04.13

13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신화연 2012.04.20

136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여유진 2012.04.27

13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이윤경 2012.05.04

138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 김남순 2012.05.11

139 Specialty Drugs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2012.05.18

140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윤강재 2012.05.25

141 복지사업 대상의 소득계층별 분포 강신욱 2012.06.01

142 가구균등화척도가 상대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2012.06.08

143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김현식 2012.06.15

144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망 및 발전방향 박건 2012.06.22

145 의료이용의 지역적 불평등: 지역단위 접근의 중요성 신호성 2012.06.29

146 식품 위해평가분야의 국제협력 동향 및 발전 방향 김정선 2012.07.06

2012년 『보건·복지 Issue & Focus』 발간현황



440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441440 ㅣ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2 ㅣ 441

NO 제목 저자 발행일

147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경희 2012.07.13

148 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및 미래의 도전과제 홍석표 2012.07.20

149 농어촌지역 빈곤 및 양극화 현상 김태완 2012.07.27

150 희망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운영 현황 및 정책과제 최현수·최준영 2012.08.03

151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2012.08.10

152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김유경 2012.08.17

15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선우덕 2012.08.24

15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고경환 2012.08.31

155 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유근춘 2012.09.07

156 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박종서 2012.09.14

157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이상림 2012.09.21

158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오영희 2012.09.28

159 농어촌 주민의 일반·응급의료이용 현황 및 시사점 김동진 2012.10.05

160 「건강일본 21」 평가 결과 정진욱 2012.10.19

161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 원종욱·김태은 2012.10.26

162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시사점 윤석명 2012.11.02

163 프랑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시사점 김대중 2012.11.09

164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책과제 김미숙 2012.11.16

165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장영식·진재현 2012.11.23

166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시사점 김성희 2012.11.30

167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와 시사점 도세록 2012.12.07

168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요인 다변량 분석: 
Google 검색트랜드 적용 

송태민 2012.12.14

169 외국의 보육ㆍ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이삼식 2012.12.21

170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 최정수 2012.12.28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발 행 일 2012년 12월

저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 행 인 최병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Tara Graphics

가 격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6827-000-0




	I. 보건정책연구
	한국의료패널로 본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유럽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사례와 발전 동향
	유럽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및 시사점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의 공급실태
	단체급식의 현황과 영양관리 개선 과제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의료이용의 지역적 불평등:지역단위 접근의 중요성
	식품 위해평가분야의 국제협력 동향 및발전 방향
	「건강일본 21」 평가 결과
	프랑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시사점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

	II. 건강보장연구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Specialty Drugs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어촌 주민의 일반·응급의료이용 현황 및시사점
	III. 사회보장연구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지표의 의의와 적용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복지사업 대상의 소득계층별 분포
	가구균등화척도가 상대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및 미래의 도전과제
	농어촌지역 빈곤 및 양극화 현상
	희망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운영 현황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시사점

	IV. 사회서비스연구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책과제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V. 저출산고령사회연구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취업모의 일가정양립과 보육 연계 실태와 시사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제도 개선방향
	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외국의 보육ㆍ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VI. 사회재정통계연구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
	기초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와 시사점

	VII. 보건복지정보연구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방안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행에 따른전망 및 발전방향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요인 다변량 분석:Google 검색트랜드 적용

	2012년 『보건·복지 Issue & Focus』 발간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