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 선도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보건의료·사회복지·사회정

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에 이바지해 왔다고 자부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의성·적시성 있는 국가의제(national agenda) 선정과 근거기반적인

(evidence-based) 정책연구 추진을 통하여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적 정책과제인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공생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가적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연구원이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정책건의를 

집약하여 국회, 정부, 각계의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정책건의 자료는 정책의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향후에도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용적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능동적인 정책연구 및 근거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정책건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집, 연구 지원을 위하여 애를 쓴 연구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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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세 차례의 World Forum 개최 등 삶의 질과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Your Better Life 
Index’를 발표(2011년 10월)

‘Your Better Life Index’는 2개 영역(①물질적 조건, ②삶의 질), 11개 중분류, 

22개 세부지표로 구성

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 등 8개 국가보다 높은 26위에 위치

‘Your Better Life Index’는 주로 소득과 빈곤에 집중되었던 삶의 질 평가가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 참여, 환경, 안전, 주관적 

인식 등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

OECD 평균과의 상대적 순위를 보았을 때, 소득, 교육, 정치적 참여와 민주화, 

안전 등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양호

사회적 관계, 환경, 주관적 지표 전반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하여 사회통합 노력과 

함께 체감도 높고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시행이 필요

 대부분 선진국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순위가 낮은 것은 불가피하나, 

복지수준 향상과 사회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표 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요 약 

1 'Your Better Life Index'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

❙부연구위원 윤강재❙
❙    연구원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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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 개요

OECD는 회원국들의 삶의 질과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Your 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How’s Life?] 보고서로 공개

(2011.10)

지표의 개발을 위해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과 ‘삶의 질

(quality of life)’ 등 2개 영역에서 22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34개 회원국가와 

6개 비회원 협력국가에 적용

'Your Better Life Index'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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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Your Better Life Index 구성

영역 중분류 세부지표 지표설명 연도

물질적 
삶의 
조건

소득

가계순가처분 
소득

근로 및 금융소득과 사회적 이전 등 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비용 등을 뺀 순가처분소득

2009

가계순금융자산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현금, 예금, 주식 등) 2009

직업과
임금

고용률 15~64세 인구의 취업률 2010

장기실업률
15~64세 인구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

2010

1인당 연간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총임금 2009

주거

방의 갯수 거주공간의 방의 개수/거주인 수 2009

주거의 질
욕실, 화장실 등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

2009

삶의 
질

건강
상태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2009

주관적 건강수준
스스로 평가한 건강수준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판단한 비율

2009

여가

장기근무시간 주 50시간 이상 초과근무 근로자 비율 2009

개인 여가시간
상근근로자가 하루 중 취미, 여가, 
자기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2000

주부 고용률 6~11세 학령기 아동을 가진 주부의 취업률 2008

교육
교육수준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이상 교육을 
받는 인구비율

2009

인지능력 15세 학생의 읽기능력(PISA score) 2009

사회적
관계

사회적관계 지원
도움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친척･친구가 
있는 비율

2010

사회
참여와 
정치

투표참여율 투표가능인구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 2007

정책결정 참여
정책결정에서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협의구조･과정의 수

2008

환경 대기오염
10만명 이상 거주지역의 1m3당 
미세먼지(PM10) 농도

2008

치안
살인율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살인 비율 2008

위험인지도 지난 1년간 폭력･폭행 등을 경험한 비율 2010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정서적 균형감 삶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인구 비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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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our Better Life Index’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삶의 질 수준

1) 물질적 삶의 조건

소득(Income and Wealth)

1인당 가계순가처분소득에서는 룩셈부르크, 미국, 노르웨이 순으로 높았으며, 

1인당 가계순금융자산은 미국, 스위스, 벨기에 등의 순으로 상위 순위에 위치

우리나라는 가계순가처분소득에서는 25위로 중하위, 가계순금융자산에서는 18위로 

중위권에 위치하였으며, 두 지표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Ⅰ-2> 소득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단위: $, PPPs)

순위
1인당 가계순가처분소득

순위
1인당 가계순금융자산

국가명 값 국가명 값

1 룩셈부르크 31,365 1 미국 80,890

2 미국 30,205 2 스위스 73,190

3 노르웨이 25,314 3 벨기에 60,364

4 캐나다 23,896 4 이스라엘 56,678

5 호주 23,853 5 룩셈부르크 56,148

6 프랑스 23,578 6 영국 55,350

7 오스트리아 23,311 7 일본 53,858

8 영국 22,791 8 캐나다 53,548

9 스웨덴 22,383 9 네덜란드 50,080

10 벨기에 22,302 10 이탈리아 42,313

⋮ ⋮
25 대한민국 13,923 18 대한민국 19,939

⋮ ⋮
29 에스토니아 10,942 26 에스토니아 9,520

30 러시아 10,262 27 멕시코 9,424

31 멕시코 8,803 28 폴란드 5,819

32 칠레 6,937 29 노르웨이 5,589

33 남아공 5,455 30 슬로바키아 1,737

OECD 평균 17,286 OECD 평균 31,445

자료: OECD(2011). How’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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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임금(Jobs and Earnings)

직업과 임금 분야의 평가지표는 ①고용률 ②장기실업률 ③1인당 연간 임금 3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 아이슬란드, 한국, 미국의 순위가 가장 높게 발표

우리나라는 고용률 23위, 장기실업률 1위, 1인당 연간 임금 19위 등으로, 장기

실업률에서는 매우 양호하였고, 고용 수준과 임금 수준(정규직)에서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

<표 Ⅰ-3> 직업과 임금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단위: %, %, $, PPPs)

순위
고용률

순위
장기실업률

순위
1인당 연간 임금

국가명 값 국가명 값 국가명 값

1 아이슬란드 78.86 1 대한민국 0.0 1 미국 50,787

2 스위스 78.59 2 멕시코 0.1 2 룩셈부르크 50,617

3 노르웨이 75.36 3 노르웨이 0.3 3 스위스 47,800

4 네덜란드 74.71 4 뉴질랜드 0.6 4 네덜란드 46,615

5 덴마크 73.44 5 캐나다 1.0 5 호주 45,385

6 스웨덴 72.69 6 호주 1.0 6 아일랜드 45,166

7 호주 72.40 7 오스트리아 1.1 7 영국 44,580

8 뉴질랜드 72.34 8 네덜란드 1.2 8 노르웨이 42,921

9 오스트리아 71.73 9 룩셈부르크 1.3 9 덴마크 42,829

10 캐나다 71.54 10 스웨덴 1.4 10 캐나다 41,312

⋮
⋮

⋮
23 대한민국 63.31 19 대한민국 32,638

⋮ ⋮
32 폴란드 59.26 30 포르투갈 6.0 22 포르투갈 22,666

33 슬로바키아 58.75 31 아일랜드 6.8 23 체코 19,618

34 이탈리아 56.88 32 에스토니아 7.8 24 헝가리 18,220

35 헝가리 55.40 33 슬로바키아 8.5 25 폴란드 17,812

36 터키 46.29 34 스페인 9.1 26 슬로바키아 16,197

OECD 평균 64.64 OECD 평균 2.8 OECD 평균 35,974

자료: OECD(2011). How’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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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Housing)

주거 분야의 2개 평가지표인 ①1인당 방의 갯수 ②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 

거주 인구 비율에서 각각 캐나다와 스페인이 최고 순위를 차지

우리나라의 경우 두 지표에서 각각 24위와 27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였으며,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평가

<표 Ⅰ-4> 주거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단위: 개, %)

순위
1인당 방의 갯수

순위
위생시설 없는 주거지 거주 비율

국가명 값 국가명 값

1 캐나다 2.5 1 스페인 0.00

2 벨기에 2.3 2 네덜란드 0.00

3 뉴질랜드 2.3 3 스웨덴 0.00

4 호주 2.2 4 덴마크 0.00

5 아일랜드 2.1 5 미국 0.00

6 네덜란드 2.0 6 스위스 0.10

7 덴마크 1.9 7 노르웨이 0.10

8 스페인 1.9 8 이탈리아 0.20

9 핀란드 1.9 9 아이슬란드 0.30

10 룩셈부르크 1.9 10 아일랜드 0.30

⋮
⋮24 대한민국 1.3

⋮
28 이스라엘 1.1 26 헝가리 7.10

29 슬로바키아 1.1 27 대한민국 7.46

30 슬로바니아 1.1 28 칠레 9.36

31 헝가리 1.0 29 에스토니아 12.20

32 폴란드 1.0 30 터키 12.40

OECD 평균 1.6 OECD 평균 2.66

자료: OECD(2011). How’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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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질

건강 상태(Health Status)

건강 상태의 평가지표는 ①기대수명 ②주관적 건강수준 등 2개 지표로 구성되며, 

기대수명에서는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가, 주관적 건강수준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가 1~3위를 차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위로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주관적 

건강수준 지표에서는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에 위치

<표 Ⅰ-5> 건강 상태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단위: 년, %)

순위
기대수명

순위
주관적 건강수준

국가명 값 국가명 값

1 일본 83.0 1 미국 90.0

2 스위스 82.3 2 뉴질랜드 89.7

3 이탈리아 81.8 3 캐나다 88.5

4 스페인 81.8 4 호주 84.9

5 호주 81.6 5 아일랜드 83.4

6 이스라엘 81.6 6 스위스 80.9

7 아이슬란드 81.5 7 아이슬란드 80.2

8 스웨덴 81.4 8 영국 79.9

9 프랑스 81.0 9 이스라엘 79.8

10 노르웨이 81.0 10 스웨덴 79.5

⋮
⋮19 대한민국 80.3

⋮
36 브라질 72.6 29 에스토니아 51.8

37 인도네시아 71.2 30 포르투갈 47.8

38 러시아 68.7 31 대한민국 44.8

39 인도 64.1 32 일본 32.7

40 남아공 51.7 33 슬로바키아 31.1

OECD 평균 79.5 OECD 평균 68.4

자료: OECD(2011). How’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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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Leisure and Personal Care)와 교육(Education and Skills)

여가 분야의 평가지표인 ‘개인 여가시간’에서 덴마크가 최고 순위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11위로 중위수준에 위치

- 여가 분야의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근무시간’ 및 ‘주부 고용률’ 등 2개 

지표는 자료 부재로 우리나라의 위치가 발표되지 않음

교육 분야에서는 ①중등교육 이상 교육인구 비율과 ②15세 학생의 읽기능력이 

세부지표로 평가

-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에서는 16위, 학생 인지능력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두 

지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

<표 Ⅰ-6> 여가 및 교육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단위: 시간/일, %, 점수)

순위
개인여가시간

순위
교육수준

순위
인지능력

국가명 값 국가명 값 국가명 값

1 덴마크 15.93 1 체코 91 1 대한민국 539

2 벨기에 15.71 2 슬로바키아 91 2 핀란드 536

3 노르웨이 15.56 3 에스토니아 89 3 캐나다 524

4 프랑스 15.33 4 미국 89 4 뉴질랜드 521

5 독일 15.30 5 폴란드 88 5 일본 520

6 스웨덴 15.11 6 캐나다 88 6 호주 515

7 스페인 14.93 7 스위스 87 7 네덜란드 508

8 핀란드 14.89 8 독일 85 8 벨기에 506

9 이탈리아 14.89 9 스웨덴 85 9 노르웨이 503

10 영국 14.84 10 슬로바니아 83 10 에스토니아 501

⋮ ⋮
⋮11 대한민국 14.79 16 대한민국 80

⋮ ⋮
16 포르투갈 14.34 30 스페인 52 34 칠레 449

17 캐나다 14.20 31 브라질 41 35 멕시코 425

18 에스토니아 14.20 32 멕시코 35 36 브라질 412

19 폴란드 14.20 33 터키 31 37 인도네시아 402

20 일본 14.00 34 포르투갈 30 38 아르헨티나 398

OECD 평균 14.80 OECD 평균 74 OECD 평균 496

자료: OECD(2011). How’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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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s)

‘도움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친척･친구가 있는 비율’ 지표로 평가된 사회적 

관계 지원에서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의 순서였으며, 우리나라는 

37위로 하위권에 위치

사회참여와 정치(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사회참여와 정치 분야의 평가지표는 ①투표참여율 ②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식적･
개방적 협의과정의 수로 각각 호주와 영국이 최고 순위를 차지

우리나라는 투표율은 31위로 중하위권이었으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보장 

측면에서는 6위로 상위권에 위치

<표 Ⅰ-7> 사회적 관계 및 사회참여와 정치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단위: %, 개)

순위
사회적 관계 지원

순위
투표참여율

순위
정책결정 참여

국가명 값 국가명 값 국가명 값

1 아이슬란드 97.6 1 호주 95.17 1 영국 11.5

2 아일랜드 97.3 2 벨기에 91.08 2 스웨덴 10.9

3 뉴질랜드 97.1 3 룩셈부르크 90.93 3 폴란드 10.8

4 덴마크 96.8 4 미국 89.75 4 호주 10.5

5 스웨덴 96.2 5 칠레 87.67 5 캐나다 10.5

6 호주 95.4 6 덴마크 86.59 6 대한민국 10.4

7 캐나다 95.3 7 터키 84.16 7 뉴질랜드 10.3

8 룩셈부르크 95.0 8 인도네시아 84.09 8 슬로바니아 10.3

9 영국 94.9 9 프랑스 83.97 9 핀란드 9.0

10 네덜란드 94.8 10 아이슬란드 83.60 10 아일랜드 9.0

⋮
⋮

⋮31 대한민국 63.01
⋮

36 인도네시아 81.3 35 멕시코 35.00 32 브라질 4.0

37 대한민국 79.8 36 인도 36.00 33 프랑스 3.5

38 터키 78.8 37 슬로바키아 37.00 34 에스토니아 3.3

39 중국 75.8 38 폴란드 38.00 35 이스라엘 2.5

40 인도 59.3 39 스위스 39.00 36 칠레 2.0

OECD 평균 14.80 OECD 평균 74 OECD 평균 496

자료: OECD(2011). How’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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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al Quality)과 치안(Personal Security)

환경 분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거주지역의 1m3당 미세먼지(PM10) 농도’로 

평가하여 스웨덴,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이 1~3위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32위에 위치

치안 분야의 평가지표인 ① 살인율에서는 아이슬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순으로, 

② 위험인지도(1년간 폭력･폭행경험 비율)에서는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의 순

우리나라는 살인율 30위, 위험인지도 9위에 위치하였음. 살인율의 순위는 중하위권

이나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위험인지도는 상위권에 위치하여 치안과 안전 

문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표 Ⅰ-8> 환경 및 치안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순위
대기오염도

순위
살인율

순위
위험인지도

국가명 값 국가명 값 국가명 값

1 스웨덴 10.5 1 아이슬란드 0.0 1 캐나다 1.3

2 뉴질랜드 11.9 2 일본 0.5 2 일본 1.4

3 아일랜드 12.5 3 오스트리아 0.5 3 미국 1.5

4 에스토니아 12.6 4 슬로바니아 0.5 4 폴란드 1.8

5 룩셈부르크 12.6 5 노르웨이 0.6 5 이스라엘 1.8

6 영국 12.7 6 인도네시아 0.7 6 영국 1.9

7 프랑스 12.9 7 스위스 0.7 7 인도네시아 2.0

8 슬로바키아 13.1 8 독일 0.8 8 호주 2.1

9 호주 14.3 9 스페인 0.9 9 대한민국 2.1

10 아이슬란드 14.5 10 스웨덴 0.9 10 뉴질랜드 2.2

⋮ ⋮
⋮32 대한민국 30.8 30 대한민국 2.3 

⋮ ⋮
36 터키 37.1 36 칠레 8.1 36 칠레 9.3

37 인도 59.2 37 멕시코 11.6 37 브라질 9.4

38 칠레 61.5 38 러시아 14.2 38 인도 9.8

39 중국 65.6 39 브라질 22.0 39 멕시코 10.5

40 인도네시아 72.4 40 남아공 36.5 40 남아공 14.6

OECD 평균 22.0 OECD 평균 2.6 OECD 평균 3.0

자료: OECD(2011). How’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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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행복은 ①삶의 만족도 ②정서적 균형감 등 2개의 주관적 지표로 구성

되었으며, 덴마크가 두 지표에서 모두 최고 순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값보다 낮은 26위로 나타난 반면, 

정서적 균형감은 OECD 평균값보다 높아서 18위에 위치

<표 Ⅰ-9> 주관적 안녕감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단위: 점, %)

순위
삶의 만족도

순위
정서적 균형감

국가명 값 국가명 값

1 덴마크 7.8 1 덴마크 89.3

2 캐나다 7.7 2 아이슬란드 87.2

3 노르웨이 7.6 3 일본 86.5

4 호주 7.5 4 인도네시아 86.4

5 네덜란드 7.5 5 네덜란드 85.9

6 스웨덴 7.5 6 노르웨이 85.8

7 스위스 7.5 7 중국 85.4

8 핀란드 7.4 8 스웨덴 85.4

9 이스라엘 7.4 9 영국 85.1

10 오스트리아 7.3 10 멕시코 84.5

⋮ ⋮
26 대한민국 6.1 18 대한민국 82.5

⋮ ⋮
36 에스토니아 5.1 36 이스라엘 69.6

37 인도 5.0 37 이탈리아 69.3

38 포르투갈 4.9 38 헝가리 68.9

39 중국 4.7 39 에스토니아 68.5

40 헝가리 4.7 40 터키 68.3

OECD 평균 6.7 OECD 평균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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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our Better Life Index’ 종합순위 및 시사점

종합순위

OECD는 11개 분류(소득, 직업과 임금, 주거, 건강, 여가, 교육,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와 정치, 환경, 치안, 주관적 행복)에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여 34개 

회원국의 순위를 산정･발표

OECD 회원국 중 호주의 점수가 0.811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0.809점), 스웨덴(0.801점), 뉴질랜드(0.790점), 노르웨이(0.780점) 등의 국가가 

2~5위에 위치

우리나라는 0.529점으로서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위치하였으며, 그리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칠레, 멕시코, 터키 등 8개국에 

비교해서는 높은 순위에 위치

<표 Ⅰ-10> OECD 회원국의 Your Better Life Index 종합순위           (단위: 점)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호주 0.811 13 영국 0.727 25 폴란드 0.533

2 캐나다 0.809 14 오스트리아 0.707 26 대한민국 0.529

3 스웨덴 0.801 15 아일랜드 0.706 27 그리스 0.528

4 뉴질랜드 0.790 16 독일 0.693 28 슬로바키아 0.496

5 노르웨이 0.780 17 벨기에 0.691 29 헝가리 0.466

6 덴마크 0.772 18 프랑스 0.686 30 포르투갈 0.465

7 미국 0.754 19 일본 0.614 31 에스토니아 0.413

8 스위스 0.753 20 아이슬란드 0.602 32 칠레 0.380

9 핀란드 0.747 21 슬로베니아 0.593 33 멕시코 0.369

10 네덜란드 0.746 22 스페인 0.592 34 터키 0.279

11 룩셈부르크 0.745 23 체코 0.585

12 이스라엘 0.740 24 이탈리아 0.573

자료: OECD(2011). Designing Your Better Life Index: methodology an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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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공신력이 높은 국제기구에서 개념적 차원을 벗어나 실제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의 종합지표(composite index)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영미형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도 경제적･재정적 성과가 양호하면서 비용효과적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한 관심 제고 요망

- 경제적 활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과 낮은 

복지충족도 및 주관적 행복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는 사회정책의 전통이 깊은 북구 유럽 및 미주 국가들과는 격차가 있으나 

국가재정위기를 겪은 국가(그리스, 포르투갈) 및 동구권 국가들과 신흥국들에 

비교해서는 높은 순위

OECD 평균 및 상대적 순위를 보았을 때, 물질적 조건(소득)과 인적자원 수준

(교육), 정치적 참여와 민주화, 안전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사회적 관계, 환경 및 주관적 지표 전반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하여 사회통합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행복수준 제고를 위해 체감도 높고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시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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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표를 

사용하여 본원이 조사한 결과 보고

2011년의 국민의식은 2004년과 비교하여 보수성향을 가진 비율이 감소하고

(28.4%→21.0%), 중립성향은 증가(39.6%→51.3%)

물가관리, 임금규제, 기업규제 등에 대한 정부개입 지지도는 높아졌으나, 직접

적인 정부기능 확대에는 지지도가 감소함

복지지출 확대에는 찬성비율이 높지만 2004년보다는 오히려 지지율이 하향. 특히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높음

우리사회에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시각이 강하고 개인노력만으로 성공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존재하지만 정부지출만을 통해서가 아닌 일자리,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답변

전력산업(80.3%), 병원(49%), 금융기관(55.9%), 대중교통(67.9%)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지지함

취약계층 우선의 복지지원과 빈곤층을 위한 자립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함.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 

 보수성향 감소와 함께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복지증진을 희망하

면서도 부담증가에는 부정적이며, 개인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

역할 증대 요구

 요 약 

2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

❙연구위원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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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개요

1)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분야]

① 최저임금제 등 임금규제 ② 물가통제 ③ 정년보장

④ 정부지출 삭감 ⑤ 공공사업 전개 ⑥ 기업규제 완화

⑦ 신상품･신기술 산업체 지원 ⑧ 사양산업 지원 ⑨ 주당근무일수 축소

경제개입 관련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지는 전반적으로 ’04년에 비하여 낮아진 

경향을 보였으나,

정부의 물가통제에 대해서 ‘찬성’ 48.5% ‘매우 찬성’ 17.1%로 강한 지지를 보였으며

(‘중립’ 25.4%, ‘반대’ 7.6%, ‘매우반대’ 1.5%), ’04년에 비하여 물가통제를 찬성하는 

입장 증가

’04년에 비해 기업규제 완화는 찬성률이 감소(56.7% → 50.1%)

정부의 공공사업 전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식이 높아짐

’04년 강한지지를 보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11년에는 감소

※ 지지율(찬성+매우찬성): 73.3%(’04) → 62.7%(’11)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지정도가 다소 낮음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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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1> 정부의 공공사업 전개 지지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2004) 한국(2011) 스웨덴(2006) 영국(2006) 미국(2006) 일본(2006)

3.86 3.62 3.69 3.90 4.19 3.72 

* 매우 반대(1점)~매우 찬성(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역할 찬성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보다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됨

2)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관련 운영 주체(정부 vs 민간)

전력･병원･금융･대중교통의 운영주체를 정부로 인식

금융기관은 ’04년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11년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짐

전력산업은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로 정부운영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임

병원은 정부(49%)와 민간(51%) 응답률이 유사한 수준으로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나, 

’04년에 비하여 정부지지 증가

※ 정부운영 지지율 약 13% 상승: 38.1%(’04) → 49.0%(’11)

[그림 Ⅰ-1] 전력･병원･금융기관･대중교통의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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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책임

[분야]

① 일자리제공 ② 의료서비스 제공 ③ 노인 생계보장

④ 실업자 생계보장 ⑤ 일정수준 소득보장 ⑥ 대학생 재정지원

⑦ 어려운 사람 주거제공 ⑧ 양질의 교육제공 ⑨ 빈부격차 해소

⑩ 성장이 필요한 산업지원

사회보장 관련 대부분 정부의 책임이라고 의식하고 있으나, ’04년에 비하여는 

전반적으로 낮아짐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낮음

<표 Ⅰ-12> 분야별 정부책임에 대한 국제비교

구분
한국

(2004)
한국

(2011)
스웨덴
(2006)

영국
(2006)

미국
(2006)

일본
(2006)

의료서비스 3.10 2.85 3.55 3.50 3.72 3.44 

노인생계보장 3.19 2.88 3.63 3.42 3.61 3.45 

실업자생계보장 2.89 2.58 3.07 2.83 2.59 2.55 

저소득 대학생 지원 2.59 2.45 2.99 3.31 3.23 3.45 

어려운 사람 주거제공 2.91 2.67 3.01 2.97 3.10 3.05 

빈부격차해소 3.07 2.84 2.95 2.99 2.89 2.60 

* 대체로 정부책임 아님(1점)~전적으로 정부책임(4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책임지지

노인생계보장, 실업자생계보장, 양질의 교육제공, 빈부격차해소,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은 ’04년 정부의 책임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였던 분야였으나 ’11년에는 

현격히 감소

※ ‘전적으로 정부책임’(’04년 → ’11년): 노인생계보장 35.0% → 19.4%, 실업자 

생계보장 20.5% → 12.4%, 양질의 교육 제공 32.2% → 20.6%, 빈부격차 해소 

31.6% → 19.6%, 성장필요 산업지원 29.0% → 15.6%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높은 분야는 노인 생계보장 72.3%, 양질의 교육제공 

70.4%,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69.9% 등 고령자 지원 또는 교육 관련 지원이 높음

반면, 보편적 복지 관련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은 정부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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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응답이 높음(정부책임 아님 52.6%, 정부책임 47.4%)

4)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견해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출을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04년에 비해서는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낮아진 경향을 보임

※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정부지출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증가 지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의료(58.3%), 교육(57.7%), 국민연금(53.8%), 

공적부조(50.2%)의 순임

감소 지지율이 높은 분야는 국방(20.8%), 문화･예술(20.8%), 경찰(16.3%)의 순으로 

나타남 

※ 타 분야는 감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10% 미만임

국방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하여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존 

※ 타 분야에 비해 감소 지지율 높고, 증가 지지율 낮음(대폭 감소 4.6%, 감소 

16.8%, 현 수준 유지 36.9%, 증가 27.7%, 대폭 증가 14.0%)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공적 부조는 ’04년에 비하여 강한 지지 감소

※ ‘정부지출 대폭 증가’ 응답률 크게 감소(’04년 → ’11년): 국민연금 23.8% 

→ 12.6%, 고용보험 20.5% → 7.8%, 공적부조 26.3% → 10.0%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반면 

고용보험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임

<표 Ⅰ-13> 사회보험 관련 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구분
한국

(2004)
한국

(2011)
스웨덴
(2006)

영국
(2006)

미국
(2006)

일본
(2006)

국민연금 3.82 3.57 3.74 3.60 3.98 3.81 

고용보험 3.80 3.46 3.04 3.21 2.72 3.33 

* 대폭 감소(1점)~대폭 증가(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지출 증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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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에 대한 견해

[분야]
① 가족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

② 기업의 조세 수준

가족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04년에 비하여 다소 

낮아진 경향이라고 보고 있음

소득세 수준이 ‘높다’는 견해는 69.1%에서 61.4%로 감소

소득세 수준이 ‘적당하다’는 27.5%에서 34.4%로 증가함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식이 증가

’04년에는 기업의 조세가 높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던 반면, ’11년에는 

32.1%로 다소 감소하였음

가구의 소득세와 달리 기업의 조세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표 Ⅰ-14> 국민의 소득세 및 조세에 대한 인식

구분
높다 낮다 적당하다

2004 2011 2004 2011 2004 2011

가족의 소득세 69.1 61.7  3.5  4.2 27.5 34.4

기업의 조세 35.3 32.1 33.2 38.9 28.1 29.0

* 대폭 감소(1점)~대폭 증가(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지출 증가 찬성

6) 복지지출과 조세

세금을 줄이는 것과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 중 7년 전과는 달리 세금을 줄이는 

것을 선호

’04년에는 복지지출 증가가 더 우세한 56.8%이었으나, ’11년에는 44.9%로 감소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자는 의견은 ’04년 43.2%에서 55.1%로 

11.9% 포인트 증가함

특히 고소득일수록 세금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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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지지율: 47.2%(’04) → 65.2%(’11)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지지율: 46.2%(’04) → 49.1%(’11) 

7)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인플레이션 vs 실업 감소)

정부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인플레이션 감소’ 보다는 ‘실업 감소’라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04년에 비하여는 비율은 낮아짐

2011년의 고물가로 인플레이션 대책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실업 감소 지지율 하강: 67.1%(’04) → 58.8%(’11) 
※ 인플레이션 감소 지지율 약간 상승: 32.9%(’04) → 41.2%(’11) 

8) 선별복지 대비 보편복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대폭 감소

진보라는 답변은 2.9%p 감소한 데 비하여,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8.5% 포인트로 

크게 감소함

[그림 Ⅰ-2] 국민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응답 변화

선별복지 대비 보편복지에서는 선별복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응답

비율은 ’04년에 비하여 높아짐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을 돕는 것이 좋다’는 선별복지에 

대한 인식은 ’04년 57.9%보다 7.0% 포인트 증가(64.9%)

※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응답은 ’04년 42.1%에서 ’11년 35.1%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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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혜택 수준에 있어서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지지하는 비율이 선별적 

의료서비스보다 높음

단, 그 비율은 ’04년에 비해 13.2% 포인트 감소함. 

※ 의료서비스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04년 → ’11년): 

64.6% → 51.4%

국민연금의 적정수준은 ’04년에는 적정수준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응답이 

55.7%로 최소한의 소득보장의 응답보다 더 높았으나, ’11년에는 인식이 바뀌어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더 우세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04년에 44.3%에서 

13.0% ’11년 51.3%로 13.0% 포인트 증가

※ 국민들은 국민연금으로만 노후생계를 전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Ⅰ-3] 국민의 소득세 및 조세에 대한 인식

9)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정도

우리사회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0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하 있음

※ 우리 사회는 기회가 불균등하다(’04년 → ’11년): 찬성 58.2% → 54.4%, 

중립: 30.6% → 35.7%, 반대: 11.1%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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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사회가 학력, 가족배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함을 

나타냄

※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기회, 진학기회 등 각종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2. 시사점 및 정책방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님

물가안정 및 임금규제 등 생활경제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시장적 또는 

진보적 성격이 강한 정책에 대한 특별한 요구도를 보이고 있지 않음

경제 및 사회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04년에 비하여 강조되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정부를 통해 제공받길 원하고 있음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만 세금부담과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방적 지지를 보이지는 

않음

정부의 지출과 복지

사회보장서비스에 있어서 국민들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다소 전환

※ 소득보장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일정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서민’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의식을 반영함

사회복지의 재정지출을 현재보다는 늘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함

형평적 부의 재분배 방안

형평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고, 우리나라는 부모의 부와 가족적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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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무조건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정책보다는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해야 함

사회통합방안

복지를 통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물가통제를 통한 실질적 소득감소를 막는 

것도 중요함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 빈곤층을 위해서는 소득

보장과 함께 자활사업, 직업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을 확대하도록 함



I-2.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보고 • • •

37

<부록>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SSP) 개요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으로 

회원국수는 현재 총 44개국임

1970년대 독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

고 있던 사회조사의 연계를 시도하면서 시작,

1984년 공식적 ISSP 개발 후, 1985년부터 매년 주제를 선정한 후 회원국들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조사 참여, ‘한국종합사회조사’로 실시되고 있음

확정된 조사주제로는 정부의 역할, 사회 불평등, 종교, 근로관, 환경, 레저와 

스포츠 등이며 새로운 주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음

* 확정된 주제는 5~10년 간격을 두어 반복 조사실시

본 연구에서는 총 34개국이 참여한 2006년 ISSP ‘정부의 역할Ⅳ’과 국제비교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정부책임에 대한 태도,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부표 Ⅰ-1> ISSP 연도별 조사 주제

연도 조사 주체 연도 조사 주체

1985 Role of Government I 1999 Social Inequality III 

1986 Social Networks 2000 Environment II 

1987 Social Inequality 2001
Social Relations and Support
Systems

1988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

1989 Work Orientations I 2003 National Identity II

1990 Role of Government II 2004 Citizenship

1991 Religion I 2005 Work Orientations III

1992 Social Inequality II 2006 Role of Government IV

1993 Environment I 2007 Leisure Time and Sports

1994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 2008 Religion III 

1995 National Identity I 2009 Social Inequality IV

1996 Role of Government III 2010 Environment III 

1997 Work Orientations II 2011 Health 

1998 Religion II 2012 Family, Work and Gender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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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법률제정 등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으나 

아직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00년 13.6명에서 2011년에는 31.7명으로 증가하여 

2.3배의 증가를 보였음

특히 청소년 자살 사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자살사망률은 매우 

높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매우 높고, 지역별, 월별로도 자살 사망률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특히 고령층의 사망률은 다른 국가 

보다 크게 높음

OECD 국가의 예에서와 같이 자살 사망률은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정부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3.30 제정되고, 2012.3.31 시행되어 향후 자살 사망률 저하가 

기대됨.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됨

 요 약 

3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선임연구위원 장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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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자살자수 자살률(인구10만명당)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00 6,444 4,481 1,963 13.6 18.8 8.3 

2001 6,911 4,852 2,059 14.4 20.2 8.6

2002 8,612 5,940 2,672 17.9 24.6 11.1

2003 10,898 7,514 3,384 22.6 31.0 14.1

2004 11,492 7,879 3,613 23.7 32.4 14.9

2005 12,011 8,026 3,985 24.7 32.9 16.4

1. 개요 

자살 사망률은 크게 증가하여 왔음

자살 사망률 저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09년 이후에는 높은 상태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자살 사망률은 2000년 13.6명(인구 10만명당)에서 2011년에는 31.7명으로 

2.3배가 증가하였음

※ 남녀별로 보면 여자는 2009년 이후 약간의 감소를 보인 반면 남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자살에 의한 하루 사망자수는 2000년 약 18명에서 2011년에는 약 44명으로 

약 2.4배가 증가하였음

<표 Ⅰ-15> 연도별 성별 자살자수 및 자살률  (단위: 명)

자살실태와 정책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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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자살자수 자살률(인구10만명당)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06 10,653 7,227 3,426 21.8 29.5 14.1

2007 12,174 7,747 4,427 24.8 31.5 18.1

2008 12,858 8,260 4,598 26.0 33.4 18.7

2009 15,412 9,936 5,476 31.0 39.9 22.1

2010 15,566 10,329 5,237 31.2 41.4 21.0

2011 15,906 10,866 5,040 31.7 43.3 20.1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칠레, 멕시코, 미국 등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률이 감소하였음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됨

2. 자살현황과 문제점

1) 자살에 의한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

자살 사망률이 다른 사망원인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

자살의 2001년 사망원인 순위는 8위(14.4명)였으나 2011년에는 4위(31.7명)로 

높아졌으며,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8위(20.2명)에서 4위(43.3명)로 그리고 여자는 

9위(8.6명)에서 5위(20.1명)로 높아졌음

2011년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2001년에 비해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 

심장질환,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고,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증가 폭은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이 1.2배,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1.5배 

증가한 반면, 자살 사망률은 2.2배가 증가하여 다른 사망률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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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4]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인구 10만명당): 2001∼2011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2) 여자에 비해 높은 남자 자살률

남자의 자살률은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2000년 여자의 자살 사망률은 8.3명(인구 10만명당)인 반면 남자는 18.8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2.3배가 높았음

2011년 여자의 자살 사망률은 20.1명(인구 10만명당)인 반면 남자는 43.3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2.2배가 높았음 

2000년 남자의 자살 사망률은 여자에 비해 2.3배가 높았으며, 2011년에는 여자의 

2.2배로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OECD 국가의 자살률도 모든 국가에서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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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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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Ⅰ-5] 성별 자살률: 2000∼2011후 비교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3)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90세 이상의 자살 사망률은 129.1명(인구 10만명당)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000년과 2011년의 자살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90세 이상 연령층이 35.4명에서 

129.1명으로 3.6배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25∼29세 연령층

으로 2.7배, 30∼34세 연령층이 2.3배 증가하였음

<표 Ⅰ-16> 연도별 연령별 자살률        (단위: 인구10만명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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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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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4) 노년기의 빠른 자살 사망률의 증가

65세 이후 노년기에서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

여자의 연령별 자살 사망률은 25~34세 연령층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이후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낮은 자살 사망률을 유지하다 65세 이후 서서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증가하다 7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전체 자살 사망률은 남자의 자살률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히 노인연령층

에서의 자살 사망률은 남자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65세 이후에서의 급격한 자살 사망률 증가, 특히 남자의 자살 사망률 증가억제를 

위해 이들에 대한 중점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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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6] 연령별 성별 자살률(2011년)

자료: 통계청(2011). 사망원인통계연보.

5) 지역간 자살 사망률에 차이를 보임

시･도간 자살 사망률 수준 및 증가에 차이를 나타냄 

2011년 지역별 자살 사망률은 25.6∼45.2명(인구 10만명당)에 분포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가 25.6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도가 45.2명으로 가장 높았음 

지역별 자살 사망률은 그 지역의 연령구조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게 됨.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 사망률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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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율을 보였음



 • • •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2 

46

<표 Ⅰ-17> 연도별 지역별 자살률        (단위: 인구10만명당, 명)

지역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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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6) 계절에 따라 자살수에 차이를 보임

겨울철 자살 사망이 다른 달에 비해 적은 반면, 4∼8월 기간 중의 자살 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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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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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월별 자살자 분포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7)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증가가 매우 빠른 

국가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노인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빠르게 증가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나 200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른 국가는 감소 혹은 

매우 낮은 증가를 보인반면 우리나라는 증가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노인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른 국가는 감소 혹은 매우 낮은 

증가를 보인반면 우리나라는 증가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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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8> OECD 국가의 청소년 및 노인인구의 자살률 비교    (단위: 인구10만명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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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8.4 11.0 15.1 16.1 13.5 14.8 14.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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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7.1 6.5 12.9 9.4 36.8 35.0 45.9 35.9 

아일랜드 - 12.5 - 16.9 - 11.0 - 9.0 

일본 6.6 7.7 15.5 19.8 32.4 29.7 29.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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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베니아 9.5 7.5 19.2 13.6 46.8 39.6 52.1 34.7 

스위스 8.3 7.9 15.5 13.8 23.9 26.8 31.8 31.0 

주: A-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자살률의 평균
B-2005년, 2006년, 2007, 2008년, 2009년, 2010년 자살률의 평균

자료: 자살자수는 WHO Mortality Database, OECD 인구는 OECD.stat, Population을 참
고하여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계산

3. 정책 제언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 평가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및 DB 구축

각종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자살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관련자료의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정확한 조사와 비교를 위해 조사의 표준화와 조사관련 기법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자살은 가능한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표 및 조사기법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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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스템 구축

자살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기관을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대책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실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문인력의 양성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일선 관련 공무원의 인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시 

업무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외국의 성공사례를 감안한 우리나라의 위험대상군 관리 모델구축

우리나라에 적합한 관리모형 개발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발전과 가족의 해체과정에서 외국과 다른 환경속에서

자살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 자살 예방대책 모색

(3) 대상별로 적합한 자살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대상층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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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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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살원인 분석 및 지역에 맞는 사업추진

지역에 따라 자살 사망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구구조와 그 외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사업의 추진

계절을 감안한 사업 추진

자살은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4~8월 기간 중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 집중 

예방대책 추진 



Ⅱ. 보건정책

1. 합리적인 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

방안

2.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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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수준의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건강보험 

약제비의 급속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 의료이용의 증가 등으로 약제사용과 약제비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시장경쟁에 의한 약가 인하 기전이 미흡하며, 의약품 거래 시 경쟁으로 인한 

거래가격 인하의 혜택이 국민에게 미치지 못함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고 있음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최근 개발되는 신약은 매우 

고가화되는 추세임

의료공급자는 의약품의 처방량이 많고 고가약의 처방을 선호하며, 약제사용을 

절감할 기전과 정책이 미흡함

의료공급자의 약제사용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되어 그 편익이 보험자와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약가 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총약제비의 목표를 정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요 약 

1 합리적인 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위원 박실비아❙
❙부연구위원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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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강보험 약제비의 급속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2005년 이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는 매년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추진 당시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을 

당시 29.4%에서 매년 1%p씩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감소하지 않고 있음

2001~2010년 약품비 증가율(연평균 13.2%)은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10.5%)을 상회함

2000~2009년 일인당 약품비 지출 증가율은 8.1%로서 OECD 평균 3.5%의 2배 

이상으로 높음

<표 Ⅱ-1> 연도별 약품비 현황 및 증가율    (단위: 억원, %)

연도 총진료비 약품비(추정) 약품비 비율 증가율

2002 190,606 48,015 25.19 14.86

2003 205,336 55,831 27.19 16.28

2004 223,559 63,537 28.42 13.80

2005 247,968 72,289 29.15 13.77

2006 285,580 84,041 29.43 16.26

2007 322,590 95,126 29.49 13.19

2008 351,183 103,853 29.57 9.17

2009 394,296 116,546 29.56 12.22

2010 436,570 127,694 29.25 9.57

자료: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합리적인 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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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수준의 합리화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으며, 이는 약가거품이 존재함을 의미함

인구 고령화, 의료이용의 증가 등 추세는 약제사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약제비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2~2007년 연평균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평균(1.8%)의 2.8배에 

달하여 향후 의료비와 약제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는 12.9회(2010)로 OECD 평균(4.1회)의 3배 이상이며, 

환자 1인당 평균입원일수는 14.2일(2010)로 이는 OECD 평균(8.8일)의 1.6배 

수준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보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약제비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2. 약가제도 및 약제비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높은 약가 제품 증가

신약이 고가화되고 있으며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킴

생물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개발된 신약에서는 기존 

치료제보다 10~100배의 초고가 제품이 증가함

희귀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없고 중증질환 치료제인 경우가 많아 약가협상에서 

제약기업의 협상력이 커지고 따라서 고가로 급여될 가능성이 큼

※ 2012년 급여된 희귀의약품 ‘솔리리스’의 환자 당 연간 약품비는 5억원 규모임

세계적인 신약개발 기술의 흐름을 볼 때 희귀의약품을 비롯한 초고가 신약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선진국보다 높으며, 특히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전에 형성된 제네릭 약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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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가가 높은 것은 등재 순서에 의한 계단식 약가 책정방식(2012년 4월 

이전까지 시행) 및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의 제네릭이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임

- 특히 2006년까지는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없이 신약 가격이 책정되어 고가로 

등재되었고, 제네릭은 오리지널 제품의 90%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음

<표 Ⅱ-2> 국가별 제네릭 약가의 상대 비교

구분 한국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일본 대만 미국

환율 기준 1 0.94 0.95 1.16 1.44 1.30 1.06 2.12

구매력지수 기준 1 0.47 0.60 0.67 0.75 0.82 1.06 1.50

자료: 권순만 외(2010).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연구.

2) 약가경쟁의 부재 및 약가인하 기전의 미흡

시장경쟁에 의한 약가 인하 기전이 미흡하며, 의약품 거래 시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의 혜택이 국민에게 미치지 못함

1999년 11월부터 실시한 실거래가상환제가 약가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고 오히려 

고가의 상환가를 유지하는 역기능을 하였음

-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가 전혀 없고 정책당국은 시장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2000~2010년 동안 실거래가 조사로 약가를 인하여 절감한 

재정이 4천억 원에 불과함

<표 Ⅱ-3>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연도별 약가인하 현황

연도 인하품목 수 평균 인하율(%) 보험재정절감추정액(억원)

2000 295 3.01 23

2001 5,819 7.40 1,277

2002 1,953 5.66 575

2003 1,794 3.19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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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인하품목 수 평균 인하율 (%) 보험재정절감추정액 (억원)

2004 782 2.16 38

2005 1,561 1.56 90

2006 1,519 0.85 57
2007 1,114 0.67 58
2008 346 0.47 13
2009 1,535 0.80 111
2010 1,757 3.76 154

자료: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잃고 있음

실거래가상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를 촉진하고 실

거래가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실시함 

- 요양기관에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청구하면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환자의 차액의 30%만큼 본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제도의 실시 결과 약가 인하의 효과가 낮으면서 왜곡된 거래가 속출하였고, 2011년 

9월부터 약가인하를 유예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2년 동안 제도 시행이 유예됨

- 건강보험 약제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외래 원외처방 약제에서는 저가구매가 

발생하지 못하므로 제도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 거래 시 1원 낙찰이 대거 발생하는 등 거래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음 

※ 1원 낙찰 품목수가 제도 시행 전(2009년 10월∼2010년 9월) 1,705개에서 시행 

후 (2010년 10월∼2011년 9월) 2,515개로 47.5% 증가하였고, 전국 국공립병

원을 중심으로 확대, 가속화되었음

※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969억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되었으며 그 중 

92%(1,830억원)가 종합병원 이상에 지급되어,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

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함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의약품 거래상의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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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고, 현재 제도 유예 상태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음

(3) 비합리적 의약품 사용행태

의료공급자의 의약품 처방량이 많음

의약품 처방 당 약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처방 건당 약품목수가 전체 평균 3.93개였으며, 의원이 4.02로 가장 높고 상급

종합병원이 3.19로 가장 낮아(2011년 상반기) 의학적 필요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주요 질환에 대한 처방약 개수도 외국에 비해 높은 편임

<표 Ⅱ-4> 국가별 의약품 처방약 개수 비교

구분 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미국

감기 4.73 1.33 3.44 1.51 1.61 2.58 2.20 1.61

고혈압 3.55 2.56 4.60 2.23 1.94 3.84 2.66 2.28

당뇨 3.96 2.85 5.40 2.36 2.45 4.41 2.87 2.61

자료: IMS(2006). 의약품 적정사용관리를 위한 제외국의 처방행태 평가연구.

의약품 사용량은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2005~2009년 약품비는 연간 12.8% 증가하였으나 사용량은 연간 14.3% 증가

고가약 처방 선호

동일 성분, 동일 제제 의약품 중 최고가약 처방 비율이 22.0%이며, 상급종합 

병원에서 68.1%로 특히 높음(2011 상반기)

- 대체 가능한 동일 성분, 동일 제제 의약품 중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할 

동기가 거의 없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음

약국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나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고가약 

처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저가약 사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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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감소 기전 및 정책 미흡 

2009년 의원급 의료기관과 수가 협상 시 약제비 절감의 수가 연동을 시행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후 후속의 제도적 노력이 없는 상태임

의원을 대상으로 외래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음

- 2008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10월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실시

- 2010년 4사분기 평가 결과 재정절감액은 98억원(전체 약품비의 0.8%)

- 이 사업은 과거에 비해 처방총액이 절감된 크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제도 지속성에 한계가 있고, 약제비 절감의 순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4) 약가제도 개선 및 약가인하를 위한 조치 단행(2012. 4)

2011년 8월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함

특허만료 약가의 인하폭을 확대하고, 제네릭 진입 1년 후부터는 동일 성분, 동일 

제제에 대해 동일 가격을 적용

- 최초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를 70%로 인하하고 제네릭은 

59.5%로 책정

- 최초 제네릭 진입 1년 후부터는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 모두 53.55%로 인하

- 단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료합성 제네릭은 68% 가격을 인정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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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전･후 비교

     <현행>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10).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

- 약가 일괄 인하에서 연구개발 촉진 및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여 가격 인하 폭을 낮춤

<표 Ⅱ-5> 제네릭 진입 시의 인하율 특례 조정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특례 사유

개량신약
(개발목표제품 기준)

특허만료 전 80% 또는 90% 90% 또는 100%
기술개발

특허만료 후 68% 또는 72% 53.55% 또는 58.9% 

기초수액제
오리지널 80% 100% 안정적 

공급제네릭 80% 100%

마약, 방사성의약품
오리지널 80% 70% 

정부관리
제네릭 80% 70%

희귀의약품
오리지널 80% 70% 안정적 

공급제네릭 68% 70%

생물의약품
오리지널 80% 70%

기술개발
제네릭 76% 66.5%

주: 비율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 대비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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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새약가제도는 기존 의약품의 가격을 전면 인하하여 일시적인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음

제약사는 약가 인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제품의 판매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대응하게 되므로 일괄 약가 인하 방식의 정책은 단기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음

※ ‘수익성 저하’는 제약기업의 의약품의 생산･공급 중단의 가장 주요한 원인임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 약가 책정 방식은 제네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며,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택을 오히려 촉진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음

제네릭의 경쟁력이 감소하면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네릭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장애가 될 수 있음

3. 정책 제안

1) 약가제도의 개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가격이 인하되고 가격인하의 편익이 보험자와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체계 마련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하여 차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실거래가를 철저히 

조사하고 약가 인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현장조사 및 표적조사를 늘리고 계좌

추적 및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및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유통 

투명화와 합리적 의약품 선택 문화를 정착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신속한 약가 인하 및 약제비 일부 환수

신약의 급여 및 약가 재평가 제도 실시

급여 이후 실제로 사용되어 축적된 자료에 근거하여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여 계속 급여 여부 및 약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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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제 사용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입 강화

의료공급자가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

의료공급자 유형별(의원, 병원 등) 약제비 절감과 수가 연동방안 마련

의료기관 단위에서 약제비 절감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현재의 외래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개선, 정교화하여 의료기관의 비용

효과적 약제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의약품 처방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질 평가를 확대하고 지불보상과 연계방안 

마련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의 사용을 촉진

저가 제네릭 처방을 유인하는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의 강제화를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저가 제네릭이 사용될 

수 있고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함

3) 총약제비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통제력 강화

현재까지의 약제비관리 정책은 약가 통제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약가관리 중심의 

정책은 약제비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음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용량 증가이며, 향후의 약제비 

정책은 사용량 관리를 포함하여 총약제비의 관리로 나가야 함

연간 총약제비의 지출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 제약회사, 의료

공급자가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목표 총약제비 수준을 합의 하에 결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제약

회사 및 의료공급자 측에서 일부 분담 또는 차년도 수가와 연동하는 제도를 검토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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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북한은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정치･경제･사회적 급변사태로 인해 취약계층의 

식량 및 보건분야 위기발생 가능성 상존 

기본적인 삶이 와해된 북한 시민사회의 불만이 대규모로 동시에 표출되면 사회적 

혼란 발생은 물론 남한까지 그 피해 예상

한반도 평화와 조기 안정의 한 축으로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위한 식량 및 

보건부문의 대북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향후 통일비용 

절감 필요

탈북 전 3개월간 북한거주지에서 식량배급을 전혀 받지 못한 새터민은 2008년 

탈북자 중 57.3%, 2009년 64.1%, 2011년 76.8%로 최근 더 심각

북한 유혈사태시 예상되는 탈북 인원은 최소 3,589천명, 무혈사태시 최소 2,407천명

(새터민 의견조사 결과 추정)

그러나 위기발생시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보장된다면 탈북자의 60% 

이상이 탈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식량 및 보건분야의 대북 긴급 구호 등 위기

관리의 중요성 시사

북한 보건분야 위기발생시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를 위한 북한 접경지역 보건소 

응급의료 및 방역기능 강화, 탈북주민 감염병 스크리닝 및 환자격리, 북한지역 취약

대상 긴급 구호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필요성 대두

북한 식량 및 보건의료 위기대응 비용은 첫 1년간 최소 2조 575.6억원에서 최대 

2조 9840.6억원의 비용 소요 추정

 요 약 

2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대응전략

❙연구위원 황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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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사회의 위기상황 진단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여파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 악화, 식량난 

및 에너지난 등으로 사회 기본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복합적인 위기

(complex emergency)에 처해 있는 상황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식량 및 보건 안보(food and health security)의 위기 

발생은 생명과 직결됨에 따라 사회 기저층으로부터의 반란 및 대규모 탈북 예상

기본적인 삶이 와해된 북한 시민사회의 불만이 대규모로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자체 통제능력의 상실로 사회적 혼란 발생은 물론 남한까지 그 피해 예상

북한 급변사태로 초래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강보호는 

통일 대비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필수요소

1) 북한 식량 및 보건분야 위기수준

북한의 식량 배급 상황은 최근에 이를수록 심각하며, 동북부 지역의 식량배급 

상황이 가장 열악

북한은 국가 식량분배시스템을 통해 성인 1인 1일 쌀과 옥수수를 평균 381gm 

제공하였다고 발표

※ 이는 북한 성인기준 최소 필요열량의 절반수준인 1,314Kcal에 불과(FAO, 2011) 

2008년 이후 탈북한 새터민(345명)의 탈북 전 3개월간 거주지에서의 식량 배급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대응전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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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결과, 전혀 배급받지 못한 경우가 2008년 탈북자 중 57.3%, 2009년 

64.1%, 2011년 76.8%

- 평양의 미배급자 비율이 20%인 반면, 강원도 75.0%, 함경남도 71.4%, 함경북도 

66.7%, 양강도 63.3%로 동북부 지역의 식량배급 상황 가장 열악

영양 및 건강수준은 15년 전 수준보다 악화되어 있는 상태

2009년, 5세 미만 아동 중 급성 영양결핍 아동 비율이 5.2%, 저체중 18.8%, 

만성 영양결핍 아동이 32.4%로 아동의 영양결핍 만연화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 명당 19.3명(2008년)으로 15년 전 14.1명(1993년)보다 

악화되었으며 남한의 약 5배 높은 수준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명당 77.2명(2008년)으로 남한의 약 5배, 15~49세 가임기 

여성의 영양결핍(상완위둘레 기준) 비율은 25.6%(2009년)

국제기구 및 북한 당국이 국가관리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질환으로 지적한 

결핵은 환자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44명, 유병률은 399명으로 진단기준 약 

10만 명의 결핵환자가 이환되어 있는 상태 

- 미진단 및 미치료 환자까지 고려하면 결핵환자 수는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추정되어 감염확산이 우려되며,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인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문제 심각

 

2) 최우선 건강 취약계층 규모

식량 부족 및 각종 감염병 등 보건문제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위험 취약계층은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 결핵환자 및 노인이며, 이들은 총 

3,426천명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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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위기상황시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규모     (단위: 천명)

영양 및 건강 취약 대상 대상수

영유아
(5세 미만 

아동 중 56.4%)

저체중(18.8%) 321

만성 영양결핍(32.4%) 554

급성 영양결핍(5.2%) 89

소계 964

모성 영양결핍 임산부, 수유부(상완위둘레 기준) 265

65세 이상 노인(8.7%) 2,097

결핵환자 100

총계 3,426

3) 위기상황 발생시 탈북 예상규모

북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전체 탈북자수를 추정한 

결과, 최소 2,407천명, 평균 7,827천명으로 산출

새터민(15~64세)을 대상으로 북한 거주지(리, 동 단위) 또래집단(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등으로 구분)의 예상 탈북규모를 조사하여 해당지역(도 단위)의 전체 

또래집단 인구에 적용하여 산출

북한 유혈사태시 예상되는 탈북 인원은 최소 3,589천명, 평균 7,827천명

북한 무혈사태시 예상되는 탈북 인원은 최소 2,407천명, 평균 6,840천명

※ 실제로는 가족단위 탈북이 많으므로 탈북할 의향이 있는 자로 간주

그러나 생명유지에 기본적인 식량 및 보건의료 물품을 지원받을 경우 이들 중 

60% 이상은 탈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북한 유혈사태시 최소 1,326천명만이 탈북하여 63%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북한 무혈사태시 최소 896천명이 탈북하여 62%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이 현재보다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어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더라도 식량 

및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이 보장된다면 탈북 의향자 중 60% 이상은 탈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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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북한 식량 및 보건 위기상황시 탈북자 규모 및 긴급구호 보장시 탈북자수 변화 

구분 탈북자수(E) 무상지원시 탈북자수(H) H/E

유혈사태
최소 3,589천명 1,326천명 0.369

평균 7,827천명 2,981천명 0.381

무혈사태
최소 2,407천명  896천명 0.372

평균 6,840천명 2,616천명 0.382

주: 남한 및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보건복지 위기상황시 식량 및 보건의료 무상 지원 보장

2. 북한 보건분야의 위기관리 목표 및 핵심과제

1) 북한 식량 및 보건분야 위기관리 목표 및 전략

북한 보건분야의 위기대응 목표는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식량 안보와 

감염병 등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북한사회의 혼란 최소화

초기 대응을 통한 남한의 대외 경제 및 사회 혼란 방지와 향후 보건분야 통일비용 

부담 완화 

[그림 Ⅱ-2] 북한 보건분야 위기대응 목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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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위기 발생시 보건분야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남하하는 탈북난민 및 

남북 접경지역 관리가 핵심과제

특히 북한 국경이 붕괴될 경우 남하 탈북주민의 최소화를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긴급 구호를 반드시 병행 추진

2) 남하 탈북주민 관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를 위한 남하 탈북주민 감염병 스크리닝 실시와 격리 및 

치료시설 확보

휴전선 비무장지대 등 탈북 대거 유입지역에 안전사고 위험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

시설 확보

사전 응급의료 전담인력 지정 및 가상훈련 실시

북한 취약지역 및 취약대상 중심의 식량 지원 및 보건의료 지원 보장을 통한 탈북

주민 최소화 및 탈북자 귀환조치 권장

북한 잔류주민의 식량 및 의료 등 기초생계 보장을 통한 탈북 의향 주민의 탈북 

방지에 치중

※ 탈북 의향자의 60%는 탈북의지 포기하여 북한에 잔류 예상되기 때문 

3) 남북 접경지역 관리

감염병 통제 관리를 위한 북한 접경 남한지역 및 탈북자 유입지역 방역체계 강화

접경지역 남한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15개 시･군1) 보건소 응급의료 

서비스 및 방역 기능 강화

지역적 특수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위기유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을 위한 ‘접경지역 보건의료 위기관리 규정’ 제정

1) 강화군, 옹진군,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보건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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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잔류주민 보건분야 위기관리

기아 및 질병이환의 고통이 탈북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취약대상 중심의 

긴급구호 지원 실시

특히 동북부 지역의 모성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실시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의료 및 이송체계 

지원 

1차 진료기관에 응급의료키트 배포

※ 약 5,000개소의 리･동 진료소 및 리병원 지원 

2차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기 및 아동의 통합적 감염관리(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 Illness)에 필요한 기초 의약품 지원 

※ 투입자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군 인민병원(200개소) 중 전력 공급이 양호한 

병원 대상

3차 진료기관에 필수의약품 지원: WHO-UNICEF-IFRC가 북한 보건성 관계자와 

의견수렴한 약품목록 중심

※ 도 중앙병원 및 평양의학대학병원 총 10개소 지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및 수인성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

북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및 신고체계 교육, 예방

접종 실시

안전한 식수 공급과 오폐수 및 방사능 오염물질 등의 전반적인 건강유해 환경 

모니터링 실시

3. 북한 보건분야의 위기대응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1) 가칭, 국내「보건의료 위기대응센터」설치 및 운영

국가 위기발생에 대응하여 보건분야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전반적 관리하에 ｢질병관리본부｣내 ‘위기대응센터’ 설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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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조직인 국가최고 위기관리기구와의 일관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고, 하위조직

구조인 검역소, 보건소 등의 기관간 연계망을 구축

2) 대북 위기관리 활동

북한내 기존 조직과 보건의료인력 및 전문 행정인력을 최대한 활용

최우선 취약계층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구호물자 조기 공급을 위한 해상 

교통망 확보 활용

지역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평양 등 대도시에 집중된 지원을 탈피하고, 

생활권역별 해안인접 도시(함흥, 원산, 청진 등)를 교통로로 확보하여 지원

식량안보 위기관리체계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생활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 

분배

기존 공공 배급조직인 식량공급소(도 식량공급소→시･군 양정사업소→구역배급소) 

조직망을 활용하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조직의 분배 투명성 확보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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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위기관리는 북한 도지역내 1~3차의 단계적 조직망으로 구성된 보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관리 

2차 진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을 주축으로 1차 및 3차 도인민병원과의 고위험 

환자 이송･의뢰 및 후송체계 등의 긴급구호 활동 수행

3) 식량 및 보건분야 위기대응 소요비용

위기대응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기상황에 대한 개념 및 인식 수준이 각기 달라 

그 기간의 차이로 소요비용의 편차 발생 

※ 위기상황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위기상황 이후 통일(과정) 비용과 혼재되는 

양상으로 나타나 위기대응 비용이 갖는 의미는 희석될 수 있음

이에 생명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위 수습적 수준에 해당되는 최소한 

기간의 필수비용으로 간주하여, 사전 예상하지 못한 1년간의 긴급 지출비용을 

위기대응 비용으로 정의하여 산출

위기대응 비용에는 시설 운용･관리비, 남북 투입인력의 교육･훈련비, 통신 및 

물자 관리･수송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 등은 제외

이상과 같은 전제 하에, 북한의 사회적 급변사태로 인한 식량 및 보건의료 위기대응 

비용은 첫 1년간 최소 2조 575.6억원에서 최대 2조 9840.6억원 비용 소요 추정

식량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생산량 및 수입･국제기구 원조여부에 따라 

최소 454억원, 최대 1조 345억원 

※ 현 상태의 식량 생산량 유지 및 국제기구의 지원 유지: 4545억원

※ 생산량 1/2 감소 및 국제기구 미지원: 1조 345억원

북한 잔류주민 대상 응급의료키트 및 앰뷸런스, 영유아 예방접종, 탈북난민 관리 

및 접경지역 관리 비용 등 총 보건의료 비용으로 최소 1조 6030.6억원에서 최대 1조 

9495.6억원

 



 • • •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2 

72

식량 및 보건분야의 위기관리를 위한 총 지출비용은 남한 20세 이상 성인(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37,967,813명) 1인당 최소 54천원, 평균 79천원의 비용부담 수준

<표 Ⅱ-8> 북한 보건의료 위기대응 주요 지출 영역 및 비용(1년 기준)

보건의료 지출영역 비용

1차 리-동진료소(5,000개소) WHO 개발 25종 응급의료키트 6억원

2차 진료기관 시-군 인민병원(200개소) 응급의약품 및 수술 기기 800억원 

3차 진료기관 도단위 기본약품 중앙병원, 평양의대병원 기본의약품 80억원 

1, 2, 3차 기관 연계하는 앰뷸런스(인민병원 200개소) 1,800억원

남한 기준 북한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비용 및 Safety box 비용 765억원

도 단위 중앙병원 콜드체인시스템 차량 10개소 100억원

남북 접경지역(개성직할시, 고성군 등) 북한「위생방역소」의 임상실험실 
진단과 방역장비(차량 포함) 및 말라리아 방역 소독약품(살충제 및 살균제)

122억원

설사증 치료를 위한 ORS(UNICEF 공장 활용) 800만 sachets 1.6억원

남하 탈북자(추정 규모 기준) 감염병 스크리닝 및 검진비용
448억원~
3,913억원

탈북자 결핵 등 감염병, 응급 및 급성질환 치료 295억

4. 결론 및 제언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급변사태로 초래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동요 계층에 

대한 식량 및 보건분야 위기발생 가능성 상존

한반도 평화와 조기 안정의 한 축으로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위한 북한 

식량 및 보건부문의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향후 통일

비용 절감 필요성 대두

북한 위기상황에서 초래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건분야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가기획 통제기구인 ‘국가최고 위기관리기구(National Crisis Control Center)’ 
산하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한 가칭 ‘보건의료 위기관리센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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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위기 관리계획과 연계한 부처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긴급정보 공유를 통한 위기대응 필요

보건분야 위기대응 자원 비축, 매뉴얼 개발 및 가상훈련 실시

위기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합비상대책 매뉴얼 개발 및 사전 

모의 시행하여 대응 역량 강화

효과적, 효율적 위기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북한 위기상황 

대응 정보망 구축 공유

국제기구(WFP, UNICEF, WHO 등)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에게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고 북한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 및 기능 

분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분소로서 ‘탈북주민 건강관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보건의료 위기관리 규정’ 제정 필요 

식량 및 보건분야의 지속적인 대북 지원 실시 및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시 보건의료 문제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실시로 위기대응 비용의 최소화 

북한 식량 및 보건분야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조달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

이후 통일과도기적･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신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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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개편의 목적

일하고자 하는 빈곤층에게 복지-고용-주거 연계강화로 빈곤전락 차단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 해소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급여체계 개편방향

획일적 기준에 의한 한 덩어리 급여체계에서 개인･가구의 욕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 조합,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관련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로 체계적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부조 현금 및 현물급여와 관련 서비스 지원 체계화 

<현행급여체계와 주요 개편안 비교>

구분

현행 개편

수급기준(수급액) 수급기준(수급액)
부양

의무자
급여 내용

생계
급여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비 보충급여
(임대료 제외)

주거
급여

생계급여 150%(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AND 소득인정액 대비 기준임대료가 
20% 이상인 임차가구(자산상한선 적용)

×
가구규모별, 급지별 기준임대료 - 급지별 
조정계수 × 소득인정액 

교육
급여

최저생계비 100%
이하 초중고 자녀

생계급여170%(최저생계비 180%) 이하 초중
고 자녀(생계급여 자산상한선의 120%)

×
학비, 교과서, 학용품, 부교재비
(급식비 소멸)

의료
급여

최저생계비 100% 이하, 최
저생계비120% 이하 중 일부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근로능력 없는 가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준용 포괄 급여, 본인부담 차등화 (근로능
력유무 판정 개편 전제)

 요 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주요쟁점

❙연구위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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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한계

국민기초보장제도 수급

경제위기(IMF)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는 전체인구의 약 3% 수준을 유지(’10.12월 1,549천명, 

878천 가구)

탈수급 저해 

기초보장제도내 자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탈수급률 저조

- 근로능력 있는 수급가구의 총 수급기간은 8년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24.1%)을 

차지하며, 평균 수급기간은 4.8년으로 수급기간 장기화(’09년, 보사연)

- 수급자 중 취업자 비중: (’01) 15.4% → (’09) 8.6%, 상시직 비중: (’02)6.7%

→ (’09)3.3%

※ 근로능력 수급자 30만명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등 약 4만여 명(13.3%)에 불과

근로유인제도가 자활근로에 집중되고,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유인이 미흡

※ 현재 취업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장려세제 모두 적용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주요쟁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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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현 수급자대상의 사업유형별 근로유인 체계

구 분

소득공제 특례제도 적용 사회보험료 감면 이행급여 지원

소득 30% 공제
최저생계비초과 시에도 
3년간 수급자격인정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2년 

지원

자활사업
(4만명)

○ ○ ○ △

자활근로･공동체
소득 30% 공제 
→ 장려금 지급

자활근로･공동체, 
희망리본 참여자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기금에서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탈수급시 
지원

일반취업
(12.7만명)

× × × △

취업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적용안됨

특례적용 안됨
(패키지 참여자 
포함)

감면제도 없음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의료급여가 수급자격 획득으로 자동지원되어 근로능력자 등에게는 불요불급한 

혜택이 부여되고, 탈수급 저해요인으로 작용

- 내년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소요재원 2,191억원 중 의료급여 1,416억원으로 

65%를 차지(실질적인 복지욕구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는 629억원)

- 의료지출액(보험료+의료비)이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계층을 의료비 과부담 

가구라고 하면 의료급여수급자의 48.6%만이 과부담 가구(차상위 계층은 

67.2%)

주거급여가 사실상 생계급여와 연동되어 생계와 주거 모두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전세가구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가구규모별 점유

형태 및 주거지역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지원효과 미약

※ 대도시 월세가구 최저주거비 412천원으로 중소도시 전세가구 주거비의 2배 

수준, 대도시 거주 수급 가구수 36만9천 가구로 전체 수급가구(88만3천가구)

의 42%

- 반면, 주거급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가 가구가 임차가구와 비슷한 주거

급여액을 받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비효율성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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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예방 미흡

빈곤전락을 예방할 수 있는 급여가 부족하고 위기대응책인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성과도 미흡한 실정

- 원래 제도 취지와 달리 지원대상 중 전년도 지원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수급자가 다수 차지하여 신규대상자 발굴이 미흡

생계급여와 의료, 교육, 주거 등 여타 현물급여의 수급자격에 연계되어 수급자에게 

집중되어있는 반면, 차상위 등 비수급빈곤층은 거의 배제

광범위한 사각지대

엄격한 수급자 기준으로 기초보장에서 배제된 빈곤계층의 규모가 약 400만명 

수준(전체인구의 약 7.5%)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탈락이유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시중 정기예금금리(’10.1월 평균 3.453%) 보다 높은 수준

※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빈곤노인가구의 수급률은 한부모가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최저생활 욕구수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생계급여 산정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욕구별 비형평적 보장

변화하는 빈곤실태에 대한 대응력 부족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기존의 빈곤양상인 노인빈곤, 실업빈곤에 

더하여 근로빈곤 심화

- 근로빈곤층의 경우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무급종사자의 비율이 비빈곤층에 

비해 높아 고용형태가 불안하고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

※ 핵심 근로연령(25~54세) 계층의 7.8%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 취

업자 중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이 218만명에 이름(’08년, 보사연)

빈곤경험가구 중 계속 빈곤가구는 12%인 반면, 일시빈곤 및 반복적 빈곤가구의 

비중이 약 90%로 대다수

※ 보사연(’06년): 일시빈곤(42.4%), 반복빈곤(45.9%), 계속 빈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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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주요개편(안)

1) 생계급여 개편

<표 Ⅲ-2> 생계급여 개편방안

구분 현행 개편안

선정
기준

ㅇ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

산액 =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ㅇ 총순자산이 조정된 일반재산의 최고가액 
미만

  - 조정된 일반재산의 최고가액=일반재산
의 최고가액+(급지별 전세가격-지역
별 기초공제액)

ㅇ 소득평가액이 조정된 생계급여최대액 이하
   - 조정된 생계급여액=최저생계비-타법지원

액-주거급여액+임대료제외주거급여액

부양
의무자 ㅇ 있음 ㅇ현행을 유지하되 점진적 완화 

급여액

ㅇ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잔액의 약 80%

  -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 항목 중 
현물을 제외한 금액

ㅇ생계급여액=조정된 생계급여최대액-
가구의 소득평가액-보충급여 방식유지

ㅇ근로능력자에게는 제한적 보충급여
(조정된 생계급여최대액과 일정한 기준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

현재 최저생계비 중 독립된 급여로 제공되는 교육급여, 주거급여(임대료보조), 

의료급여가 대응하는 욕구를 제외한 모든 욕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

근로능력자 생계급여

제한적 보충급여로 일정한 기준소득(예: 자활임금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간주하고 생계급여 상한액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지급 

- 근로능력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급여의 보충성으로 인한 

근로에 대한 역유인 예방

- 기준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추정 부과하여, 특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액이 생계급여 상한액과 기준소득의 범위 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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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제한적 보충급여

2) 주거급여 개편

<표 Ⅲ-3> 주거급여 개편방안

구분 주거급여 현행 주거급여 개편안

선정
기준

ㅇ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

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ㅇ 총순자산이 최저주거기준 주택매매
가격 미만

ㅇ 생계급여 최대액을 제외한 소득평
가액의 20%가 최저기준임대료(주거
급여 최대액) 이하의 임차가구

  - 대략 최저생계비의 130~140% 또는 
개편된 생계급여기준선의 170%

부양
의무자

ㅇ 있음 ㅇ 없음

급여액

ㅇ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
감한 잔액의 약 80%

   -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 항목 
중 현물을 제외한 금액

ㅇ 주거급여 최대액(최저기준임대료)에서 
생계급여 최대액을 제외한 소득평
가액의 20%를 차감한 잔액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자가가구 제외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개보수지원 또는 

주택매매융자지원제도 등의 다른 주택정책수단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주거

대상으로 포함 

- 또한 비주택유형에 거주(최저주거기준 미달 등)하는 임차가구에게도 주거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상향이동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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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융자제도(주택바우처 시범사업 포함) 등의 수혜가구 제외

주거급여 소득기준선은 주거급여 최대액인 최저기준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제도의 성숙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3) 의료급여 개편

<표 Ⅲ-4> 의료급여 개편방안

구분 현행 개편안

선정
기준

ㅇ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
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
환산액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ㅇ 생계급여기준선 이하 근로능력 없는 
가구

  - 1종, 2종 구분 없음
  - 2종은 점차적으로 폐지
   ∙ 개편에 따른 생계급여기준선 이

상의 기존 1종수급자는 2종으로 
한시적 자격유지하고, 생계급여 
기준선 이상의 기존 2종수급자는 
건강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되, 부
분적으로 2종으로 보장

  - 신규 근로능력 수급자는 추가선정 
안함

  -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통합운영

부양
의무자

ㅇ 있음

ㅇ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에 준하여 완화
  -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하되, 향후 건강보험 피부
양제도 확대에 따른 조정 검토 

급여액

ㅇ 의료급여 1종, 2종(근로능력 유무)
  - 1종: 외래 1000원, 입원 무료 입

원시 생계급여는 지원하지 않음
  - 2종: 외래 1500원, 입원 10%

ㅇ 본인부담 외래 1,500원, 입원 및 약 5%
ㅇ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생계급여 지원
  - 한시적 운영되는 2종은 현행과 동

일하되, 약에 대한 정률적 본인부
담 10%

전체 건강보장 체계 내에서 의료급여 제도의 역할 정립을 위해 향후 건강보험과의 

제도통합 여부 등 장기적 정책방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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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개편

<표 Ⅲ-5> 교육급여 개편방안

구분 현행 개편안

선정
기준

ㅇ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수급가구

ㅇ 생계급여 200%에서 점차 확대

부양
의무자

ㅇ있음 ㅇ 없음

급여액
ㅇ 수업료, 부교재비등 

지원

ㅇ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재비(고등) 기존교육비(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 준비비로 명칭 개정과 급여에 포함비

ㅇ 급식비 점차 소멸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과 통합, 교복지원비, 교통비, 안경, 

치과진료비, 방학중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포함
  - 중장기적으로 전반적 교육복지 지원으로 개념확장, 

각부처사업과 연계･지원

급식비(기존 최저생계비 내)는 현재 차상위계층까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하는 곳이 많아 점차 소멸 예측

기존 교육비를 가칭 교육지원비(교육준비비)로 명칭 개칭하고 교육 급여에 포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등을 교육급여로 통합

3.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영향과 정책과제

1) 재정영향 개념도 및 재정 추계

[그림 Ⅲ-2]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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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추계

구분
현 행 

(’12년 예산기준)
급여체계 
개편시

증감 비고

생계
급여

2조
3,600억원

3조 
8,773억원

+1조 
5,173억원

예산은 64.29% 증가, 
대상은 현행대비 25.51% 감소

주거
급여

5,200억원 8,912억원 +3,712억원
예산은 71.39% 증가, 
대상은 현행대비 69.64% 증가

의료
급여

3조
9,800억원

3조 
3,687억원

-6,113억원
예산은 15.36% 감소, 
대상자 변동 없음

교육
급여

1,400억원 2,714억원 +1,314억원
예산은 현행대비 93.88% 증가,
대상자는 93.88% 증가

계 약 7조원
8조 

4,086억원
+1조 

4,086억원
개편된 급여체계의 총 예산은 약 20.12%
증가, 총 대상은 46% 증가

(2)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책과제 

생계급여 개편에 따른 과제

생계급여 현실화

- 1단계: 가구규모별 

- 2단계: 연령별(예: OECD수정균등화, 아동과 성인간 욕구차이만 반영) 

- 3단계: 가구특성별 추가적(장애, 한부모, 노인 등)

지역별은 주거급여개편으로 해소

최초생계급여액 결정 방식

- 상대적 빈곤선 개념에 기반한 생계급여기준선이 적절

∙ 생계급여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고 수준은 가계조사의 평균 또는 중위소비지출 

대비 개편된 생계급여가 포괄하는 범위로 설정

∙ 수급가구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제공

∙ 구체적인 항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과 관련시켜 결정

되므로 최저생계비 측정 및 정책 운용과 관련한 비생산적인 논란 최소화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과제

근로능력에 따른 주거지원서비스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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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맞춤형 임대주택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중간서비스형 주택으로 기존의 

영구임대주택과 차별화

∙ 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생계급여수급자(노인과 

장애인 등)를 중심으로 운영

주거지원관련 법안을 중장기적으로 주거지원법(안)으로 통합 및 확대 개편

-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수단들의 자격기준과 지원수준을 체계화

의료급여 개편에 따른 과제

빈곤예방 강화측면에서 의료비과부담(Medically Needy Group)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필요

타법지원에 의한 현행 의료수급자를 건강보험적용대상자로 전환하되 보험료 지원

형태로 개편

교육급여 개편에 따른 과제

관련 부처의 바우처 통합 운영 및 예산 연계를 통한 교육급여 지급구조 개혁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이나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지원 바우처의 통합 

청년･성인 생애주기까지 확대하여 교육안전망 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방과후 교육 보편적 지원 등)

- 공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취업훈련이나 고용보험)

∙ 교육급여 대상 대학생들은 대출 상환과 취업과의 연계를 통한 이자 및 원금 

탕감 제도 도입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급여･서비스 체계화

기초보장급여와 기타 사회부조성 급여 간의 우선순위 조정

- 생계성 급여 지양

- 현물 및 사회서비스 확대와 형평성 제고

∙ 소득 역전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사회서비스 지원 기준의 상향 조정 

및 다양화

∙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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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궁극적으로 전국민 무상지원, 예산의 제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및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주택 등 지원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재산기준 적용

「차상위계층지원법(가칭)」제정

-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급여의 목표 달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 필요

∙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근거

∙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을 조정

∙ 잠재적 빈곤층 상시적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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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 11,232개 사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실시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실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저소득 

자영업자와 수익구조가 취약한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및 양육지원, 노후소득

보장, 사회보험 지원,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정책 개선의 필요성 제기

자영업자의 자녀돌봄 시간부족과 자녀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자영업 가구에게 자녀수(2자녀 이상)를 반영한 조세지원방안 검토 필요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 범위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 검토 및 사업장의 질병 유발요인 개선 지원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 센터” 자영업자 중심의 방문서비스도입으로, 노후

설계지원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를 종사상 지위별로 체계화하고,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의 

보험료 직접 지원 또는 보험료 대납을 통한 일시적 유예 방안 검토로,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예방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혜택을 위하여, 

가입률이 저조한 고용보험 활성화방안 마련

취약한 자영업자의 산재 발생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저 비용으로 최소 

혜택을 보장하는 산재보험 운영방안 마련

 요 약 

2 자영업자 생활실태와 정책방안

❙부연구위원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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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 노동시장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011년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28.2%, 1998년 외환위기 직후 30% 수준

에서, 2003년,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다 2011년 감소세 둔화

※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06년 5월부터 감소세였던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다시 5만3천명 증가

※ 자영업자 내에서는, 여성비중 감소, 급속한 고령화,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학력 

자영업자는 복수의 공급자가 활동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위험에 취약한 상황으로, 빈곤층 전락으로 인한 사회지출 증가 및 경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자영업자 비중은 -0.758의 높은 음의 상관관계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의 필요성

정부는 2005년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금융 및 

시설사업지원 위주로 정책 추진 중이나, 직업 전환 및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

취약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녀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 및 노인․장애인 등 가족돌

봄의 지원이 시급하며, 사회보험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과 사회보장 제

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영업자 생활실태와 정책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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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가구소득 (만원/월) 가구지출 (만원/월) 자산 (만원) 부채 (만원)

1인 159.9 114.6 10,721.1 1,215.2 

2인 205.6 150.9 19,908.4 1,68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영업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실시

전국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사업주 11,232표본 방문조사 실시

2. 자영업자 생활실태

1) 사업주 가구 및 사업체의 일반 특성

사업주의 직업경력 및 가구 특성

1인 가구의 비율 11.6%, 2인 가구 24.7%, 3인 가구 20.9%, 4인 가구 33.5%(전체 

4인 이하 가구 비율 90.8%), 평균 가구원수 3.1명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63%이며, 여자(48.3%)보다 

남자(73.3%)가 임금근로 경험 비율이 더 높음

임금근로 경험기간 평균은 10.7년, 여자(7.7년)에 비해 남자(12.0년)가 더 장기간

이며, 자영업 종사기간 평균은 13.3년이며, 여자(11.7년)에 비해 남자(15.0년)가 

더 장기간

업종 전환 횟수는 평균 0.6회, 그동안 업종전환을 한 적이 없는 비율은 72.9%로 

높은 수준이며, 향후 3년 이내 폐업계획이 있는 비율은 9.5%로 낮은 수준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현황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297.6만원, 가구지출은 228.7만원으로, 가구

소득과 가구지출 규모가 가구원 수에 비례하는 양상

자영업자 가구의 자산과 부채는 평균 21,960.5만원과 2,650만원으로, 자산과 

부채 역시 가구원 수에 비례하는 양상

※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 가구(18,220만), 3인 가구(20,624만), 4인 가구(21,833만), 

5인 이상 가구(22,339만)의 순자산(자산-부채) 규모가 약 2억원으로 수렴

<표 Ⅲ-7>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소득, 가구지출, 자산 및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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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가구소득 (만원/월) 가구지출 (만원/월) 자산 (만원) 부채 (만원)

3인 315.2 228.5 23,419.7 2,795.6 

4인 376.7 302.1 25,153.5 3,320.2 

5인 이상 383.9 309.5 26,553.7 4,214.0 

전체평균 297.6 228.7 21,960.5 2,650.0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이 전국 가계 현황보다 다소 낮은 수준

※ 자영업자의 가구소득(297.6만)과 지출(228.7만)은 전국 가계 평균(336.3만원과 

273.9만원)에 비해 낮고, 자산(21,961만)과 부채(2,650만)는 전국 가계 평균

(29,765만원과 5,205만원)에 비해 낮으며, 순자산의 규모는 1인 가구를 제외

하고 전국 가계 평균에 비해 적은 규모

소득 수준의 구분

자영업자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10.2%(286,043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4.6%(129,028가구), 평균소득 이상 가구 29.3%(817,156가구)로 추정되며, 전국 

가계의 가구소득에 비해 다소 낮음

<표 Ⅲ-8>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수준별 규모 추정 

소득 수준 표본 수 가구수(추정) 비율(%)

① 최저생계비 이하 1,168 286,043 10.2 

② 최저생계비 초과 ~ 120% 이하 527 129,078 4.6 

③ 최저생계비 120% 초과 ~ 150% 이하 882 216,029 7.7 

④ 최저생계비 150% 초과 ~ 평균소득 이하 5,482 1,342,888 48.1 

⑤ 평균소득 초과 3,336 817,156 29.3 

전체 11,395 2,791,195 100.0 

소득수준별 가구의 가구소득, 가구지출, 자산 및 부채 현황

- 가계수지(가구소득-가구지출)는 집단 ①, ②, ③의 경우 적자이며, 집단 ④, 

⑤는 흑자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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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수준별 가구소득, 가구지출, 자산 및 부채 현황 

소득 수준
가구소득
(만원/월)

가구지출
(만원/월)

자산
(만원)

부채
(만원)

① 최저생계비 이하 79.3 166.5 18,641.4 3,703.1 

② 최저생계비 초과 ~ 120% 이하 124.4 156.2 16,625.2 2,028.5 

③ 최저생계비 120% 초과 ~ 150% 이하 152.9 170.5 16,861.3 1,919.0 

④ 최저생계비 150% 초과 ~ 평균소득 이하 266.5 227.2 19,935.2 2,319.3 

⑤ 평균소득 초과 490.8 279.6 28,508.1 3,103.5 

사업체 특성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유형태는 임대 71.6%, 소유 26.4, 기타 2.0%로, 대부분 

임대형태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대시 전세금 평균액은 45,901천원, 

월세 평균액은 58만원 규모

사업체 단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7.7%, 고용보험 6.8%, 산재보험 

6.7%, 국민연금 7.7%로, 지역가입자가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달리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

2) 출산 및 양육

자영업자의 출산･양육 행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출생아수는 1.78명으로 2009년 전국 기혼여성 평균출생아수

(보사연, 2009) 1.69명과 유사한 수준(0.09명 더 높음)

※ 자영업자의 이상자녀수는 2.1명으로 2009년 전국 기혼여성 이상자녀수 2.3명 

보다 0.2명 낮은 수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비율은 30대 연령층에서 31.0%로, 2009년 전국 기혼여성

(보사연, 2009)의 28.5%보다 2.5%p 높은 수준

※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는 교육비부담(10.8%)과 양육비 부담

(8.6%) 때문

자녀돌봄 형태에서, 미취학자녀의 경우 보육시설이용률은 65.5%로 2009년 전국 

기혼여성의 보육시설이용률 55.1%에 비해 10.4%p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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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미취학자녀 29.6만원, 초등자녀 35.9만원, 

중등자녀 42.4만원, 고등자녀 51.2만원이며, 자녀 양육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사교육비 부담(37.7%)과 양육비 부담(35.2%)

3) 건강

자영업자의 건강수준 및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자영업자의 최근 2주간 이환율은 3.9%로서, 일반국민의 21.3%(2009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이환율: 최근 2주 동안 만성･급성 질환 및 사고･중독 등으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꼈던 비율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좋다’, ‘좋다’로 인식한 응답자가 64.0%, 일반국민의 

43.9%(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높은 수준

자영업자 중 지난 1년 동안 의료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자는 11.2%로, 일반 국민의 24.0%(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약 13%p 낮은 수준

<표 Ⅲ-10> 연간 미치료율  (단위: %)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본조사

2005 2007 2008 2009 2012

비율 16.4 22.4 22.8 24.1 11.2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2010.12.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와 ‘가게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가 각각 62.3%, 19.7%로 일반 국민(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자영업자는 직접적인 비용부담보다 생업활동에 따른 시간부족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런 욕구는 미충족(unmet) 또는 과소 충족상태에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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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의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가 62.8%로 가장 많고, ‘그냥 참았다’도 35.5%에 달함

민간건강보험 가입 현황

자영업자의 69.4%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민간건강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4) 노후준비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자영업자의 29.3%만 경제적 노후준비 중, 전국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도 75.3%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층은 경제, 건강, 여가, 사회활동의 제 영역에서 노후

준비도가 평균소득 초과 계층의 절반 미만 수준

<표 Ⅲ-11> 소득수준별 자영업자들의 노후준비도

구분　
경제적 

노후준비
건강 

노후준비
여가 

노후준비
사회활동 
노후준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15.7 18.2 8.6 8.6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18.7 18.9 7 5.1

최저생계비 120~150% 21.7 21 11.3 9.4

최저생계비 150%~평균소득 27.4 25 11.8 10.6

평균소득 초과 41.1 34.8 18.2 14.3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실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82.4%(현재 가입 64.3%, 노령연금 수급 

18.1%)이며, 이중 지역 가입자의 비중이 87.3%로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나타남

- 사업주 본인이 지역으로 가입함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또한 지역가입자(본인이 

보험료 9% 전액을 부담)이거나, 미가입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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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형태

구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전체

비율 12.1 87.3 0.6 100(7,241)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91.2%, 납부하지 않는 비율은 

8.8%

-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6.9%이며, 체납자 중 대부분

(95.1%)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91.5%)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로 나타남

※ 향후 보험료 납부의사가 있는 비율은 74.9%이고, 납부 의사가 없는 비율은 

24.8%이며, 납부기간이 길수록 향후 보험료 납부의사 비중도 높아짐

개인연금 가입 비율은 20.3%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주요한 미가입 

사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63.3%) 

개인연금 가입률은 국민연금 가입자(26.4%)자보다 미가입자(15.8%)가 높게 나타나, 

노후소득 수단으로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제도를 다층으로 활용하고 있음

5) 복지서비스

자영업자 장애인 가구의 돌봄 실태와 욕구

자영업자의 장애인 돌봄의 욕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가족내 

돌봄이 가능한 정도는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

※ 돌봄 욕구가 가장 높은 최중증 장애인(5점) 비율 12.3%, 일반가구 6.4%(장애인

실태조사, 2012)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 반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77.2%로, 일반가구 84.0%(장애인실태조사, 2012)에 비해 6.8%p 

낮은 수준

노인대상 돌봄 필요도가 높은 집단(4, 5점)에 서비스 공급 집중, 필요도가 낮은 

집단(1, 2, 3점)의 서비스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정부 지원 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장애인의 경우, 노인의 경우와 반대로 도움 필요도가 높은 최 중증 집단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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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비스 구매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돌봄서비스 공급에서 최 중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족한 

상황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 발생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의향

장애인 가구의 향후 복지서비스 이용 의향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은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

※ 일반가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평균 2%, 향후 이용의향은 10%

미만 수준(장애인실태조사, 2012)

※ 일반가구의 노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0.2~1.6%, 향후 이용의향은 

30~50% 수준(노인실태조사, 2009)

3. 정책 개선방안 

자녀 출산, 양육 및 보건의료 정책

자영업자의 자녀돌봄 시간부족과 자녀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자영업 가구에게 자녀수(2자녀이상)를 반영한 조세지원방안 검토 필요

자영업자의 시간제약을 고려하여,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 접근 채널 확충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 범위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 

검토

자영업자의 질병이나 직업병 및 산재 예방,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상담･교육 확대

자영업 사업장의 질병 유발 요인 개선을 위한 환경정화 지원

 

다차원적 노후준비및 복지서비스 확대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 센터” 자영업자 중심의 방문서비스도입으로, 노후

설계지원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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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노후준비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을 통해 영업시간 등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극복 지원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화 바우처 사업을 차상위 및 차차상위 

자영업자에 확대 적용

영세자영업자 대상의 차별화된 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방안 모색

- 장애인 최 중증 집단 대상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 우선

순위 설정의 문제 해소, 돌봄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움필요 정도에 따른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 검토

자영업자 장애인 가구의 서비스 확충에서 장애인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 

마련

사회 보험 강화

국민연금 미가입 자영업자는 보험료 일부 지원의 경우 납부의사비율이 48.7%로, 

보험료지원 정책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유인효과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를 종사상 지위별로 체계화하고,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직접 지원 또는 보험료 대납을 통한 일시적 유예 방안 검토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예방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혜택을 위하여, 가입률 

6.8%로 저조한 고용보험 활성화방안 마련

- 일정소득 이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을 정부가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지도 ․ 감독 강화

매우 낮은 수준(6.7%)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산재 발생시 사회적 비용의 발생 

위험이 있는 바 산재보험 가입 제고방안 마련

-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일부 반대주장 등을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 혜택을 보장하는 산재보험 운영 또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검토



Ⅳ. 사회복지서비스

1. 영유아 보육 지원의 주요 쟁점 및 

정책방안

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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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확대 및「누리과정」도입으로 내년부터 보편적인 

보육 지원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 정책 대상의 보편성은 강화되었으나 보육서비스의 질,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 

지원수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한계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임

- 0~2세 영아는 부모의 양육 필요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

- 3~5세 유아는「누리과정」을 통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 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부모의 자녀 양육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

- 가정 내 양육 수당의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수준 현실화

부모의 자녀 양육 필요에 따른 지원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일시 보육등 이용 시간에 따른 시설 보육 서비스 지원

- 소득 수준 및 자녀수 등 가정의 양육부담에 따른 차등 지원

 요 약 

1 영유아 보육 지원의
주요 쟁점 및 정책방안

❙연구위원 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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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및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2012년 현재 전체 0~2세, 

소득하위 70% 이하 만 3~4세, 전체 만5세에 대해 시설 보육 서비스 지원 

2013년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시설 보육 지원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

<용어 정리>

- 영유아는 만0~5세 아동으로서 만0~2세는 영아, 3~5세는 유아를 지칭함 

- ‘보육’은 부모가 자녀를 보육기관 또는 개인 보육사에 맡겨 자녀를 키우는 것, 

‘양육’은 부모 등이 직접 자녀를 키우는 것을 말함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 대상의 확대는 민간 보육 시설 및 시설 이용 아동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중앙 및 지자체의 보육 예산의 급증을 가져옴

민간･가정 보육 시설 비중이 전체 보육시설의 89.67% 차지

전체 0~2세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이 54.07%로서 OECD 국가평균 30%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

영유아 보육관련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차등 보조율 적용으로 인해 지자체의 

보육료 예산 부담 가중

영유아 보육 지원의 
주요 쟁점 및 정책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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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2
만 0~1세

법정 저소득층
법정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전체
만 1~2세

만 
3~4세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정부의 보육지원정책 대상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의 다양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는 여전히 한계

부모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 등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 미약

여성 취업･소득 수준･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원

2. 국내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 현황

만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99), 최저생계비 120%(’06),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09),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11), 0~2세 전체 

영아(’12)로 확대

2000년부터「만 5세아 무상보육」을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부터 시작한 

이래 지속적 확대하여 2012년 전체 만5세 아동에 대해 지원

<표 Ⅳ-1> 영유아 보육사업 총예산,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2000~2011년)
(단위: 백만원, 개소수, 명)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복지부 
보육사업
총예산

145,959 600.091 791,008 1,043,474 1,417,780 1,710,430 2,127,509 2,478,380

총보육시설수 19,276 28,367 29,233 30,856 33,499 35,550 38,021 39,842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686,000 989,390 1,040,361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자료: 보건복지부(2011).보육 통계.
주: 2012년 보육사업 총 예산은 3,028,567백만원

<표 Ⅳ-2> 시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추이(1999~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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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2

만 5세

법정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만0~4세 
보육료 지원 

대상)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80% 
이하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90%

(도시)
100%
(농촌)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전체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보육시설 월 보육료는 종일제를 기준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부모가「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입금

<표 Ⅳ-3> 2012년도 보육시설 월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연령
월 보육료 지원 단가

지원비율
종일 야간 24시

0세 394,000 394,000 591,000

100%

1세 347,000 347,000 520,500

2세 286,000 286,000 429,000

3세 197,000 197,000 295,500

4세 177,000 177,000 265,500

5세  200,000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공급자 지원으로서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민간･가정･직장･부모

협동 어린이집에 ｢기본 보육료｣ 지원

※ 기본보육료 1인당 지원 단가: 0세(361천원), 1세(174천원), 2세(115천원)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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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보육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대상 및 급여 확대 추이 

연도 지원 연령 지원 대상 지원액

2009년 7월 
~2010년

만 0~1세
- 차상위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월10만원

2011년 만 0~2세
- 차상위 저소득층: 월가구소득

(4인기준) 173만원 이하

- 만0세(월20만원)
- 만1세(월15만원)
- 만2세(월10만원)

2012년
만 0~2세
(장애아동: 
만 0~5세)

- 차상위 저소득층: 월가구소득
(4인기준) 180만원 이하

- 농어촌 아동: 농지5만m2, 
농어업외소득 연간 4천만원 
미만(1자녀 기준)

- 장애 아동: 소득 무관

- 차상위 이하: 만0세(월20만원), 
만1세(월15만원), 만2세(월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별보육료
지원단가의 45%

-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0~2세
(월20만원), 만3세~취학전 만
5세(월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3. 민간 보육 시설의 급속한 증가

정부의 시설 보육료 지원확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증가를 가져와 2011년 12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89.67% 차지

전체 0~2세 보육 시설 이용 영아 중 86.03%가 민간․가정 보육 시설을 이용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은 52.08%(’90)에서 14.53%(’00)로 급속도록 하락한 이후 

2005년부터 10% 내외로 정체된 상태

[그림 Ⅳ-1] 전체 0~5세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 추이(1990~2010년)

자료: 통계청 KOSIS(각년도). 장래인구추계;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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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육시설 수의 증가에 따라 지원금 부정 수급, 시설장의 집단행동, 담합에 

의한 왜곡된 서비스 등 도덕적 위해 발생 우려

미래세대 건강한 인적 자원의 양성을 위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청되고 있음

4. 시설 보육 중심의 서비스 지원

부모의 영아 자녀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 미비로 불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급증

2011년 현재 전체 0~2세 영아의 54.07%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30%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표 Ⅳ-5> 우리나라 시설 이용 아동의 증가 추이(2008~2011년)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0~2세

총아동수 1,382,803 1,381,293 1,358,043 1,367,240

시설아동수 501,889 574,394 686,256 739,332 

이용률 36.30 41.58 50.53 54.07 

3~5세

총아동수 1,400,169 1,355,244 1,376,933 1,409,969

시설아동수 1,127,963 1,110,948 1,110,661 1,156,694

이용률 80.56 81.97 80.66 82.04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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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OECD 국가의 0~2세 보육 시설 이용률(2008년)

 

주: 3~5세 시설 아동수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및 유치원 취원 아동의 합계임
자료: OECD Family data base(2012).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수요자를 위한시설 보육료 지원

(78.6%)에 치중

양육수당 지원(3.39%) 및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약 3%)은 미약한 

수준

[그림 Ⅳ-3]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 비중(2012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OECD는 0~2세 영아기에 부모와의 접촉 부족은 자녀의 감성적･언어적 측면에서 

발달 부진을 초래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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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유럽 국가는 출산 이후 최소 1년간 육아 휴직 이용 강조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휴직 이후 추가적으로 자녀 양육을 원할 때 자녀 연령 3세 될 때까지 “양육 

수당” 지원

시설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부모 직접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 수당의 

대상자, 급여 수준 등 관련 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와 더불어 부모 직접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여 부모 교육 및 정보 제공, 부모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일괄적인 보육료 지원

시설 보육서비스는 실제 이용 시간과 무관하게 종일제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일괄적인 보육료 지원

종일제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종일제를 지원하는 정책의 비효율성 

유발

- 프랑스의 경우 종일제 보육 서비스는 맞벌이부부, 전업주부는 일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전체 보육 시설의 58%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양육 부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액수의 

지원은 사회적 형평성 저해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소득수준 및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보육료 지원

양육자의 자녀 양육 필요도와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필요

여성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육 서비스 필요 시간에 따라 시설 보육 서비스 

제공

양육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하되 소득수준 및 자녀수 등 양육부담에 따라 차등화

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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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대상은 보편화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방안 고려

6. 지자체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 증폭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 보육관련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자체별 재정

자주도를 고려하여 차등보조율 적용

각 지자체는 40~90% 까지 대응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료 예산 부담 증가

<표 Ⅳ-6>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별 국고 보조율

사업명 사업 유형 수행 방식 국고 보조율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 지원 국고 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보육 돌봄 서비스 시설 지원 국고 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 지원 국고 보조 전국 50%

어린이집 지원 시설 지원 국고 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 지원 국고 보조
지방자치단체 48%

한국보육진흥원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간 재원 분담 조정 및 세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013년「만3~4세 누리과정」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5세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부담 감소 예상

- OECD(2006)는 국가 차원에서 공동 목적이 있는 경우 보육 예산 지원을 다양한 

부처에서 분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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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방향

※ 미국 주정부의 영유아 보육 재정 지원 사례

- 대기업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하는 경우 조세 혜택 제공

- 아칸소주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담배 혹은 알콜 소비세 등 특별세 활용

- 조지아주는 복권 기금을 활용하여 영유아 보육 재정 지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지원정책은 자녀 양육부담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의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부담 수준에 기반한 차등적 지원,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양육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증진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보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하여 전체 사회의 형평성 확보

0~2세 영아는 부모의 양육 필요에 따른 선택권 보장, 3~5세 유아는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

-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종일제 시설보육․일시시설보육․양육 수당을 조화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3~5세는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전한 아동발달을 

위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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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양육수당을 확대하며 향후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대상자 확대: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시기인 전체 0~2세 영아

급여수준 현실화: 부모의 양육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지원

급여액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및 자녀수 등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정도에 근거

하여 차등 지원

양질의 보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공공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로 

공공 보육 시설 비중 확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으로 서비스 질 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동 시장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효과성 극대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전체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보험”으로 확대

- 부모보험도입과 더불어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지원은 보편적인 

아동 수당으로 확대

유연한 근로시간 및 정시퇴근 문화를 확립하여 직장 생활과 보육서비스 이용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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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초기정착 단계의 젊은 신부’를 대상으로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음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농촌

지역보다는 중소도시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증가는 출생아수 감소와 여성의 결혼 기피 등으로 

인한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반영된 인구구조적 결과

앞으로도 외국인 신부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지만, 국내 신규 유입 규모는 혼인

적령기 남성인구의 감소 및 송출국(중국, 베트남 등)의 인구변화로 인하여 중장기적

으로 감소할 것

그간 혼인연령의 다양화 및 혼인이주여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체류 혼인

이주여성들의 연령도 높아져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

베트남 여성들의 유입 증가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이 늘어났으며, 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다문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초기적응지원형’ 정책에서 일반 복지와 결합한 

‘정착지원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더불어 혼인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

 요 약 

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부연구위원 이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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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특성

국제결혼 현황

2011년 국제결혼은 2만 9천 8백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9.0%를 차지하며, 국내 체류 

혼인이주자들은 2012년 기준 약 22.0만 명(여성은 19.7만 명), 혼인이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수는 37.9만 명에 이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의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정책지원의 근거 마련

핵심적 정책 수행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혼인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들을 지원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혼인이주여성 개인의 연령이 아닌 가족 발전 단계에 

기초한 ‘초기 정착단계 적응지원’의 특성

<표 Ⅳ-7> 여성가족부의 단계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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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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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4단계: 역량 강화기 
1.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자료: 여가부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이 전달

되는 정책지원 체계 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전국 20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부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전국 159개소 설립

※ 서울 19개소, 부산 7개소, 경기 24개소 등 도시지역에도 빠른 증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관련 기관들과 연계한 

사업을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혼인이주여성들이 출산기에 있는 ‘젊은 신부’들이라는 

전제로 정책접근

<표 Ⅳ-8>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목적, 대상, 내용 등)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지도사 파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임신･출산 지도 서비스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자료: 여가부 홈페이지

2. 혼인이주여성의 유입 추이와 특성 변화

1) 국제결혼 신부들의 유입 추이 및 거주지 분포

국제결혼신부의 국내 유입 변화

1990년대 말부터 혼인이주자의 본격적 유입 시작, 특히 2003년과 2005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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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증가한 이후, 최근까지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

- 최근 국제결혼 건수는 경기변동 및 혼인적령기 인구의 감소 등 국내 혼인시장의 

변화들을 반영

- 2011년 국제결혼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낮음

[그림 Ⅳ-4] 국내 국제결혼의 추세의 변화(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국제결혼신부의 거주지 분포

국제결혼 초기 단계에서는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으나, 점차 도시 특히 

중소도시 지역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확산되는 추세

- 2000년에는 남편의 주소가 군단위 지역인 경우가 20.2%였으나, 현재는 군단위 

지역 16.5%, 중소도시 45.5%

- ‘농촌에 시집 온 외국인 신부’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도시지역 다문화가족은 농촌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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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국제결혼 내국인 남성의 거주지 분포                            (단위: %)

지역 2000 2003 2005 2007 2009 2011

대도시 41.6 47.4 45.3 41.0 40.1 37.9

중소도시 38.2 40.7 41.5 44.5 45.6 45.5

군단위 20.2 11.9 13.2 14.4 14.3 16.5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2) 국제결혼 증가 원인 및 전망

외국인 신부의 국내 유입 증가의 인구구조적 원인

과거 출산아 감소로 혼인 적령기 인구는 역삼각형의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어린 아내와 결혼하는 우리 혼인 문화에서 이러한 

인구구조는 신부의 부족을 필연적으로 수반

- 여성의 결혼 연기와 미혼율 증가는 신부수입 수요를 더욱 강화

결혼시장 성비불균형의 영향은 배우자를 찾기가 힘든 집단에서 더욱 심각하며, 

이들에게서 신부수입의 수요가 더욱 크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혼인이주 여성들은 남편 및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폭력, 

빈곤 등 가족 위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중장기 국제결혼 추이 전망

혼인이주여성의 신규 국내유입은 중장기적으로 감소될 전망

향후 국내 혼인적령기 남성인구 감소로 국제결혼이 줄어들고,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에서도 신부 부족 발생 가능성

- 이들 국가에서도 출산아의 지속적 감소, 출생성비 불균형, 농촌여성의 도시이주 

등 혼인시장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발생

- 앞으로 송출국들에서는 신부유출(bride drain)을 막는 국제결혼 규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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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

외국인 신부의 연령 분포 변화 

과거 입국한 혼인이주 여성들의 고령화와 외국인 신부들의 혼인 연령 다양화로 

혼인이주여성의 연령 분포는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

[그림 Ⅳ-4] 혼인이주여성들의 연령분포 추산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혼인통계를 누적하여 외국인 신부들의 2011년 현재 연령분포를 

추산 - 이혼, 출국, 사망 등의 퇴출 정보 불포함

외국인 신부의 출신국 변화

과거에는 중국 조선족 출신 혼인이주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출신 여성들의 입국이 빠르게 증가

- 중국 여성과의 혼인은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베트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중국출신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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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혼인이주여성들의 출신국적 변화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들 사이에는 자신 및 남편의 연령 분포, 결혼 형태, 거주지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

- 베트남 여성의 경우 20세 미만 연령대에 극단적으로 집중 분포하고, 내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40세를 전후하여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매우 높은 연령 

차이를 나타냄

- 베트남 출신 여성은 농촌에 거주하는 내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

-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는 중국출신에 비해 한국인 남편의 초혼 비율이 

더 높음

※ 베트남 - 초혼 72.7%, 중국 - 초혼 47.6%(2010년 혼인통계)

상대적으로 젊은 아내 연령, 농촌 거주 경향, 높은 남편 초혼 비율 등과 같은 

베트남 출신 신부들의 특성은 이들의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



 • • •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2 

120

[그림 Ⅳ-6] 국제결혼 부부간 연령분포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2008~2010).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특성 변화

과거에는 중국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주류

였으나, 베트남 출신 혼인이주 여성의 증가에 따라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자녀

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

베트남 출신 신부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자녀들은 

올해부터 학령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중국 출신 자녀들

보다 더 많아질 것임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다문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 가정은 

중국계 가정에 비해 언어 및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차이가 더 크다는 점에서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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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은 피부색, 언어 등의 차이로 학교 방문을 더 기피하는 등, 

자녀 지도에 더 많은 어려움

[그림 Ⅳ-7]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연령분포

자료: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2011).
주: 중국출신 자녀들의 경우에는 화교와 국제결혼 외 입국자들의 자녀들이 포함

3. 정책 제안

혼인이주여성의 유입 감소에 따라 앞으로 입국 초기 혼인이주자들의 비율이 감소

하는 반면 장기거주 혼인이주자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전환이 필요

혼인이주여성의 신규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지만, 이들은 국내 영구정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이주자들의 수는 누적적으로 증가

- 현재와 같은 이주 초기 단계 이주자들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초기 이주 과정을 지난 장기거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들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

이주 초기 입국자 대상 ‘초기적응 지원 정책’에서 장기 체류자 대상의 ‘중장기적 

생활/자활 지원 정책’으로 정책의 정책 방향이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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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이주여성들의 본격적 유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초기적응 지원 중심의 정책

중년 이상 연령층의 혼인이주자 및 이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만성질환형 보건

지원 및 생계형 취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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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정책 기관들 간 사업 연계성 강화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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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현장의 다문화 포용성 증진을 위한 학교, 교사, 학생 및 지역의 노력이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도 상담 역량 강화

12세 미만의 아동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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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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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격

사건(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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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은 ‘바우처’ 방식의 제도화가 주도

하였고, 일자리의 창출, 다양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새로운 서비스 시행과정에서, ‘바우처’를 통한 이용자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지난 5년

간의 시행 성과와 과제를 검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적 체계 

마련과 함께 이용자, 제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주도

  - 사회서비스 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으나, 경쟁으로 인한 품질 향상, 서

비스의 추가 구매 등 시장화의 긍정적 영향은 미진한 실정이며, 공급자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증가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전자시스템 기반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가능성이 향상되었으나, 체계적인 품질관리는 미흡하고 지자체

등의 관리책임성은 약화

향후 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와 품질관리 강화, 돌봄서비스 인력 관리의 체계

화, 바우처사업 운영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요 약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

❙연구위원 강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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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배경

서비스 이용경험 확대에 따른 실질 수요 증가, 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체계화의 기반이 마련됨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 등)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영역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

지난 몇 년간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은 ‘바우처’ 방식의 제도화가 주도하였고, 

일자리의 창출, 다양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직접 공급자 지원이 아닌 서비스 공급량을 감안한 간접

지원으로서 기관간 경쟁 혹은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성과기반의 효율적 재정 지원 

방식으로서 선호

그러나 서비스 구매, 기관간 경쟁이 추동되면서, 정부지원에 기반하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여건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등 사회복지부문 수요, 

공급 여건의 변화가 가속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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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들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새로운 서비스 시행과정에서, ‘바우처’를 

통한 이용자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지난 5년간 시행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한계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예산 및 이용자 규모가 가장 큰 보육서비스,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와 함께, 핵심 사회서비스 제도로 정착

-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적 체계 마련에 기여

※ 보육서비스(5세 이하 아동 대비 65.7% 이용, 정부예산 2조 5천억원), 노인장

기요양서비스(65세 이상 노인 대비 6.0% 이용, 국고지원 4,879억원)

’07년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바우처 사업에서 출발하여, 5년간 8개 사업으로 확대,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제공기관,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

- 이용자는 지난 5년간 2.6배 증가(’07년 248천명에서 ’11년 656천명)

- 정부예산은 3.7배 증가(’07년 1,312억원에서 ’11년 4,795억원)

<표 Ⅳ-10>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및 정부예산 증가 추이           (단위: 명, 억원)

구분
이용자 정부예산(국고)

2007년 2011년 5년 증가율 2007년 2011년 5년 증가율
전체 247,958 656,203 2.6배 1,312 4,795 3.7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045 37,728 2.7배 308 622 2.0배
장애인활동지원 9.065 35,371 3.9배 276 1,928 7.0배

산모신생아도우미 (2,958) 57,848 - (186) 245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8,141) 10,539 - 　(596) 143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224,848 473,922 2.1배 727 1,353 1.9배
장애아동재활치료 (18,005) 39,582 - 　(289) 481 -

언어발달지원 (196) 1,213 - (1) 23 -

 

주: 1) ’07년 총계는 3개사업(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 
임신출산진료비사업은 미포함

2)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2008년 착수(전자바우처사업 전환시점), 
장애아동재활치료는 2009년 착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2010년 착수한 바, 5년간의 
증가율은 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의 백서 등을 참고하여 제시 및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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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인력은 4.2배 증가(’07년 34,423명에서 ’11년 

144,208억원)

- 서비스 제공기관은 3.8배 증가(’07년 1,274개소에서 ’11년 4,840개소)

<표 Ⅳ-1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인력 및 제공기관 증가 추이       (단위: 명, 개소)

구분
인력 제공기관

2007년 2011년 5년 증가율 2007년 2011년 5년 증가율

전체 34,423 144,208 4.2배 1,274 4,840 3.8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683 13,052 2.8배 478 923 1.9배

장애인활동지원 11,000 26,008 2.4배 406 841 2.1배

산모신생아도우미 - 8,735 - - 305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4,062 - - 31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7,400 59,260 3.4배 390 1,462 3.7배

장애아동재활치료 - 5,662 - - 993 -

언어발달지원 - 118 - - 552 -

 

주 및 자료: <표 1>의 내용과 동일함

이와 같은 변화 추이는, 사업 초기에 비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고, 제공기관의 

운영은 다소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임을 시사

- 정부예산 증가율(3.7배)에 비해 이용자 증가는 2.6배로서, 1인당 지원 서비스

예산은 증가(’07년 53만원에서 ’11년 73만원으로)

- 정부예산의 증가와 제공기관 수의 증가율은 유사하나, 서비스인력의 수는 

4.2배로 증가한 바, 기관의 수익창출 여지는 늘지 않은 실정

사회서비스 부문에 시장원리 도입

서비스의 구매 개념, 서비스기관의 규제 완화 추구, 기관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원리의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거나 도전의 기회로 고전

- 경쟁으로 인한 품질 향상, 서비스의 추가 구매 등 시장화의 긍정적 영향은 

미진한 실정이며, 공급자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증가

- 한국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최초로 영리제공기관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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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영리기관은 6개 사업분야의 23.0%이며, 돌봄서비스사업의 경우 

7.5%에 불과

- 사업 규모도 영세하여, 인력 10명 미만의 돌봄서비스기관이 23.7% 

<표 Ⅳ-1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주체별 현황(2011.1.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돌봄 서비스 기타 서비스

소계
가사
간병

노인 산모 장애인 소계
장애
아동

지역
사회

영리
889

(23.0)
149
(7.5)

5
(1.6)

25
(2.7)

115
(45.5)

4
(0.8)

740
(39.3)

369
(46.1)

371
(34.3)

비영리
2,974
(76.9)

1,834
(92.4)

305
(98.1)

887
(97.2)

138
(54.5)

504
(99.2)

1,140
(60.6)

432
(53.9)

708
(65.5)

국가-
지자체

4
(0.1)

2
(0.1)

1
(0.3)

1
(0.1)

0 0
2

(0.1)
0

2
(0.2%)

계 3,867 1,985 311 913 253 508 1,882 801 1,081

주: 사업별 중복제거된 제공기관 수(1개 기관에서 여러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1개소로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Ⅳ-1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용규모별 현황(2011.1.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계 가사간병 노인 산모 장애인

10명 미만 401(23.7) 72(25.5) 219(31.3) 43(19.4) 67(13.6)

10~40명 미만 922(54.4) 202(71.6) 425(60.8) 100(45.0) 195(39.7)

40명 이상 371(21.9) 8( 2.8) 55( 7.9) 79(35.6) 229(46.6)

계 1,694 282 699 222 491

주: 1) 사업별 중복제거된 제공기관 수(1개 기관에서 여러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1개소로 포함)

2) 고용규모는 1년간(2010.2.~2011.1) 제공인력 수(실인원)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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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및 만족도 향상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 2008년 이후 매년 실시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향후에도 서비스에 

대한 지속 이용의사를 제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97.5%의 가장 높은 이용지속 의사

- 친절성, 숙련도‧전문성, 적시성, 욕구충족도, 안내 및 요구사항 처리 노력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만족 의사가 80% 이상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시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이는 결국 서비스 양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을 시사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는 ‘시간개선’을, 노인돌봄서비스는 

‘도우미 시간개선’을,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서비스 내용의 질적 개선’을 주되

게 요구

서비스지원의 체계화 및 효율적 행정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바우처 활용은 유효수요 창출, 서비스지원의 표적화

(targeting)를 통해 공급자에 의한 재량적 대상자 선정이라는 전통적 방식을 탈피, 

이용자의 서비스 민감도, 주도성 향상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전자시스템 기반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가능성 향상

- 초기시스템 구축 비용을 상쇄하는 정책 관리, 이용자체감의 편익 산출의 강력한 

근거 제시는 미흡한 상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체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010년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기준”을 배포하여 서비스 기본원칙, 

제공기관 운영원칙, 제공원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품질평가체계 개선을 추진

- 이용자지원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느슨해진 기관의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하여 기관간 편차를 줄이고 전반적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노력

- 아직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품질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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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선택의 권한 확대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상의 쟁점

사회서비스 개념의 다양한 인식과 정책−현장의 혼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 속에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2.1)에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

- 크게 성장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명문화하고, 정책의 

중복-사각을 발생시키는 기획-전달과정의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효

율적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편익의 확대를 도모

- 그러나, 법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도 사회서비스 유관 분야의 범위는 

매우 넓게(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까지) 제시된 반면, 그 기능

과 수단은 제한적(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이어서, 여전히 논란 지속

사회서비스 정책은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시행을 통해 본격화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고 인식

- 즉 ‘바우처’ 방식이 혁신 서비스이며,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선택과 기관간 

경쟁을 조건으로 하는 시장친화적 제도로 이해되어 혼돈 지속

- 이는 직접 시설운영비 지원의 전통적 재정이전방식을 탈피하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일군의 서비스제도를 

확충해가는 경로가 되었으나,

- 서비스 제공현장인 기관운영자에게는 보호되지 않은 시장이 형성되고, 종사

인력에게는 비정규 저임금일자리의 양산으로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협으

로 인식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제도 관리운영의 책임성 약화

바우처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는 신청접수와 소득 ‧ 재산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업무에 국한

-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서비스 시간, 비용지불 등 양적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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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관리에 한정

-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제공기관에서 발굴된 긴급한 욕구를 지닌 이용자의 지자체 연계, 의뢰, 관리가 

미흡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업무의 권한이 약화됨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연계의 한계 존재

-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유기적 연계가 없이 분절적인 업무 수행으로 

정책집행의 효과성이 저하

전자시스템 기반의 사업운영의 시너지효과 미흡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나, 

정보 습득이 가능한 통로 부재

- 제공기관 선택시 제공기관의 위치만을 주로 고려하는 등 정보에 기반한 선택

권 향상 미흡

- 체계화된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가 생산될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도 관리운영차원에서 요청되는 정보항목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실정

- 효과적인 서비스 계획 수립‧평가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력 및 문제관련 정보’, 
‘이용자의 가족 등 환경에 관한 정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거나 접근 어려움

지자체는 정보 접근성이 제공기관보다 높으나 제공자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 

시스템이 없고, 단순 관리에 머물러 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 자체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없어, 

정보 활용의 중요성 인식, 책임 의식을 갖기 어려운 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지자체에 매우 제한된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

-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품질관리, 기관운영 등에 활용할 취합 데이터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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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재구성 등도 지체 

돌봄서비스 인력의 고용안정성

대부분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임금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

- 본 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 수준으로서, 영리기관이(78.6만원),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복합운영하는 기관(126만원)이 높은 편 

- 시급형태로 임금을 수령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어려울 뿐더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시간, 교육시간 등에 대한 임금산정이 불가능한 실정

바우처사업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은 의무적이나 서비스 질의 

향상과 연결되는 직무교육 내용은 부족

<표 Ⅳ-1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용규모별 현황(2011.1. 기준) (단위: 개소, 명, 만원, 시간)

구분
인력수

(n=343)
월평균 임금

(n=337)

주평균 
근로시간
(n=337)

전체 30 77.3 35.0 

운영
주체

비영리 32 78.6 35.4 

영리 17 64.1 27.9 

기타 23 80.1 43.1 

제공
사업
영역

노인돌봄서비스만 제공 14 69.0 28.2 

노인돌봄서비스+기타 15 76.0 3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 54 79.1 37.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타 43 74.4 39.9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0 126.0 27.0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기타 32 79.5 36.0 

기타 18 86.8 46.1 

주: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334개 기관의 응답결과이며, 임금 및 근로시간의 경우 기관관리자가 
응답한 기관 인력 1인당 평균 수준임.

자료: 강혜규 외(2012.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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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과제

바우처사업으로 인한 제도운영상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 설계

(운영목적)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바르게 공급한다는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목적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 및 유지라는 사회적 목적을 함께 고려

(종사자 의식) 제공기관의 관리자는 조직경영자라는 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은 

유급의 돌봄종사자라는 인식으로 변화

(기관성격 및 수익창출에 대한 인식) 제공기관은 수익활동을 영위하는 일상적인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매출이 결정됨에 

따라 수익창출의 극대화, 비용절감 운영 등에 관심 증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관계)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지역사회복지관, 민간기관 등)과의 

경쟁구도가 형성

(지도·감독, 보고체계) 제공기관은 행정적인 보고의무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가 담당하는 지도점검 역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짐.

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 강화와 품질관리 

급여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지역 단위의 서비스대상자 선정 이후 사후관리,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굴 등 

적극적 역할이 미흡, 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서비스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체계화

- 대인사회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검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방과후돌봄 등의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 

- 이용대상자 규모가 크고 서비스 운영 구조가 체계화된 보육(품질인증), 노인

장기요양(평가)의 시스템과의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

돌봄서비스 인력 관리 체계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훈련 등의 지원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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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을 비롯한 모든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한 지자체별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서비스 제공인력의 임금 산정에 대한 검토 필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추가적인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착하도록 유도

지역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방안, 정확한 가치측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료 책정 필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모범 공급주체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견인하도록 경쟁력있는 비영리기관을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육성





Ⅴ. 복지재정

1. 복지사업예산의 계층별 배분실태

분석 

2. 복지 재정의 현좌표와 재정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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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부를 비롯한 각 중앙부처가 다양한 복지급여를 시행 중이나, 다수의 

복지급여가 특정계층에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저하시키고 복지급여의 빈곤예방기능을 약화

시키는 문제가 존재하는 바, 복지급여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조정

2010년 현재 중앙부처가 시행중인 91개의 공공부조성 사업의 수급조건을 검토한 

결과, 기초보장 수급층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의 집중 가능성이 발견됨

 - 소득기준만을 고려하였을 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가구(’08
년 기준 약 8.9%로 추정)가 수급가능한 급여의 수는 90개, 가구당 예산은 

약 1,514만원으로 추정됨

 -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와 가구당 예산이 계단식으로 급감하

는 형태를 띰

복지급여의 특정 계층에 대한 집중은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역전을 

초래하여 근로유인 저하로 연결되는 만큼 집중 해소가 요구됨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개편과 사업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복지급여 관련 정보(수급조건, 급여실태 등)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요 약 

1 복지사업예산의 계층별
배분실태 분석

❙연구위원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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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의 목적과 방법

복지지출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지정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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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함

본 보고서는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예산의 계층간 배분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복지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복지제도 가운데 공공부조성 현금 및 현물이전 급여를 분석대상으로 함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중앙

부처에 산재하는 복지급여 프로그램을 포괄함

복지사업예산의 계층별
배분실태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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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실증분석에서는 행정자료와 가구실태에 대한 조사자료(미시자료)를 모두 

이용함

거시자료의 경우 각 부처가 제공한 복지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사업 내용, 

2010년 예산액, 2010년 사업별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함

미시자료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을 

조사･생산한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자료(2008년 실태를 보고)를 이용함

2. 복지급여의 현황

복지급여 예산의 계층별 배분실태를 분석하는 데 적절한 91개 급여를 추출

2011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수는289개이나 

이하에서는 91개 급여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함

※ 91개 사업명은 <부표 5-1> 참조

검토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 가구나 개인 대상 지원사업이 아닌 시설지원사업(예, 복지부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 고용부 장애인 고용시설장비지원, 여성부 다문화가족센터지원 등)

- 소득이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원이 아닌 특수 요건에 따른 지원 사업(예, 

복지부 의사상자 지원사업, 보훈처 사업 전체 등)

- 융자사업(예, 복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사업, 고용부 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등)

- 지방세 감면사업(행안부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등)

- 사회보험 관련 사업(예, 고용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사업,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 등)

- 수혜대상의 소득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급여 성격의 사업(예, 

복지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농림부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지원 등)

- 일자리 사업 일부(예, 산림청 산림서비스증진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

- 시범사업(예, 복지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

- 타 사업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예, 복지부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면제, 선택병의원제, 임신출산의료비지원 등은 모두 의료급여 

사업으로 분석)



 • • •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2 

140

전체 복지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을 추출한 것은 일차적으로 분석의 목적에 따른 

것임

계층간 복지 재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첫 단계로 계층별 복지 재원의 배분

실태를 분석해야 함

따라서 복지급여의 계층적 귀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업들은 분석에서 제외함

향후 이 정보가 제공되거나 분석의 목적이 달라진다면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급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3. 복지사업예산의 소득계층별 배분 실태

복지급여의 배분실태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 집중, 사각지대의 문제임

각 급여의 다음과 같은 특성이 동일한 경우 중복되는 급여로 판단함

-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동일

- 급여 대상 가구(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동일

- 급여 대상 가구(개인)의 소득구간이 동일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동일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검토 대상 급여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욕구와 특성, 소득구간은 동일한 경우에도 사업내용은 상이함

욕구와 특성이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나 대상자의 소득계층이 중첩되는 

경우는 급여의 집중으로 간주함 

한편 사각지대는 욕구가 있으나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계층, 급여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잠재적 수급 대상자 가운데 실제 수급자의 비율을 파악

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정확한 사각지대의 추정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로 복지급여의 집중에 대해 살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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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의 선정기준선이 다양하여 단일 차원으로 환원 후 비교

복지급여마다 다양한 급여 선정 소득기준선을 갖고 있음

- 급여 선정기준선은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분위수 등 어떤 범주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짐

[그림 5-1]은 주요 선정기준선의 상대적 수준을 보여줌

[그림 Ⅴ-1] 복지급여 선정기준선의 수준 비교                         (단위: 만원/년)

주: 소득범주는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가구 경상소득에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을 이용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8. <한국복지패널> 4차조사 원자료.

각 급여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비율을 추정

<표 5-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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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자격을 얻게 됨

- 가구원수를 감안할 경우 이 조건은 연간 평균소득이 약 372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소득조건만을 고려할 경우(장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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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며, 전국가구의 약 8.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 비율은 실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바, 이는 비수급 

빈곤층이 포함된 추정치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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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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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다수의 복지급여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가구에 집중되고 

있음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91개의 급여 및 예산의 분포는 <표 5-2>와 같음 

- 거의 대부분의 급여가 수급기준상 소득 하한이 없음(0% 또는 0원). 따라서 

소득구간의 상한선이 낮은 구간의 경우 타 급여 기준에도 해당됨

소득기준만 고려할 경우,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사업의 경우, 해당 조건에 국한되는 급여의 수는 24개이고 이 사업의 가구당 예산은 

약 1,087만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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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초보장 가구의 소득기준이 타 급여의 소득 기준 또한 충족함으로 

인해 총 90개의 급여 수급이 가능함

- 이 경우 가구당 예산은 약 1,514만원에 이름 

- 단, 각 사업별 예산 가운데 실제 급여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가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급여 수급에 따른 수급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움

<표 Ⅴ-2〉 소득구간별 급여 분포

소득기준선 - 구분
기준별
급여수

수급
가능

급여수

총예산액
(백만원)

기준별
급여의 

가구당예산 
(천원)

수급가능
급여의

가구당예산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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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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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의 소득기준만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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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는 가구의 소득계층에게 배분되는 복지급여의 총예산과 가구당예산의 

분포를 보여줌

- 가구평균소득이 약 400만원을 초과하면서 예산의 규모는 급격히 하락. 이 

지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미만인 집단의 평균소득과 유사함

- 가구소득이 450만원, 55만원 지점에서 유사한 모습이 다시 관측됨. 이 지점은 

각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150% 이하 구간의 평균소득 수준임

[그림 Ⅴ-2] 가구소득수준별 해당 복지사업의 예산 누계

주: 각 복지사업의 소득기준만을 고려한 것임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의 집중 

현상이 해소될 필요가 있음

특정 소득구간에서 가구당 예산액의 감소폭이 시장소득의 증가폭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함

- 예컨대 각종 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350만원인 가구의 가구소득 + 가구당 예산액은 

약 1,890만원이나 가구소득이 400만원인 가구의 가구소득 + 가구당 예산액은 

약 935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함

- 이러한 역전현상은 가구소득이 400만원을 넘어서면서 한차례 발생하고, 다시 

가구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한차례 발생. 위의 <표 5-2>에 따르면 

이 지점은 이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인 지점과 최저생계비대비 

150%인 지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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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전현상은 시장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 탈수급을 저해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저소득층 내부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 복지급여 전체에 

대한 신뢰와지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일부 소득구간에 대한 급여의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구간별 소득의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현재 최저생계비의 100%에 집중되고 있는 급여를 120∼150% 계층 

또는 그 이상의 계층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음

4. 복지예산의 집중 해소를 위한 방안

복지예산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선과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 필요함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타 급여의 수급과 연계된 경우가 많은 바,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은 복지예산의 집중 해소에도 필수적 요건임

수급여부에 따라 가처분소득의 큰 차이를 초래하는 사업들(대학생 무상 장학금, 

임대주택 제공 등)에 대해서는 사업 방식 검토 필요

각 부처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단기간 내 조정이 어려울 경우, 복지사업의 

정보의 취합, 체계화, 공유만이라도 요구됨

복지급여의 사업 내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대상자 선정 소득 및 재산기준

- 대상자 선정 인구학적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가 여부

- 대상자 단위(가구, 개인, 건, 시설 등)

- 급여의 방식(현금, 현물, 서비스, 융자, 감면 등) 및 지급주기

- 사업예산 및 실제 급여로 집행되는 예산의 비율

- 급여 대상집단에 대한 추정치 및 실제 수급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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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급여/서비스명

보건복지부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만0~4세아 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급여(일반)
･생계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제비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기초생활양곡할인
･소년소녀가정지원금(부가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전기요금지원
･긴급복지 연료비지원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수혜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의치보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방문보건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만40세, 
만66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의료급여
･의료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구.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타 전달체계의 특성

급여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급여 관련 욕구

- 소득(재산)기준을 단일한 차원으로 환원하기 위한 정보(기준 해당 가구의 평균

소득 등)

- 잠재적 대상집단의 모수, 혹은 급여 제공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잠재적 수급 

대상자의 추정치 등

<부표 Ⅴ-1> 부처별 급여 분류



부처명 급여/서비스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자활장려금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주거급여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교육과학
기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만3~4세 교육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무료급식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자녀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생활지원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한부모가구 
자산형성자금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공급 1순위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영구임대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식경제부
･가스요금할인
･연탄현물(쿠폰)보조
･전기요금할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고효율조명기기)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행정안전부 ･사랑의 그린PC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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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부담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세금(주로 

고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이상으로 복지지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농후

부유층에만 추가 세수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 

효과가 크지 않아, 세수확충 면에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더 효과적임

현재 저부담 저복지 유형에서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로의 체제 

전환이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사회보장세(가칭)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복지

지출에 따른 국민부담을 체감하도록 함

국민적, 정치적 합의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적정

수준을 도출하도록 노력 

지자체에 위탁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

 요 약 

2 복지 재정의 현좌표와
재정조달방안

❙연구위원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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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좌표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OECD SOCX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2조원, 중앙

정부 통합재정기준 복지지출은 76조원, 일반정부 기능별 분류상 복지지출 통계는 

104.6조원으로 나타남2)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 경제위기시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지출확대과정을 통하여, 주요 선진

국가들에 비해 빠른 기간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 2000년대 후반 복지부문 지출의 증가는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본격화에 기인

하는 바 크고,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매년 

급여지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보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확대 및 보육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를 지속하여 왔음

2) 정부통합재정상의 복지지출은 지방정부 지출과 건강보험지출은 포함하지 않음. 일반정부 복지지출에

는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지출과 공공부문의 지출이 포함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은 제외되고 있음 

복지 재정의 현좌표와
재정조달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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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중앙정부 통합재정상의 복지지출 추이 

주: 2011, 2012년 GDP는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재정운용계획, 국가통계포털(http://kosis.go.kr).

중앙정부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사회복지부문의 높은 국고보조사업 비중으로 인해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중 약 72%(2011년)가 국고보조사업임. 따라서 복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지방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임 

- 지자체 사회복지지출(사회복지와 보건지출)은 국고보조사업이 약 26조원

(2011년)으로 전체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의 약 86%에 해당하고 있어, 보조 

사업의 비중이 기타 다른 지출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Ⅴ-3>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재원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9.46 11.26 15.85 19.27 19.22 20.50 16.7%

국고보조사업(복지부 소관) 6.01 7.80 11.70 13.85 13.65 14.66 19.5%

대응 지방비 부담 2.12 2.81 5.07 6.14 6.22 6.7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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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사업의 경우 기준 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50%로 낮은 수준이어서, 

최근 무상보육의 확대 등 중앙정부사업의 확대가 지방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보건복지재정의 향후 전망과 추가적 복지재원 마련의 필요성

복지지출은 대부분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법정

지출의 비중이 약 89%), 보건복지지출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만 하여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장기재정전망

-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만 하여도 GDP대비 복지지출은 2010년 약 8.9%~

10.9%에서 2030년경에는 약 15.2%~20.6%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3)

-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건강보험지출, 연금급여 지출, 장기요양보험 지출 등, 

노인의료비 및 노후소득보장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중기재정전망

- 건강보험지출

․ 2011년 현재 약 38조원수준에서 2015년 경에는 약 48조~5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4)

- 장기요양보험

․ 2009년 약 1조9천억원에서 2015년경에는 약 3.4조~5.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

로 전망5)

․ 현재 대상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5.1%로 과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상자를 노인의 10%까지 확대하는 경우 현행대비 약 4,200억원(국비

지원액기준)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6)

3) KDI(2005).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2004). 복지재정지출 여건변화와 

전망;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비전 2030 
4)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일수 외 

(201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세미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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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회예산정책처(2011).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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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지출

․ 2011년 현재 약 10조원에서 2015년경에는 약 15.4조~7.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7) 

- 사학연금기금: 202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하여 월 급여 9.1만원을 지급하여 2011년 현재 약 

2조 8,266억원의 국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최고

인 점 등에 근거하여 급여수준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기준을 현행 국민연금 A값(가입자평균소득, 179만원, 

2011)의 5%(최대 89,600원)에서 6%(최대 107,500원)으로 올리는 경우 약 

5,60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8) 

-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노인비중을 80%로 올리는 경우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소요전망9)

2011년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의 신규 복지지출증가분은 GDP의 1.49%로 추정되어, 2050년경에는 이에 

의한 복지증가분만 GDP의 6.67%로 추정10)

- 기재부 추계에 의하면 양당 공약을 모두 실현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향후 5년간 

268조원으로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2012)의 추계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실현시 향후 5년간 

필요한 비용은 약 281조원,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의 경우 약 572조원으로 추정11)

7)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8) 국회예산정책처(2011). 내부자료.
9) 국회예산정책처(2011). 내부자료.
10) 강성원(2011). 무상복지의 장기비용 추계. 한국경제연구원.
11) 유진성(2012).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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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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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4> 주요국가의 세입구조(2008년)         (단위: GDP대비 비중,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OECD평균
총세입 26.5 (100.0) 28.2 (100.0) 26.1 (100.0) 37.0 (100.0) 46.3 (100.0) 34.8 (100.0)

직
접
세

총부담 8.2 (30.9) 9.5 (33.7) 11.8 (45.2) 11.5 (31.1) 16.8 (36.3) 12.4 (35.6)

개
인

총부담 4.0 (15.1) 5.6 (19.9) 9.9 (37.9) 9.6 (26.0) 13.8 (29.8) 9.0 (25.9)

소득세 3.1 (11.7) 5.6 (19.9) 9.3 (35.6) 9.6 (26.0) 13.0 (28.1) 8.4 (24.1)

자본 0.9 (3.4) 0.0 ( 0.0) 0.7 ( 2.7) 0.0 ( 0.0) 0.8 ( 1.7) 0.1 ( 0.3)

법
인

총부담 4.2 (15.8) 3.9 (13.8) 1.8 ( 6.9) 1.9 ( 5.1) 3.0 ( 6.5) 3.5 (10.1)

이윤 4.2 (15.8) 3.9 (13.8) 1.7 ( 6.5) 1.9 ( 5.1) 3.0 ( 6.5) 3.3 ( 9.5)

자본 0.0 ( 0.0) 0.0 ( 0.0) 0.2 ( 0.8) 0.0 ( 0.0) 0.0 ( 0.0) 0.0 ( 0.0) 

간
접
세

총부담 8.4 (31.7) 5.1 (18.1) 4.6 (17.6) 10.6 (28.6) 12.8 (27.6) 10.8 (31.0)

부가세 4.3 (16.2) 2.5 ( 8.9) 0.0 ( 0.0) 7.0 (18.9) 9.3 (20.1) 6.6 (19.0)

특소세 3.8 (14.3) 2.0 ( 7.1) 1.7 ( 6.5) 3.1 ( 8.4) 3.0 ( 6.5) 3.4 ( 9.8)

판매세 0.0 ( 0.0) 0.0 ( 0.0) 2.1 ( 8.0) 0.0 ( 0.0) 0.0 ( 0.0) 0.2 ( 0.6)

기타 0.2 ( 0.8) 0.6 ( 2.1) 0.8 ( 3.1) 0.5 ( 1.4) 0.5 ( 1.1) 0.6 ( 1.7)

사회
보장 

기여금

총부담 5.8 (21.9) 10.9 (38.7) 6.5 (24.9) 13.9 (37.6) 11.5 (24.8) 9.0 (25.9)

개인 2.4 ( 9.1) 4.8 (17.0) 2.9 (11.1) 6.1 (16.5) 2.7 ( 5.8) 3.3 ( 9.5)

법인 2.6 ( 9.8) 5.0 (17.7) 3.3 (12.6) 6.5 (17.6) 8.7 (18.8) 5.2 (14.9)

자영업자 0.9 ( 3.4) 1.0 ( 3.5) 0.4 ( 1.5) 1.2 ( 3.2) 0.2 ( 0.4) 1.0 ( 2.9)

기타 총부담 4.1 (15.5) 2.7 ( 9.6) 3.2 (12.3) 1.0 ( 2.7) 5.2 (11.2) 2.6 ( 7.5)

자료: OECD Stats. Revenue Statistics의 항목임
* Revenue Statistics의 세부항목은 총세입부담(Total tax revenue), 직접세 총부담(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개인 총부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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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기타는 나머지 항목의 합

** ( )는 총세입부담에 대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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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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대비 5.8%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임

-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이들 국가들의 경우 고용주 부담률이 높은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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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구조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세입확충이 필요

복지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세출측면에서의 조정과 세입확충, 국채발행, 사회

보험료 인상, 민간부문의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세출측면의 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아 한계가 있고, 

국채발행도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관리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어, 

세수 증대가 불가피해짐

복지지출에 따른 세금부담의 주체

누진적 세금체계에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의 절대액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부담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고소득층 즉 다른 사람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보다 복지지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농후

공공부조형 복지가 근간을 이루는 경우 부유층이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수혜하는 

형태의 재분배정책이 적절하나, 현재와 같이 복지의 수혜자가 중산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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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더 나아가 보편적복지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의 주체도 중산층, 

더 나아가 저소득층까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

- 보편적 복지체제의 북유럽국가의 경우 소득역진적인 부가가치세율이 20%대를 

넘어서는 등 세부담이 높고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의 세부담도 높은 반면, 

자산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유 자산에 대한 버핏세는 누진적 조세체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중적 

인기가 있음에 비해, 조세회피현상에 따른 세수손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세수의 규모가 넓은 세원에 의한 세수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 부유층에만 추가 세수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하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세수 규모 증가에는 

보다 유리함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미래세대와 젊은세대가 현세대와 장년

세대 보다 복지지출의 부담을 더 안게 되는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

복지재원조달을 위한 지출측면의 방안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부처간 역할의 조정 등을 통한 지출의 효율화와 세출구조

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 지출측면 효율화 노력이 

원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체제의 구조조정,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세율인상, 세원확대 및 세제신설 등의 세제개편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함

-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행 조세

구조의 개편, 사회보장세의 신설,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고용주 기여를 통한 

신규재원확보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및 축소를 통한 재원확충이 필요

- 조세감면제도의 비효율성과 폐지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공감대가 비교적 널리 

형성되어 있고, 양당의 향후 재원확충방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는 각각의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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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조조정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복지재원확보

목적세와 부담금 등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과, 지방세와 국세 항목의 구조조정 

등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 필요

- 재원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하여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은 남아도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기금, 특별회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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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필요

- 지방세중에도 세원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경우 국세화하여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예: 레저세)

소득세 세원기반 확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등을 통하여 소득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의 역진성을 강화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제내의 각종 근로소득공제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에게 더욱 혜택이 가는 역진성을 가짐

- 예를 들면, 1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35%인 고소득자는 35만원의 

공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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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공제 등을 폐지하여 

수당의 재원을 마련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음

- 향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등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보육정책이 정착될 

경우 소득공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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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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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국면에서, 사회보장세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복지지출에 따른 국민

부담을 체감하도록 하며,

사회보장세의 신설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적정복지

지출과 국민부담률에 대한 평가가 가능 

사회보장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를 국채로 재원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 등에 사회

보장세를 부가하였음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세, 담배, 경마, 경륜등에 부과되는 레저세, 기타 

죄악세 항목들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재조정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지원 및 보건의료부문에 걸쳐 약 130여개에 달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중에서 경상보조는 약 55%, 

자본보조는 약 45%를 차지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경상보조방식이 더 많이 쓰이고 있음

기준보조율의 재조정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이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낮은 국고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영유아보육료사업의 경우 기준 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50%로 낮은 수준인데, 

보육부문 지출의 확대와 향후 양육수당 등의 확대는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영유아보육료사업의 경우 향후 지방교육재정에서 일부 충당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 지출의 확대에 따른 기준보조율 인상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보장비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의 경우, 사회

보장비지수보다는 영유아인구비율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생계급여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national minimum 필요성에 의한 대표적 사업이고, 

현금성 지출이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함께 원론적

으로는 100% 국고보조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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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율이 40~60%로 낮은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도 수급자가 많은 몇몇 구는 

기초생활보장부문에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실제로 크게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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