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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

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

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14대 추진전략 중 ‘맞춤형 고용․복지’가 보건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

로 23개의 국정과제로 요약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

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건강의 질을 높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

장’ 등이 주요 국정과제이다.

정부 출범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제도 등이 정비되고 있고,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의 전환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과 ‘고부가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추진성과

가 다소 미흡한 분야도 있다.

국정과제의 추진이 미흡한 이유가 의제 발굴의 한계 때문인지, 법․제도 

설계의 어려움 때문인지, 국가적 관심의 부족인지,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방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정과제 추진 현황

을 살펴보고 집권 후반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발간사 〈〈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과제의 중요성

이나 파급력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과제, 아직 실적이 

미진한 과제 등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

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시행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원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외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국정과제 수립 배

경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정과

제 추진방향과 장단기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보건, 복지, 사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 정부관계자 등에게 일독을 권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추진 현황과 실적자료를 제공해 준 정부부처

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그리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준 원내 이상영 

박사, 이삼식 박사, 서강대 문진영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에게 감사

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연

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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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lth and Welfare Agenda
: Progress and Policy Challenges

President Park Geun-hye is inaugurated on Feb. 25, 2013.

New government suggests to live up the will of the people by 

achieving economic rejuvenation,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nd the flourishing of our culture.

A genuine era of happiness is only possible when we aren’t 

clouded by the uncertainties of aging and when bearing and 

raising children is truly considered a blessing. No citizen should 

be left to fear that he or she might not be able to meet the ba-

sic requirements of life. 

A new paradigm of tailored welfare will free citizens from 

anxieties and allow them to prosper in their own professions, 

maximize their potentials, and also contribute to the nation’s 

development.

Government will focus its efforts on building a safe society 

where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or anyone else for that 

matter, can feel at ease as they carry on with their lives, no 

matter where they are in the country. In the future we will live 

a society where the law serves as a shield of justice for society’s 

underprivileged.

Abstract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박근혜정부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하는 패러다임으로 전

환하는 복지국가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생

애주기별 복지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와 대상자별 복지 욕구에 대응

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부처간 유사․중복 사례를 방지하고 효과

적인 전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청사진이다.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제도 등

을 정비하고,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을 확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추진 성과가 다소 미흡한 분야도 있다. 

이것이 의제 발굴의 한계 때문인지, 법․제도 설계의 어려움 때문인지, 

국가적 관심의 부족인지, 범국민적 공감의 미형성에 따른 것인지 등에 따

라 정부의 대응방안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권 중반

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집권 후반기 정책

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3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의

료보장성 강화는 정부에서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분야로 

요 약 〈〈



4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독거노인 돌봄 강화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건강 예방 및 국민 건강의 질 향

상이라는 다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국정과제로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보건의료서비

스 체계 구축에 투입하고 있는데 최근 담뱃값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기금 일부를 건강증진사업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

에도 응급의료체계 개선,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 수급 및 질 향상 등을 위

해 다양한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이해관계자 토론 등을 개최하고 있으

나 그 성과는 단시일내에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이다.

올해 초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와 긴급복지에 대한 관심

이 제기된 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

동안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완화에 기여하였으나 빈곤에 대한 사전 예방

은 미흡했고,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에 집중하여 

긴급지원 등을 통한 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고용복지의 

핵심이다. 국정과제를 통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 기반은 마련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서 가시적 성과 달성은 미흡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더불어 고용보험,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세제

(EITC) 도입 등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복지연계 정책

들이 도입되어 왔으나 실효성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기반을 두고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를 포함하

는 광범위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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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출산과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의 출산관련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다. 출산정책의 정

책대상이 보편적인 대중을 향할 경우 그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

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출산정책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전환이라는 장

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 및 임신․출

산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등 보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효

성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후소득보

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이와 유사하게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가구내에서도 다양한 복지욕구가 발현되

고 있다. 노후설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업을 정부 정책으로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으나 최근 독거노인의 증가와 고령 

인구의 우울증 만연 등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들을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고령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지금 당장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노후설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령을 전 생애주기 중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

하는 생애설계교육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박근혜정부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지향하며 국정과제를 구축한 첫 정부

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성과를 단기적이고 가시적으로 측정하는데 함

몰되어서는 곤란하다. 전략을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 기반을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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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정과제별 추진방안 및 추진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집권 하반기

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별로, 사안별로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 시민단

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방안을 도출하는 등

의 일련의 과정이 학습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한국형 복지

모델에 대한 보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 역시 여․야를 초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초월하고, 시장과 제3섹터를 초월하여 의견을 수

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기초연금, 가치기반지불체계, 사회적경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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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된 한국의 첫 번째 대통

령이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위해 다년간 전

문가와 공부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복지공

약에 큰 공을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사회․재정․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토대로 복지공약과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여 국정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

다도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고용을 통해 성장과 복

지를 선순환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복지철학은 많은 국민들

의 지지를 받았다.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와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

고에 초점을 둔 이러한 청사진은 부처간 유사․중복 사례를 방지하고 효과

적인 전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다.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을 구현하였다.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에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였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 제․개정 및 정책인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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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구축과 관련한 상당한 성과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제도의 확대를 통한 정책체감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이

뤄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중증질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한시지원

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확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추가 확대,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 운영, 사회서비

스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확충 등 비용지원 및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접촉점을 늘려 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만성질환 대상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

업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대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심의,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 국정과제의 추진에 제동이 걸린 일부 사업

들 때문이다. 대표적인 주제가 신의료기술의 혁신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보건산업 육성의 핵심은 신의료기술의 발달이다. 신의료기술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후 급여적정성과 경제성 등

의 검증을 통해 보험급여로 등재되면 일부 본인부담형태로 시장에 진입

한다. 즉 신의료기술의 발달은 보장성 확대목표와 상충되는 것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다양한 효과를 예측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정

책의 장단점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이 정책결정자와 학계, 이해관계자

집단, 일반 국민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추후 과업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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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대략

적인 분야별 추진 상황을 살펴보았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맞

춤형 복지급여 법 개정 등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한 상태인 반면, 고용복지

에 대한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 분야는 집권초

기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등 건강보장

성 강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지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미흡하

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분야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다양한 임신 및 출산 

정책이 장려되고 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인 출산율 때문에 패러다

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분야는 복지재정의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의 물

꼬는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도입 이후 고령화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분야별 검토 의견에 대해 정책실무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법제도화가 추진되지 않은 국정과제를 중

심으로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정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할 8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보건 분야

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과 진료비 지불제도, 고령화에 대비한 아급

성기 병원 제도화 방안이다. 복지 분야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의 활성화 

방안과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분야는 임신 및 출산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와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설계, 

기초연금제도를 살펴보았다. 





제2장

보건 분야 국정과제 분석

제1절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추진전략

제2절  가치기반지불체계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 아급성기 병원의 제도화 방안





제1절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추진전략

1. 요약

⧠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유망 서비스 6개 분야 (보건/

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

고 분야별 성과 목표를 설정함.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한국의 의료서비스의 제도 개

선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확대와 해외 진출로 인한 일

자리 부가가치 창출임.

⧠ 보건의료 분야에서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는 (1) 의료법인의 자

법인 설립 지원, (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3) 의과대학 산

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고, 제도개선 기반조성은 (1) 해외환자 

유치, (2)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3)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임.

⧠ 보건복지 투자 활성화 단기 대책은 (1) 세미나 또는 토론 장려, 

(2) 데이터 제공과 실증 데이터 분석 장려, (3) 의료경영 전문가 

양성과 (4) 투자 성공사례 전파임.

보건 분야 국정과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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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추진 배경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내 투자는 지난 10년간 매우 부진했다. 그 이유

는 주로 높은 생산비용, 불합리한 규제와 같은 국내 투자환경을 들 수 있

다. 작년부터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는 증가하

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불안정하다. 또한 주력 제조업도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내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아직 높은 

분야이나, 생산성과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70%이지만,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60%수준이다. 이러한 서

비스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은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정체의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a).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투자

환경 조성과 함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유망 서비스 6개 분야 (보건/의료, 관광/콘

⧠ 보건복지 투자 활성화 장기 대책은 (1) 자법인 투자 확대(금융지

원의 확대, 인력양성), (2) 해외환자 유치 확대(해외환자 유치 규

제 완화, 인력 인프라 투자), (3) 보건의료 연구 임상 활성화(제

약 산업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4) 의

료정보 보호 및 활용임.

⧠  본 절은 박근혜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2015년에 대

비하여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 및 실행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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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2013년도에 각 분야별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1) 신 시장 창출, (2) 맞춤형 지원, (3) 성

공사례의 확산을 정하였다. 신 시장 창출은 새로운 수요와 산업 창출, 해

외시장 진출, 해외 고객 유치 등이고, 맞춤형 지원은 서비스 분야별 맞춤

형 대책 마련 및 추진이다. 성공사례 확산은 실제 성공사례를 도출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성과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그 접근방법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성과 구체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Track 1)과 제도개선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이다(Track 

2).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는 이미 발표된 대책이 투자와 일자리의 성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하고, 성공사례 도출과 파급효과가 큰 유망 서비

스 Task Force(TF)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개선 및 

기반 조성은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진입 및 영업규제를 개선하

고, 재정․금융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성장기반 조성과, 서비스 수출 확

대 및 해외수요의 국제 전환 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a).

3. 추진 실적 및 현황

최근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내 의료서비스 제도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Track 1)는 (1) 의

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지원, (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3) 의

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고,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Track 2)은 (1) 

해외환자 유치, (2)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3)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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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접근방안

양방향(Two Track) 접근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1111111111111111〕〕〕〕〕〕〕〕〕〕〕〕〕〕〕〕〔Track 1〕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성과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Track 2222222222222222〕〕〕〕〕〕〕〕〕〕〕〕〕〕〕〕〔Track 2〕

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제도개선․․․․․․․․․․․․․․․․
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기반조성제도개선․기반조성

▪ ▪ ▪ ▪ ▪ ▪ ▪ ▪ ▪ ▪ ▪ ▪ ▪ ▪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설립 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

▪ ▪ ▪ ▪ ▪ ▪ ▪ ▪ ▪ ▪ ▪ ▪ ▪ ▪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외국병원 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 ▪ ▪ ▪ ▪ ▪ ▪ ▪ ▪ ▪ ▪ ▪ ▪ ▪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의과 학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산하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의과 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설립

▪ ▪ ▪ ▪ ▪ ▪ ▪ ▪ ▪ ▪ ▪ ▪ ▪ ▪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해외환자 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유치해외환자 유치

▪ ▪ ▪ ▪ ▪ ▪ ▪ ▪ ▪ ▪ ▪ ▪ ▪ ▪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의료분야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 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의료분야 해외진출 확

▪ ▪ ▪ ▪ ▪ ▪ ▪ ▪ ▪ ▪ ▪ ▪ ▪ ▪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a

  가.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Track 1)

1)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

우리나라의 병원 재무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재무 구조의 건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자기자본비율1)은 지난 

2011년 기준 37.4%로 타 산업(47.8%)에 비해 재무구조가 악화 되었다. 

특히 중소병원의 자기자본 비율은 34.7%(160-299병상) ~ 35.2%(160

병상 미만)로 더욱 취약하다. 또한 병원의 경영수지2)는 지난 2011년 기

준 2.5%이고, 중소병원의 순이익률은 2.7%(160-299병상) ~ -2.3% 

(160병상 미만)로 악화되는 추세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1) 자기자본/총자본×100

2) 평균의료수익(의료 부대수익제외) 대비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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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요양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단위: %)

구 분 평균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

300병상
이상

160-299
병상

160병상
미만

전체
병원

’02 37.1 32.1 37.1 36.8 26.5 40.0

’03 34.9 28.5 36.8 32.2 28.9 37.0 

’04 34.7 28.6 38.1 32.7 26.2 36.0

’05 37.2 27.4 48.5 36.4 19.7 30.1

’06 41.3 39.4 65 47.8 25.6 50.8

’07 40.5 29.7 43.7 35.9 31.4 49.7

’08 43.3 28.5 46.7 39.3 35.1 41.2

’09 38.3 32.4 41.7 41.3 24.5 42.6

’10 40.1 33.6 41.2 41.1 26 45.9

’11 37.4 31.2 37.6 34.7 35.2 47.6

자료.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2013

〈표 2-2〉 의료수익 순이익률

(단위: %) 

구 분 평균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

300병상
이상

160-299
병상

160병상
미만

전체
병원

’02 0.3 -1.8 -3.7 -0.4 -5.2 5.7

’03 1.7 -1.6 -1.1 1.1 -1.2 5.6

’04 1.3 -0.6 -1 -2.3 -6 6.3

’05 2.0 -2.5 0.9 4.8 -6.6 8.5

’06 2.5 -0.8 1.7 4.7 -1.9 12.3

’07 1.3 -0.7 0.8 3 -2.3 3.4

’08 0.8 -0.6 0.6 2.4 -1.8 2.6

’09 3.8 2.8 0.9 4.2 3.6 11.4

’10 3.0 -0.6 0.8 2.6 -2.6 10.4

’11 2.5 -0.6 1.3 2.7 -2.3 8.7

자료: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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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을 분석한 결과, 폐업한 요양기관은 최근 5년간 13% 증가했으며(2009년 

4,652개 → 2013년 5,256개), 개원한 곳은 0.7% 줄었다(2009년 6,461

개에서 2013년 6,416개).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

는데, 최근 5년간 폐업은 21.7% 증가했고 (2009년 115개 → 2013년 

140개) 개업은 7.6% 줄었다(2009년 184개에 → 2013년 170개). 폐업

의 사유를 보면, 2013년 전체 폐업 기관의 31.8%인 1,673곳에서 경영난

으로 폐업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5년 전 경영난 비율인 13%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표 2-3〉 요양기관 종별 개․폐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총합계 3,508 2,345 3,615 2,578 3,617 2,682 3,462 2,793

상급종합병원 - - - - - - - -

종합병원 8 7 18 13 13 12 11 8

병원 184 115 188 135 200 140 193 147

요양병원 164 77 204 114 237 116 249 134

의원 1,986 1,487 2,001 1,559 2,030 1,662 1,821 1,625

치과병원 31 16 28 20 30 22 27 25

치과의원 1,135 643 1,176 737 1,107 730 1,161 854

자료: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2013

이와 같이 재정 악화로 인한 중소병원의 폐업은 지역 사회의 경제 뿐 

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병원 폐업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Bindman et al., 1990), 병의 예

방이나 의료의 연속성(continuous care)과 같은 의료의 질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Waler et al., 2011). 또한 병원의 폐업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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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다른 병원을 찾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및 노인들의 예방백신 접종률을 낮추고, 소아사망

률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Buchmueller et al., 

2004).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의 경우 병원의 폐업은 지역사회의 각 

개인당 소득을 703달러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1.6%p 증가시킨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Holmes et al., 2006). 특히 병원의 폐업으로 즉각적인 

전체 효용이 감소 한다는 연구결과는 병원폐업에 따른 전체 사회적비용

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Capps, Dranove, and Lindrooth, 

2006). 따라서 현재 병원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병원의 폐업으로 이어져 

전체 사회적비용을 증대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법인의 설립이 불

가피 하다. 

지금까지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을 제한적

으로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법인은 제과점, 위탁급식,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업, 후조리업, 이용업, 미용업, 안경제조/판매, 은행

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학

교법인(대학병원)과 대부분의 의원만이 할 수 있고 일부 비영리법인은 부

대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해 재정 건전성

의 증진과 형평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

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즉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으며(제 

4차 무역투자진흥 회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운용되는 자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로 의료법

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특히 중소병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큰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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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앞으로 수영장 등 종합 체육 시설업과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여행업, 외

국인환자 유치, 장애인 보장구 등 맞춤 제조 수리업까지 대폭 허용했으

며,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이 임차인은 거의 모든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병원 건물에 쇼핑몰이 들어

설 수 있고, 국내외 환자와 보호자가 숙박하는 의료관광호텔(일명 ‘메디

텔’)에는 성형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9월 공포․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당초 입법예고

안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국제회의업과,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 허

용할 수 있는 조항(네거티브 규정) 두 가지를 삭제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의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병상을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되 외국인 환

자가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병상 수 제한기준에서 예외로 하였다(보

건복지부, 2014b).

정부는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폐해와 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

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3)받은 의료법인만이 자법

인 설립이 가능하다. 둘째,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자법인에 투자가 

가능하며, 외부투자자의 자법인 남용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가이

드라인을 위반 했을 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행정적인 제재와 

세법상 환수조치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환자를 대상으로 강매의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불허함으로써 남용

3)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의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의 8가지를 충

족해야 한다. (1)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2) 출연자 및 
그 특수 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3) 외부 감사를 이행해야 
하며, (4)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5) 결산 서류 등은 공시이행 해야 하며, (6)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7) 자기내부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8) 광고･홍보를 해서도 
안 된다(보건복지부,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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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이와 같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및 외국인환자 병상 수 기준 개

선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의료 및 비영리 법인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면, 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송도 지역과 제주도에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었다(2012, 10월). 최

근에는 대학병원 등이 송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즉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활용해 종합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위주의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 등 관련 규제로 인해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다(관계부처 합동, 2014a). 2013년도 제주도에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이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투자자 부적격 등의 이유로 2014년 9월 최

종 설립 불허 판정이 나온 상태이다. 

3)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대학 부속병원들이 많은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

행법상 대학의 부설 기관이 특허를 직접 소유하거나 사업화 할 수 없으

며,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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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의과대학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의

료기술 사업이 병원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

으며, 국내 대학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의과대

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이 가져 갈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특허를 활용한 신의료기기, 의료기술, 신

약 등 의료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가 촉진 될 것으로 전망한다(관

계부처 합동, 2014a).

〔그림 2-2〕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운영 개선안

〈현행〉 〈개선〉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a

  나. 제도개선 기반조성(Track 2)

1) 해외환자 유치

한국은 지난 10년간 탈공업화가 가속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서비스 산

업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노동력이 일부 서비스산업에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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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송용주․변양규, 2013).

최근에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

으로 이어졌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찾는 환자들의 국가 간 이동이 증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의료관광객의 수는 2005년 1,900만 명에

서 2007년 2,580만 명으로 36% 증가했고, 시장 규모 또한 15% 이상 증

가했다. 의료관광객의 증가로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부대사업의 확장을 통해 우수한 의료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의료법인이 의료관광, 의료관광호텔과 같

은 숙박업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a).

지금까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완화, 해외환자 유치허용, 의료 

분야의 정부간 협력(G2G)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해외환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국가(태국, 싱가

폴 등)에 비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좀 더 적극적인 해

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의료 특별

법을 2014년 후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다(관계부처합동, 2014a).

이외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첫째, 국가별 중점 분

야에 대한 맞춤형 진료정보 제공이다.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중동, 중

앙아시아는 각각 선호하는 진료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4) 각 나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진료비의 정보제공을 영어 뿐 만 아니라 각 나라

의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개 주요 질환에 대한 국제진료비의 

가격을 조사 공개하고(2014년 8월), 의료기관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4) 중국(성형, 피부), 러시아(고혈압, 심장), 중동(중증질환), 중앙아(소화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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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담, 예약,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해외 환자 진료기관 서비스 품질

을 평가하고 공개할 것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a). 

둘째, 의료보험 상품의 개발과 직불계약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외

국 보험사와 15개의 국내병원(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계약을 체

결 했으며, 미국의 자가 의료보험 상품으로 한국의료모델이 개발되도록 

해외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셋째, 해외환자 유치기반 강화를 위해서 해외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을 

찾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완화를 추진 중이다. 불법체류나 국내에서 

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목적의 관광객에게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진행하

기 위해서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동국가와 환자 송출 

계약 시 제3국의 간병인까지 함께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넷째, 개인당 진료비 지출이 높은 중동 지역과의 의료협력을 강화하여 

환자 유치와 해외 의료진 연수를 확대하고, 연수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환자 유치 채널로의 활용을 계획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접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고, 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외에서의 검

진 및 해외 원격 의료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a). 

2)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국내 의료 기관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해외 대형

병원 운영 수주 등의 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이 

UAE 왕립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국내병원이 사

우디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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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진출이 대부분이어서 수익 창출과 현지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첫째,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

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했다(의료법인 해외진출의 

절차 및 방법 안내서, 2014년 8월 제정). 

둘째,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

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이 국제의료 특별법에 반영될 예정이고,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

소기업 대상의 금융과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특수 목적 법

인의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총 500억 규모의 중소병

원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펀드를 복지부에서 2014년 하반기 설립 예정이다. 

셋째, 의료분야의 원조를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연관 산업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 민간 IT 시스템 수

출 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 분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

앙아시아, 중동 등에 공공기관 의료정부 시스템 수출을 추진 중이며, 공

공기관들의 정보시스템 수출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 중 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수출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

관의 출자를 확대했다. 의료수출 확대 전략지역5)에 Medical Korea 거

점공관을 지정하여 해외진출 병원들의 정보수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

원 중 이다(관계 부처 합동, 2014a).

3)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신약, 신의료기술은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으로 주요 국가 간 경쟁이 

5) 미국, 중국, UAE, 사우디, 카타르, 러시아,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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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미국대비 기술수준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

우 87.2%, 유전자 치료제는 81.3%이다. 이 같은 높은 개발 기술 수준을 

산업화로 연결하여 세계시장의 선점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14c).

국내 의약품 시장은 한미 FTA의 발효와 약가제도 개편 등의 변화로 내

수시장의 성장 한계에 다다르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현재 내수

시장은 회복․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은 세계 시장의 2%정도인 19조원이었고, 의약산업 내부에서도 혁신

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11.8%이었다. 이는 

제네릭만을 생산하던 데에서 벗어나 신약개발 및 글로벌 진출의 패러다

임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 2014c).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는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

정하고, 2013년 제약 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혁신형 제약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규모 확대와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 G2G 협

력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확대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R&D 지원을 통해 다수의 신약, 천연물신약, 줄

기세포치료제, 희귀의약품 및 면역백신이 개발됐다. 또한 신약개발 R&D 

투자를 통한 보건의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4년 지원규모를 

약 700억으로 책정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b).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혁

신형 제약 기업은 국내 176개 제약기업 총 매출액의 48.1%(19조 7,120

억원 중 9조 4,814억원)를 차지했고, 판매관리비의 경우 다른 상장 기업

에 비해서 0.6%p 더 감소했다. 또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서 시장 구조 

개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투자효율화를 증대 시켰다. R&D 투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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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12년 11.77% → ’13년 12.3%), R&D 전체 

파이프라인 수는 42%(’10/’11년 194건 → ’12/’13년 276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2014d).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 산업 글로벌 진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제약전체 수출은 2012년 2.27조원에서 2013년 2.35조원으로 

약 3.5% 증가한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금액은 1.48조원에서 

1.64조원으로 10.9% 증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개사가 48건의 해

외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신약과 신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임상연구의 상업화 연계 

지원 및 연구대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예를 들면,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임상인정 범위를 모든 줄기 세포 치료제로 확대할 방침이

며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허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치료법

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하여 제한적 의료기

술선정을 확대할 방침이며, 기초연구 및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을 중심

으로 그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로의 전환을 2015년에 검토할 예

정이다(보건복지부, 2014c).

4. 정책 추진의 장애요소

의료 민영화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다. 노무현 정부

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했고, 이명박 정부

에 들어오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은 보건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그간 공공재로 간주되어오던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 영리화로 인해서 탈 

보건의료 정책화 경향이 강화되었고, 그로인해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사

회적 갈등이 커졌다. 특히 의료 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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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있으며, 의사조차도 의사가 환자

를 착취한다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리라는 단어를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의료민영화는 지난 10년 동안 

논쟁이나 논의 과정은 많았으나, 실제로 기본적인 의료의 틀에서의 변화

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올바른 논의를 위해 국

민들 간의 바른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신영전, 2010).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 투자정책은 대형 의료법인과 같은 

대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자본의 의료

공급자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의 참여가 부진하며, 의료민영화의 예상되는 실패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

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합의과정을 마련함으로

써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신영전, 2010).

 지금까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와 전문 인력의 부재가 

투자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보건복지의 투자 활성

화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현행법들의 규제로 인해서 활발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해외 환자 유치,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 의료분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관광진흥

법, 식품위생법, 산지관리법 등의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투

자 활성화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법인의 설립과 해외 

환자의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고용노동부 등

의 협력할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러한 인력 양성이 취약했다.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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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가. 향후 정책 추진방향 

현 정부의 보건 의료서비스 분야 정책 과제 추진 방향은 공공성을 해치

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이와 함께 부가

가치를 증진 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창출하여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

고,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책 개선방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장

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의료정책연구소, 2014).

  나. 단기개선방안

1) 세미나 또는 토론 장려를 통한 정보 제공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시․군․구 및 동 단위

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세미나 혹은 토론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현재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개선을 

위해서 부대사업의 확장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현재 대학가에서도 의료 영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에 대한 대학생

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문가의 부재로 난상 토론으로 끝

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후에 Obama-care

라고 불리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각 지역별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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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전문가가 참여한 대국민 토론을 활성화 시켜 영리화에 대해 국민들

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2) 실증 데이터 분석

영리화의 토론, 계획, 평가는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이론적

인 장단점만을 비교할 뿐,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화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

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이를 이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장

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리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영리화 전후 병원의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 의료의 질을 비교 분석한

다면, 이 실증 분석은 부대사업의 확장에 대한 장점을 부각 시켜줄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실증 분석을 효과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여, 데이터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는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 대학 내에 Research Data Assistance Center (Resdac)

를 설립하여 여러 학자들의 분석․연구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

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 병원의 데이터와 한국 병원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의료 경영 전문가 양성

지금까지는 진단, 치료 등 고유 목적 사업뿐 아니라 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등의 부대사업도 의료법인이 직접 관리하여 경영의 전문성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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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4a).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

가의 병원재정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 의료 

전문가 과정(Master of Health Administration, MHA)을 대학 내에 설

립하고, 병원 관리 인력을 증진해야 한다. 이 교육 과정은 현재 의료 법인

에 있는 전문 인력(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배경(경제, 경영 또

는 엔지니어링)을 가진 인력을 의료경영 전문가로 육성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인력들은 그들만의 배경을 가지고 병원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치솟는 의료비용과 쇠퇴

하는 의료의 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학교 마다 

MHA 과정을 만들고 의료 인력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MHA 

과정을 가진 학교가 거의 없으며, 이마저 질병관리와 같은 역학 쪽에 치

우쳐 있어서 병원 경영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 전문가 

과정의 학과 설립이 필요하다. 

4) 성공 사례 전파

그동안 발표된 대책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의 성과로 나타나는 성공사

례를 도출하고 이를 공유하여 널리 퍼트려야 한다. 최근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는 의료관광 융·복합 모델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논

의를 통해서, 강남 세브란스병원, 청심 국제병원, 제주 한라병원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기준은 1년간 

유치 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건수, 환자유치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

획서 등의 평가로 이뤄지는데, 앞의 병원들은 법무부로부터 최근에 의료

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간병인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자 발급 인증 번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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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 전자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관광 우수 기관으

로 선정된 이와 같은 병원들의 수익률이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분석하

여 투자 성공 사례를 전파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세부 분야별 우수 사례 발표도 함께 공유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병원은 국제진료센터(International Health 

Center)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의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

한 병원들의 성공사례 나눔을 통해서 롤모델을 확산하고 다른 관심 있는 

병원들과도 연계하여 후발업체를 견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영리화에 대한 실패와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어떻게 한국에 적용할지도 고려해 봐야한다. 의료병원 투자의 예로, 브라

질의 경우는 국가 내에서 보건 분야의 혁신을 위해 병원 투자를 증진 시

키고 해외투자를 위한 자금 또한 확보하였다. 특히 병원문화의 변화를 위

해 개인 및 국립 병원의 협력을 촉진 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기시

간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적인 병원들의 영리화에 대한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병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연구가 필요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b) 

  다. 장기 개선방안

1) 자법인 투자 확대

자법인의 설립 지원을 위해서는 병원 규모에 따른 자회사 설립 요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간에 가능한 사업을 

조사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허용 가능한 사업을 분류해야 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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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중소병원에 비해서 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에(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자법인에 투자 가능),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자

법인 투자 확대가 대형 병원의 우후죽순적인 투자로 중소병원에게 오히

려 독이 되고 대형병원에만 이득을 안겨 줄 수 있다. 자법인의 투자 확대

의 의의는 중소병원의 재정건전성에 있기 때문에, 중소병원만이 할 수 있

는 사업 분야를 지정하고 대형병원의 진출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사업 또는 연구중심병원이나 

중증의 해외 유치환자 사업을,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증의 해외환자 

유치, 숙박업, 또는 목욕업을 하게 제한함으로써, 중소병원의 자법인 투

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 병원의 자법인 설립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금융 강화와 인력 양성 

등 성장 기반 조성이 선행 되어야 한다.

(a) 금융지원의 확대

자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금융과 연계시켜야 한다. 즉 병원의 자회사 설립 시 기술평가 시

스템을 도입하여 이에 기반을 둔 대출을 시행해야 하며, 우수 창업기술 

기업의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민간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야 한다.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우에 금융지원은 필수 

적이다. 또한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제약 및 의료기기와 같은 자법인은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

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확대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시상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 

상장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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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합동, 2014a).

(b) 인력 양성

영세 기업규모에 따른 우수인력 기피로 인력 구조가 취약하다. 예를 들

면, 의공학부 졸업자 중 의료기기기업 취업률은 50% 미만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및 기업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학위 과정으로는 최첨단 융․복합 지식을 가진 석사급 전문 일

력을 양성해야 하며, 최신 기술 교육 거점 기관을 지정하여 해외 마케팅, 

R&D와 같은 취약 분야에 단기 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해야 한다.

2) 해외 환자 유치 확대

(a) 규제 완화․개혁

해외 환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첫째,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

내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외국 보험사뿐 아니라 국내보험

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브로커와 의료행위 등으

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해외환자 유치로 고용창출과 같은 

긍정적 성과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나 의료사고와 같

은 우려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해외 환자 유치 사업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제

제 기준을 다변화 하며, 해외환자 보호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이명수, 

2014). 

하지만 이러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

를 약화시키고, 일부 보험회사들은 병원에 과도한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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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책정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의료기

관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의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은 경증환자 중심이었다. 

이는 홍보 부족과 인프라가 취약한 영세 유치업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

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증질환들의 치료를 확대

하고, 외국인 화자 유치 업계의 영세성 탈피를 위한 다양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의료 기관

과 관계가 좋은 보험회사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이명수, 2014).

셋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수익 모델이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

자유치를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모델을 만들고, 해외 환자 유치 병원 

관련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이명수, 

2014). 예를 들면, 외국인 환자 치료를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세율

을 낮추고, 병원 설립토지에 대한 토지용도 지정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병원 내에 보험사를 통한 국외환자 

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도 운영해야 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c). 

넷째, 정부의 관리 부재로 인한 진료기관의 불법 브로커 거래 확산 등 

브로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중증환자와 의료관광객을 구분하여 모든 의

료관광객은 진료기관이 아닌 등록유치기관을 통해서만 유치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명수, 2014). 현재는 진료기관에서 환

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과 충돌이 발생하고 정부, 지자체, 

진료기관의 해외환자 직접 유치 시 해당 국가 및 진료 관련업체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다섯째, 의료 관광 상품이 취약하기 때문에, 융․복합 모델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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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부 관계기관과 진

료기관, 유치 업체의 역할을 투명하게 하고, 의료관광 종합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인력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의료행사와 

해외바이어 초청, 홍보책자 제작, 해외광고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

비하다. 이는 의료관광객 유치에 민감한 사항으로 진료기관 의료사고대

비 보험가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의 여러 가지 철차, 예를 들면 

보험비용 처리 관련 담당 의사의 지원과 보험문의 관련 환자의 불편 사항

을 전반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b). 

(b) 인력 인프라 투자

인력 인프라의 경우 그 장래 수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측에

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통역, 교통 및 숙박 코디네

이터 등의 인프라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 협회를 통해 통역사, 교통서비

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

다. 또한 직원임금 지원과 같은 고용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보건산

업인력개발원, 한국관광공사, 고용노동부 등의 연계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외국인 채용을 위해, 의료관광 코디네이

터 교육 프로그램의 응시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내국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의 경

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

지 서비스 인력이 필요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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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각종 제도적 문제와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송용주․변양규, 2013). 이에 효율적

인 인력 활용을 위해 법적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3) 보건의료 연구 임상 활성화

(a) 신약/제약 산업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과 해외진출 확

대 등 여러 측면에서 조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 산업 제품 개발

의 사이클이 보통 10년 이상인 것에 비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이 2년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의미 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이

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에 대한 지

표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지표를 기

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조사 분석하여 성과 뿐 아니라 부족한 점을 발

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4c).

(b) 연구중심병원 육성

한국의 의료 기관들은 진료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연구 활동을 통

한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미국 텍사스 메디컬 센

터의 연구 수입이 62%인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진료 수입이 95%를 차지

했다(김대중, 2014). 또한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 수입은 전체 수입의 5%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을 추

진 중 이며,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병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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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한 정기평가 및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후에는 연구내용

과 수준을 평가하여 차등 재정지원을 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연

구 중심 병원에서 배제하는 등 성과 중심 체제를 강화하며, 병원기반 

R&D의 장점을 살려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해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a).

(c)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정책

의료기기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 산업이다. 세계 의

료 기기 시장의 규모가 2012년 350조원에서 2018년에는 510조원으로 

커질 전망이고, 혁신제품 생산 기업들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은 

30%이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a). 향후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는 국민 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 발

전을 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 할 것이다. 또

한 의료 기기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다품종 소량 생간, 지속적인 사용

자 교육과 사후 서비스 요구 등의 특성에 따른 높은 고용 창출력이 기대

된다. 의료기기 취업계수는 6.5로 다른 산업6)에 비해서 높다(권태희 외, 

2011). 또한 보건산업 중 아이디어 비중이 커서 개발비와 기간 면에서 유

리하고, IT 등 국내 기반 기술이 우수하며, 기업의 도전의욕도 높다. 하지

만 우리나라 의료 기기 제조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이다. 특히 고부

가가치 의료기기인 4등급 제품의 비중이 의료기기 전체 생산액 중 4.4%

에 불과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a). 

따라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인 투자가 필요하다. 

6) 제조업 전반(3.0), 제약(2.2), 식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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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R&D 

추진 과정에서의 병원연계 부족과 지적재산권 및 인허가 관리 문제로 시

장진출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강점 분야를 찾아내 유망기술

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원천 기술의 중개 연구 지원으로 후속개발을 촉

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Bio tech-

nology(BT)의 융․복합 의료기기 중개 연구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의

료기기 임상시험 비용의 지원을 확대하고, 병원 중심으로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 거점소를 마련해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a).

둘째,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신뢰성 학보와 규제 효율화를 통해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주요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내수시장의 국산점유율은 35% 수

준이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각각 12%

와 9.6%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산품과 해외제품의 비교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의료기기의 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오

랜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 진출의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신제품 

개발 후 시장 출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오래 걸리는데, 

심사 방법을 간소화하고 허가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며 임상시험으로 

적응증이 확정된 의료기기는 우선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에 투명성을 확립하여 품질 중심의 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a).

셋째,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은 계속 증가하나, 이러한 분

쟁에 대응하는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 단계별로 국가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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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지적재산권 방어전략 추진과 함께 국내외 지적 재산권 보고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해외 인허가 지적재산권의 장벽 극복을 위한 인프라 

및 인지도 제고를 해야 한다. 현재 해외 진출에 커다란 장애 요인은 고비

용의 해외 임상 시험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인허가 절차이다(연간 

7-10억으로 2-3년 소요). 따라서 해외 임상시험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해외 의료기기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신

흥시장 개척을 강화해야 한다. 국산 의료기기의 브랜드 가치가 낮고, 판

매 후 지속적 관리 부족으로 국산 제품의 사용이 저조하다. 따라서 국산

제품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현지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관계

부처 합동, 2014a).

넷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 혁신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종 제품까지 개발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는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여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

로, 아이디어 발굴 및 후속 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 의료 기기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 기기 

업체가 영세하여 우수인력 기피로 인력 구조가 취약하다. 따라서 연구 개

발 및 기업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첨

단기술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서 첨단 의료기기 분야 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a).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은 기업 공개를 통한 외부자본

의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추가적인 기업 성장 동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 공개를 통해 외부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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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 정보 보호 및 활용

의료정보 관련 법적 기반의 부재로 의료 IT 융합 및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정보 보호․교류․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

다. 먼저 보건 의료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정보 보관과 교류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환자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의료정보의 유

용금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 의료 

용어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적용해야 한다.

5) 기타

보건 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BT, IT and Nano-technology(NT)의 융합을 통해서 유전

체 및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고, FDA의 승인 의약품이나 임상 실패 의약

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병 치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제약․의료

기기․의료 서비스의 융합으로 개인의 의료 정보를 의료 기기를 통해 수집

해서 관리․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의료 서

비스의 융합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의원을 설치해서 공급자 측에서 융합

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 조정자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

다. 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활성화 부처가 범국가적인 혜택과 이득을 극대

화하는 방향으로 협력 및 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정책 조정자는 건강, 의

료정보, 바이오 R&D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

벌 협력 체계도 선도해야 한다(최윤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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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치기반지불체계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1. 요약 

⧠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

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 지불제도로의 

확산이 요구됨.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의 경우 2013년을 기준

으로 대상기관의 확대가 완료되었으며 신포괄수가제는 공공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신포괄수가제의 

포괄적 지불제도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

기적으로는 신포괄수가제와 질병군 포괄수가제와의 통합이 

요구됨.

⧠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확산

○ 포괄적 지불제도의 확대와 함께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의 

확산이 요구되며, 이는 포괄적 지불제도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할 수 있음. 현재는 가감지급사업의 형태로 일

부 질병군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나 보고에 

따른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가가산 중 일부는 

성과연동 지불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성

과연동 지불제도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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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11년 기준 2,198달러로 경제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평균인 3,322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증가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00년에서 2011년간 연평균 증가율

은 9.3%이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타 OECD 국가는 증가율

이 크게 감소하거나 일부 국가는 오히려 국민의료비가 감소한데 반해, 우

리나라의 2009년-20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3%에 이르러,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4).

〔그림 2-3〕 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실질, 2000-2011

자료: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 p.155에서 재인용(OECD Health Statistics 201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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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는 201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9.3%에 비해 낮은 7.4% 수준이지만,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는 점차 상승하

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는 2008년 

6.6%, 2009년 7.2%, 2010년 7.3%, 2011년 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에스토니아나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크게 감소

하고, OECD 국가의 평균 역시 감소7)한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4; 통계청, 2014).

이러한 국민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는 소득 수준의 향상,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 보

건의료제도 역시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

다(정영호, 2009; 윤석준 등, 2013). 예를 들어 Tchoe 등은 1991년에서 

2003년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바 있으며, 분석 결과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9.24%인데 반해 

방문 횟수의 증가나 수가의 상승에 의한 영향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choe and Nam SH, 2010). 

  가.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주로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수가는 자원소모량에 기반을 둔 상대가치 점

수에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2014년 기준으로 환산지수는 병원의 경우 68.8원이고, 의원의 경우 

72.2원이다(신영석 등, 2012; 정책브리핑, 2014). 한편, 일부 질병군을 

7)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의 OECD평균은 2010년 9.4%에서 2011년 9.3%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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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와 일

당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급

여비용 중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되는 금액이 약 30조 5천억에 이르러 전

체 요양급여 비용의 93.8%를 차지하고,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당수가제의 경우 1조 3102억원으로 4.0% 수준을, 그리고 질병군

별 포괄수가제의 경우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환

자 중에서는 행위별 수가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도 건당 및 일당정액의 형태로 지불되는 

비율 역시 약 18.7%로 나타나 급여비용의 대부분은 행위별 수가제의 형

태로 지불된다(신영석 등, 2012).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으로서 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

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내원일

수는 1977년 0.7일에서 2006년 14.7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신영석 

등, 2012). 또한 1인당 진료건수 역시 연간 13건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병원 병상 수 역시 9병상 이상으

로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기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Computed Tomography(CT)나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의 대수가 많은 것은 비급여제도의 영향과 더불어 행위별 수가제의 특성

과도 일정 부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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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인구 100만명당 MRI 대수, 2011년(또는 가장 최근 연도) 

자료: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 p.87에서 재인용(OECD Health Statistics 201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그림 2-5〕 인구 100만명당 CT 대수, 2011년(또는 가장 최근 연도) 

  

자료: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 p87에서 재인용(OECD Health Statistics 201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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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행위별 수가제로서의 중요한 단점은 의료비용 상승의 통제가 어

렵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수가는 통제되지만, 서

비스의 강도와 수량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

렵다. 예를 들어 2001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수가 상승률은 16.6%인 

반면 급여비는 동기간 동안 123.5%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도 수

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2-3%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동안 요양급여

비용은 33조 7천억원에서 39조 8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신영석 등,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이러한 지속적인 

급여비용의 상승은 부담 자체의 문제와 함께 급여비용의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된다(신영석 등, 2012). 

한편 행위별 수가제는 보장성 확대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급여로 인한 서비스 

양과 강도의 증가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져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도, 다른 비

급여 서비스의 공급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

장성이 약화되는 현상 역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Kwon은 행위별 수가제가 서비스

의 양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등 공급구조를 악화

시킨다고 하였으며, 반면 포괄수가제가 질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다

고 주장하였다(Kwon, 2003). 또한 2010년의 OECD 보고서는 우리나

라의 보건의료비 증가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

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불제도의 개편,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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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 장기요양기관의 개발, 주치의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Jones, 2010). 즉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

는 서비스 제공량과 강도를 높일 동기가 존재하고, 비급여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서 입원 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도입과 함께 외래 환자에 대한 인

두제 및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모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OECD 국

가의 건강성과를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효율성을 분석한 다른 보고서 역

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도, 

주요 문제점으로 보장범위가 좁고, 이로 인해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주치의 제도가 없다는 점, 아울러 진료건수 감소를 위

한 지불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Joumard et al., 

2011). 

바람직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특성은 자원의 소모량을 정확하게 반영하

는 것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의 최소화, 질적 수준의 증진 및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대한예방의학회, 2013). 한편 이러한 

특성은 부분적으로 상충될 수 있으며, 각각의 지불제도는 바람직한 특성

을 충족시키는 데에 장단점을 가지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도가 기술발전

에 기여할 수 있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의 급격한 의료비용 상승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 성과연동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사는 환자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

를 가지는 반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유인은 제한적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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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부적절한 서비스를 통해 병원감염이 발생한다 하여도, 진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질을 유지할 유인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안으로, 기존 지불제도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과

연동 지불제도의 도입과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최지숙, 2012). 실제로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나 인두제 또는 총액예산제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질을 담보하도록 유

인하는데 쓰일 수 있고, 총액예산제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질을 유지하도

록 유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최병호 등, 2013).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 또는 결과에 따라 의료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최지숙, 2012), 통상적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이 주된 목표이지만, 효율성 향상 역시 목표가 되기도 한다(최병

호 등, 2013). 

성과연동 지불제도에서 질의 측정은 구조, 과정, 결과의 틀로 분류되

며, 구조의 경우 정보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고, 과정은 진료지침

의 준수나, 예방접종률 등을 의미하며, 결과는 사망과 같은 최종결과나 

혈압과 같은 중간결과로 측정되게 된다. 또한 성과보상의 기준은 절대적 

성과의 기준이나 변화 정도, 상대적 순위 등이 될 수 있다. 성과 보상의 

방식은 주로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되지만, 일부는 비금전적 보상이 이루어 

질수도 있으며, 이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최지숙, 2012). 일반적으로 

실시 초기에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 참여로 시작하는 반

면, 제도의 문제점 등이 교정된 후에는 당연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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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보상방식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 보너스, 예수금(withhold)1)

· 패널티(Penalties)

· 수가(fee schedule) 조정

· 환자당 지불(Per-member payment)

· 성과향상에 따른 차등지급

  (Differential payment update)

·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

  (Payment for provision of a service)

· 성과 측정을 보고한 기관에게 지불

· 나쁜 성과에 대해 삭감

· 절감액 공유(Shared savings)

· 질 장려금 또는 대출

  (Quality grants or loans)

· 단일 vs 다중 보상 공동기금

  (Single versus multiple reward pools)

· 성과프로파일링

  (performance profiling)

· 공공 인증(public recognition)

· 기술 지원

· 임상 제재(practice sanctions)

· 행정 요구사항 감소

· 자동적 환자 할당

  (Automatic assignment of patients)

자료: 최지숙, 2012

이러한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OECD 국가 중 19개 국가에서 쓰이고 있

어, 비교적 일반화된 제도라 할 수 있으며(신영석 등, 2012; 최병호 등, 

2013),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영국(15%)을 제외하면 5%이하 수준이다8)

(신영석 등, 2012).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Quality Outcomes Framework(QOF)라

는 이름으로 National Health Service(NHS)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를 대상으로 성과연동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QOF는 기존 NHS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성

과 개선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성 증대 및 일차의료 기술수준 

개선, 가용 서비스 범위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조 7천억원의 

8) 일차진료의 경우 벨기에 2%, 폴란드 5%등이고, 병원의 경우 벨기에 0.5%, 룩셈부르크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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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

로 하고 있으나, 등록된 일반의의 99.8%가 참여하여 참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 지표는 4개 영역(임상진료, 조직, 환자경험, 부가

서비스)의 134개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기

본적으로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제출되고 있으며, 약 5%의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자료의 질을 감사하고 있다. 보상은 지표를 환산계수

로 사용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된다(김선민, 2012; 신영석 등, 

2012).

미국의 경우는 Hospital Quality Incentive Demonstration 

Project(HQID)라는 이름으로 성과연동 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급

성심근경색, 관상동맥우회술 등 7개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도구는 과정 및 결과 지표 3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발적 참

여를 기반으로 우수한 급성기 병원에게 가산을 제공하고, 성과가 높지 않

은 병원에는 감산을 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강길원, 2010; 김선민, 

2012). 한편 개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메디케어 Physician Quality 

Reporting Initiative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기

반으로, 외래 진료 임상 질 지표의 결과를 보고하는 개원의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2009년 기준 의사 참여율은 16%였다(최병호 등, 

2013). 

이렇듯 다양한 성과연동 지불제도가 각국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이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합의된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다. 

이는 성과 측정의 문제와 같은 연구 방법상의 어려움과 함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연동 지불제도에 따른 보상이 영국을 제외하고는 매우 작

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람직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특성 중 하나가 질적 수준의 증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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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감안하여 질적 수준이 높은 기관에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면, 이는 성과연동 지불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입

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종별 가산이나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같은 가산 제도는 투입 측면에 따른 보상이지만, 이

러한 가산은 투입된 자원이 많을수록 성과가 좋다는 전제하에서만 정당

화될 수 있으며, 투입된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는 투입이 아닌 성과를 측정하여 이에 기반을 둔 지불을 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적정

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국회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의약뉴스,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시행에 있어 유리한 여건과 불

리한 여건이 동시에 존재한다(최병호 등, 2013). 예를 들어 단일보험자 

체계의 특성은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유사하

게 진료비 청구가 대부분 전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정보 수집에 드

는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와 같

이 전산청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종이 진료기록에 기반을 두어 정

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최지숙, 2012). 반

면 방대한 비급여 부분의 존재는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확산에 대한 장애

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비급여 부분의 보상이 크다면 성과연동 지불제도

로 인한 보상에 대해 덜 반응할 수 있다는 점과, 비급여 부분의 자료가 수

집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과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최병호 등, 2013). 

한편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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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 지불제도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포괄적 지불제도로 

제도개편이 이루어 질 경우에도 그 필요성은 상존한다. 오히려 포괄적 지

불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과소서비스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추진 현황

  가. 포괄수가제의 추진 실적 및 현황

포괄수가제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단계적 도입이 건의된 

이후, 1997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모형의 적정성 및 대상 질병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2002년 외과계 질병군 중 중 8개 질병군을 대

상으로 요양기관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

에는 8개 질병군 중 자연분만을 제외하고, 제왕절개분만, 편도선수술, 맹

장염수술, 백내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의 7

개 질환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었다(강길원 등, 2009). 대상 요

양기관은 점차 확대되어 2012년에는 모든 병․의원급 기관에 포괄수가제

가 당연 적용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기존의 질

병군별 포괄수가제가 외과계 질병군 등의 비교적 단순한 질병군만으로 

대상이 제한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기반으로 행위별 

수가제의 일부 요소를 통합하여 개발된 지불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9년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40개 병

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 질병군 역시 초기 20개 질병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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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되어 거의 모든 질병군에 해당되는 55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a). 

초기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의 경우, 각 질병군의 진료비는 원가가 아

닌 행위별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즉 행위별 급여 진료비의 평

균과 포괄수가에 포함된 행위별 비급여 진료비의 평균, 그리고 건강보험

에서 인정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비의 평균값의 절반 그리고 종별 인

센티브의 합으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비가 구성된다(정현진 등, 2012). 

〈표 2-5〉 포괄수가제 추진경과 

일정 추진 경과 내용

1997년 2월
포괄수가제 1차 

시범사업 실시

• 5개 질병군 실시

- 정상 분만, 제왕절개분만,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백내장수술

2002년 7월
포괄수가제 본 사업 

실시

• 포괄수가제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

- (8개 질병군) 정상 분만, 제왕절개분만,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백내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2003년 9월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 축소

• 포괄수가제만 적용: 포괄수가제에 의한 보험급여청구

만 가능

- (7개 질병군) 제왕절개분만,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백내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

기수술

• 제도보완대책

- 포괄수가제 비용 열외군 확대로 중증환자 진료 가능

- 수술 후 당일 퇴원환자도 포괄수가제 적용

- 입·퇴원 당일 DRG 적용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

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적용

- 특수질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 질식분만(자연분만)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2009년 4월

신포괄수가제 

1차연도 시범사업 

(2010년 6월 종료)

• 일산병원, 20개 질병군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 지불정확성: 행위별수가제와 유사성 비교결과 총 진

료비가 2.69% 증가

- 진료비용: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보험자 부담금 9.5%

↑, 환자부담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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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일정 추진 경과 내용

2009년 4월

신포괄수가제 1차연도 

시범사업 (2010년 

6월 종료)

- 효율성: 행위별수가제와 차이가 거의 없었음 

- 모형타당성: 포괄 및 비포괄 항목 적정, 중증도 분류

를 포함한 K-DRG 분류체계 재검토 필요

2010년 7월
신포괄수가제 2차연도 

시범사업 

• 일산병원, 76개 질병군

〈2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 지불정확성: 행위별수가제와 유사성 비교결과 총 진

료비가 2.1% 증가

- 진료비용: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보험자 부담금 8.1%

↑, 환자부담금 9.2%↓ 

- 모형타당성: 질병군 내 진료비 변이가 큰 문제, 열외

군 비중이 높은 문제 개선 필요

2012년 5월

포괄수가제 

급여적정성평가 

시범도입

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입원 중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등 질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마련

2012년 7월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 검토

의료계의 적용가능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용가능성 등 검토

2012년 7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일산병원,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35개 지방의료원 

5개 적십자병원), 550개 질병군

2012년 7월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의무적용

• 병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2012년 
12월

포괄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 조정원칙, 방법, 주기, 절차 등 세부방안 마련

- 심평원에서 외부 전문가 연구발주를 통한 대안마련 

후 관련 고시 규정화

2013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 포괄수가제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확대 적용

•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를 통한 보완사항 반영

-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2년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 인상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 일자별 내용 재구성

한편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전체 의료비용은 포괄수가와 비포괄 및 비

급여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 때 포괄수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단가 10

만원 미만의 행위료, 입원료, 관리료 등과 함께 비급여 비용이 포함되며, 

단가가 10만원을 넘는 경우라 해도, CT 및 초음파의 경우는 당연 항목으

로 포괄수가에 포함된다. 신포괄수가제의 수가 계산은 기준수가와 일당

수가의 합으로 계산되며, 기준수가는 행위별 진료비의 평균값이고,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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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입원일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경우 이에 따라 기준수가에서 빼

거나 더하는 식으로 계산되어, 입원일수에 따른 자원 소모량의 변화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다. 단, 단가 10만 원 이상 항목의 경우에도 자원 소모량 

감소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20%에 해당되는 비용은 포괄수가의 기준수

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원기간을 줄이고 서비스 제공

량과 강도를 줄일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신포괄수가제와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제도의 유인 기전이나 적

용대상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두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포괄적 지불

제도를 개발하고 제도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고

려된 병원 입원분야의 지불제도 개편 추진일정은 다음의 〈표 2-6〉과 같다

(신영석 등, 2012). 이 중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당연적용은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완료되었으며, 신포괄지불제의 경우 40개 공공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55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군 확대시행은 

이루어진데 반해, 민간병원의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종합평가

나 통합모형 마련 등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신포괄수

가제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모형 전반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표 2-6〉 병원 입원분야의 지불제도 개편 추진일정

구분 현재 단기 중기 장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원급

선택참여

당연적용

종합

평가 

실시

통합

모형 

마련

및 

제도화

병원

종합병원
선택참여 당연적용

상급종합병원

신포괄가제

공단병원 553개 질병군

지역거점공공병원
76개질병군

(3개소)

553개질병군

(40개소)

553개질병군 

＋외래영역추가

국공립, 민간병원 - 모형개발 자율참여

자료: 보건의료미래기획단,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안건, 2011. ; 신영석 등, 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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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추진 실적 및 현황

우리나라의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2007년 7월 가감지급 사업(value 

incentive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최지숙, 

2012).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시범사업에서 가산율은 전체 심사결정 금

액 중 공단 부담액의 1%였으며, 2009년 기준으로 4억 5천만 원이 가산

금액으로 지불되었고, 2010년에는 4억 4백만 원이 가산금액으로 지불된 

반면, 해당기간 동안 감산 대상기관은 없었다(김선민, 2012). 2011년부

터 시작된 본 사업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평가 

등급이 기존의 5등급에서 9등급으로 세분화9)되었으며, 감산 기준이 적

용되었다, 2012년에는 급성기 뇌졸중을 대상으로 절대평가가 시작되었

으며, 2013년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와 의원급 까

지를 대상으로 외래약제의 적정성 평가가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전체

적으로 향상이 이루어진 제왕절개분만이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급성심근경색증 역시 허혈성 심질환으로 통합평가가 이루

어짐에 따라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

가원, 2014b). 

가감지급제도의 추진경과는 다음〈표 2-7〉과 같으며,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의 가감지급사업 모형은 다음의 〔그림 2-6〕과 같다.

9) 본 사업 2차년도(’12)에 적용된 급성기 뇌졸중과, 3차년도(’13)의 수술의 예방적 항상제 
사용 항목은 5등급 절대평가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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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가감지급제도의 추진경과

일정 추진 경과 내용

2007년 7월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상급종합병원 대상: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009년 12월
1등급 및 질 향상기관 

가산지급
상급종합병원 대상: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010년 12월 가감지급 시범사업 완료 상급종합병원 대상: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011년 1월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1차년도)
종합병원 이상: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012년 1월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2차년도)

종합병원 이상: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 뇌졸중

의원: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2010년 시작, 2012년 병원 급으로 확대)

의원: 만성질환관리제(고혈압, 당뇨병)

2013년 1월 가감지급 사업 확대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의원: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2014년 2월 가감지급 사업 변경 병원급 이상: 제왕절개분만 및 급성심근경색증 제외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b 재구성

〔그림 2-6〕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의 가감지급사업 모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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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사업을 통한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가결과, 2007년도 기준 상

급종합병원은 평균 점수가 92.10점이었던 반면 2012년에는 99.57점으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59.08점이던 최소값이 93.40점으로 상승하

여 편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종합병원에서도 경향은 유사하여 평

균 점수는 89.40점에서 96.78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최소값 역시 57.13

점에서 72.92점으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2013년 기준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은 155개 기관으로 총 20억원의 가산 지급을 받았으며, 감산을 받은 

기관은 총 1억 2천만 원의 감산 지급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b).

한편 가감지급사업의 대상 외에 대장암, 유방암, 의료급여 정신과, 혈

액 투석 등의 다양한 항목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러한 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공개 등의 비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포괄수가제 및 성과연동 지불제도에 대한 의견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이론적 차

원에서 박은철 등(2013)은 국민의료비 상승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는 하지만, 비교적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적기 때문에 동일한 의료비가 상

승하여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

다. 또한 재원일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재원일수가 높게 나타

나는 질병군은 내과계 질병군으로, 재원기간 감소를 위해 외과계 질병군

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사에 대한 보상이 행위별 수가제로 이루어지는 미국

에 비해 의사에 대한 지불제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의

사에 대한 보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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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의사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지불하거나 신포괄수가제를 발전

시키는 방안, 또는 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가보존률이 100%에 미달하는 상태이므로, 행위별 수가제가 아니

라 원가 기반으로 수가수준이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영건(2011)은 신포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외래를 직접운영하기 때문에 외래전이의 가능성이 크고, 진료비

와 본인부담을 산정하는 행정의 소모가 많아 병원의 행정비용이 커질 가

능성이 높아서, 의료비 절감의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하였다(지영건, 

2011). 

한편 주로 신포괄수가제의 시행결과를 중심으로 한 비판 역시 존재한

다. 예를 들어, 권순만 등(2013)은 신포괄수가제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신포괄수가제가 재원기간의 감축이나 진료비등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

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포괄적 지불제도로서의 특성이 충분히 나타나

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료원의 측면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시

범사업 대상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포괄수가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 역시 제한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관련 인물을 대상

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수용성 역시 부정적으로 나

타나 현재의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및 이를 통한 포괄수가제의 통합의 가

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서 신포괄수가제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경우, 공급자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가 존

재한다. 예를 들어,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업무 부

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비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

료수집의 비용 등은 별도 보상해 달라는 요구 역시 제시되었다(메디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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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버, 2014). 또한 외래약제 적정성평가의 경우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같은 항목은 여러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달성이 어렵고, 고가도지표 

역시 생동성 실험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

다(약업신문, 2013). 또한 심사에 따른 삭감과 가감지급에 따른 이중삭감

이라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코리아 헬스로그, 2012). 실제로 Lee 등

(2012)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급

자들은 성과연동 지불제도를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선호하고, 재정중립이 아

닌 추가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인식하였다. 

4. 정책과제

  가. 향후 추진방향 

진료비 지불제도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변화하지 않고 계속적

으로 유지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지영건, 2012). 현재까지 나타난 

우리나라의 높은 국민의료비 상승률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건강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OECD나 기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 이기도 하다

(Kwon, 2003; Jones, 2010; Joumard et al, 2011). 따라서 진료비 지

불제도를 포괄적 지불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지불제도로는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있다.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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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특성에서 이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포괄수가제

가 현재 여러 제한점을 노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진료비 개편방

향으로서 이를 보완하여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포괄적 지불제도로 전환 시에 질적 수준을 담보

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급자 중에서도 성과에 따라 보

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Lee et al, 

2012). 현실적으로는 현재 심평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를 기

반으로 성과연동 지불제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

의 재원은 원칙적으로는 수가가산에 쓰이는 일부 예산을 전환시키는 방

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최병호 등, 2013). 즉 야간가산과 

같이 자원의 소모량이 차이가 나고, 성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가산의 경

우는 유지하되, 다른 가산 항목의 경우 성과에 따른 지불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반발에서 보듯,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급자와의 협의 역시 필수적이다. 

  나. 단기 개선방안

일차적으로는 신포괄수가제의 포괄적 지불제도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모형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

가제 모형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신포괄수가제 시

범사업의 대상으로 다양한 규모의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이 모

두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신포괄수가제 시

범사업에 따른 결과가 공공병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제도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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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위해서는 민간

병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포함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참여

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포

괄수가제는 동일 질병군에 대한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

군 분류체계가 자원소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가 고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너무 많은 질병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행

위별 수가제와 차이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원이 소모량을 

반영하되 너무 많지 않은 질병군을 가지도록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질병군 분류과정 중에 공급자의 의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성과연동 지불제도의 경우, 가산지불과는 별개로 보고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과에 따른 가산 및 감산의 측

면에서 재정중립성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보고에 따른 비용에 대

해서는 별도로 보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보고 자체가 비용이 

드는 활동이므로 재정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과 함께, 공급자의 수용

성을 확대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감산이 되더라도 보고에 따

른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급여비의 감산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적

절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해당 임상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청구를 위한 보험 자료가 아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의 수

집이 필요하며, 이는 보고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 장기 개선방안

신포괄수가제가 포괄적 지불제도의 성격을 지니도록 적절한 모형의 수

정이 이루어진 후에,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의 통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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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일부 예외군으로 존재하는 질병

군이 있는 것처럼 일부 질병군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지불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성과연동지불제도는 현재의 가감산 비율을 좀 더 높게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불비율은 1%~2% 수준이어서 성과향상의 동기

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단순히 치료 뿐 아

니라 예방과 건강증진과 같은 질병의 발생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수가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과연동 지불제도와 포괄적 지불제도는 고령화나 의료기술의 발전과 

같은 의료비 상승 요인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응책

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

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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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 아급성기 병원의 제도화 방안

1. 요약 

⧠만성질환과 기능상태 저하로 인하여 급성기 이후의 통합적인 서

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절대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점

에서 아급성기 병원의 제도화는 건강보험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140대 국정과제 중 49.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

계 구축에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 제시

○ 회복병원은 큰 틀에서 수술 후 회복․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등에서 수행 중임.

○ 노인을 대상으로 아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법 시

행규칙 개정,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수립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음.

⧠ 국정과제 추진 방향은 우선 아급성기 병원의 기능을 정립하

는 것이 필요한데 서비스의 연속성, 통합성,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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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는 급성기 의료 중심의 현재 병원 체계를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개

편함으로써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 아급성기 병원의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가. 노인 인구 및 의료비 증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노인 인구 비율이 14.5%가 되어 고

⧠ 단기 추진방안

○ 현재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므로 요양병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능이 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 아급성기 병원의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실시

⧠ 장기 추진방안

○ 고령화시대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적합하도록 아급성

기 병원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되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

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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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

이 전(全)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약 7조 4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25.9%를 차지하였던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013년 기준 약 17조 5천 3백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건강보험 보장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은 전체 건강보

험 요양급여비용의 1/3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노인 인구 절대 수의 

급증을 감안한다면 노인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진료비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7〕 노인 진료비 추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 통계지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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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의 특성

1)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2011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2)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조사 결과(81.3%)에 

비하여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3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노인의 비

율은 2008년 30.7%에서 2011년도 44.3%로 증가했다. 

〈표 2-8〉 노인의 만성질환 이환 비율

(단위: %,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평균

2008년 18.7 25.4 25.2 30.7 1.9

2011년 11.5 20.3 24.0 44.3 2.5

자료: 정경희 외. 『2011 노인실태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2

만성질환은 경증에서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복합만성질환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림 2-8〕은 만성질환의 복잡성과 중증도에 따라 어떠

한 전략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경증 만성질환의 경우 적절한 지원과 자가

관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만 복합만성질환은 개인의 질병에 대한 의

료적 대응은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복합적인 의료적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할 경우 환자들은 

종류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환된 

질환의 수가 증가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김창훈 외, 2014). 따라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급성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아급성기 의료체계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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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국면별 만성질환의 종류

자료: 유원섭. 일차의료 및 공중보건 토론회. 성창현(2013). 아급성기 의료체계 정책방향. HIRA 정
책동향 7(4); 6-10. 재인용

2) 기능상태 저하

기능상태 저하는 신체기능상태와 인지기능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기능상태는 세부적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8%는 ADL의 완전자립 상태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IADL의 

경우 완전자립인 비율은 86.2%였다.

다만 이와 같은 수치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실태조

사는 지역사회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미 기능상

태가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 경우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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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는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인만 남아있다. 아래 표는 요양

시설과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며 실제로 이

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9〉 연도별 요양시설 이용자 및 요양병원 실 입원 수

(단위: 명)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수급자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요양병원 실 인원수 206,391 228,608 255,035 295,009 331,9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김
정회. 「요양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14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

회 연제집. 2014. 재구성

신체기능상태 저하와 만성질환 간에는 관련성이 있어서 2011년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평균 2.4개의 만

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평균 3.5개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ADL과 

IADL의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85세 이상 노인 중 24.1%가 ADL에 

있어 1개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며, 46.3%가 IADL에서 1개 이상의 도움

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신체기능 저

하 노인의 절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노인의 다양한 요

구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지기능상태 저하의 경우,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 25.5%가 

인지기능 저하자였고, 2011년엔 28.5%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지역별,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는 인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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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비율이 25.4%에 불과하지만, 읍․면부의 경우 이 비율이 37.1%였

다. 또한 연령별로는 65~69세 노인 중에서 인지저하자의 비율은 15.5%

에 불과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지저하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80~84세 노인 중에서는 41.6%,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67.1%에 달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 재가 노인 중에서도 80세 이상의 고

령 노인에서는 인지저하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통합적 서비스 욕구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은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폭넓은 스펙트럼의 욕구가 충족되

어야 한다(Leichsenring, 2004). 즉, 이미 앓고 있는 만성질환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의료서

비스와, 기능 저하에 따른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를 감안한다면 서비스의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통합은 필수적이다(송

현종, 2013).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이용 행태를 

통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서 요양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거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관인 요양병원만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김진수 외, 2013).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수행에 있

어 요구도가 높은 1등급이나 2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시설만 이용하는 경

우가 많았고(1등급 59.3%, 2등급 65.1%), 요양병원만 이용한 경우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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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이었으나(1등급 29.7%, 2등급 23.7%),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수

행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3등급은 장기요양시설만 이용하는 경우가 

51.3%인 반면, 요양병원만 이용한 경우는 41.2%에 달하였다.

〈표 2-10〉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별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행태

(단위: 명, %)

구분

1등급(중증) 2등급 3등급(경증) 계

이용자 
수

비중
이용자 

수
비중

이용자 
수

비중
이용자 

수
비중

요양시설만 
이용

20,953 59.3 40,267 65.1 52,239 51.3 113,459 57.0

요양시설→
요양병원

1,742 4.9 3,298 5.3 3,928 3.9 8,968 4.5

요양병원→
요양시설

2,156 6.1 3,642 5.9 3,701 3.6 9,499 4.8

요양병원만 
이용

10,472 29.7 14,649 23.7 41,918 41.2 67,039 33.7

계 35,323 100.0 61,856 100.0 101,786 100.0 198,965 100.0

주: 분석기준은 2012년말 지급 기준
자료: 김진수 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3, 재구성

노인의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아급성기 병원 체계를 통하여 해

결하고자 할 때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노인은 만성질환 및 

기능저하로 인하여 입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Chen et al., 2010). 그

런데 노인에게 있어서 병원 입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위험요

인이 될 수 있다. 많은 노인은 입원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 저하를 경험하

는데 이로 인하여 삶의 질에 변화가 초래된다(Hoogerduijn et al., 

2006).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기능저하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규명한 외

국의 선행연구(Sager et al., 1996)에서는 재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기능저하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병원의 재

원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급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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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급성기 치

료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입원일수가 〈표 2-11〉과 같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입원일수 증가의 원

인 및 입원일수 증가가 노인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가 필요하지만 아급성기 병원 체계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표 2-11〉 연도별 요양병원 환자 당 연간 누적 입원일수

(단위: 명, 일)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환자 당 연간 
누적 입원일수

127.8 137.8 148.0 154.6 158.6 164.7

자료: 김정회. 「요양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14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

대회 연제집. 2014. 재구성

  다. 고령화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후에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요양기관에서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특정 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노인이 다른 계층에 비하

여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므로 요양병원이 노인의 보건의

료 특성에 적합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검토는 아급성기 병원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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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의 법적 정의

의료법 제3조에는 요양병원을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 환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를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

양보험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의료법의 개설기준만으로는 ‘장기요양’이라는 환자의 요구 측

면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구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은 다른 종별의 의료기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의사의 경우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을 배치하

도록 되어 있고, 간호인력의 경우 6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 중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병원 종별과 비교할 때 간호사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다.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2013년 

10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시설 규격을 강화

하였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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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병원의 환자분류 및 수가체계

요양병원은 자원소모량에 따라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제로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환자분류군은 환자평가표를 통하여 평가한 의

료적 필요도를 바탕으로 7개 대분류와 22개의 중분류로 구분된다.

〈표 2-12〉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기준

대분류군 분류기준 중분류

의료
최고도

-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

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count 3-6/ 

1-2

의료
고도

-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 18점 이상

-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등

ADL 
17-20점/ 

9-16점/4-8점

의료
중도

-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

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

-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등

ADL 16-20점/ 
9-15점/4-8점

문제
행동군

- 망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세를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인 

경우

ADL
4-20점

인지
장애군

- 인지기능검사 결과 0~19에 해당하는 경우
ADL

4-20점

의료
경도

- ADL이 6점 이상이고 전문재활치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을 주 2일 이상 받고 있는 경우
ADL 13-20점/ 

6-12점

신체기능
저하군

-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

자에게 산정
ADL 13-20점/
6-12점/4-5점

주: count는 의료최고도 조건인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해당하는 조건의 수
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 해당 조건이 존재할 경우 1을 더하고, 모두 존재할 경우 2를 더하여 
산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14

요양병원은 일당정액 외에 특정한 환자, 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로 별도 보상하며,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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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 필수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의 형태로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전체 진료비 중 일당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 

가량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송현종 외, 2011).

〈표 2-13〉 요양병원 수가 구성

구분 내용

환자분류군1)별 
일당정액수가

- 입원료2)

- 행위료(환자분류군별로 차이가 있음)

- 약제, 치료재료대(환자분류군별로 차이가 있음)

행위별 수가 적용 
환자

- 입원 6일 이내에 퇴원

- 한방과 입원환자

- 낮병동 입원환자

- 치과 입원환자

행위별 수가 적용 기간
(특정기간)

- 폐렴

- 중환자실 입원기간

- 패혈증

- 외과적 수술 및 관련 치료 기간

행위별 수가 적용 항목
(특정 항목)

- 식대

- 전문재활치료

- 전문의약품(치매치료제)

- CT, MRI

- 혈액투석 및 투석액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 의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

당 1,710원 별도 보상

주: 1) 자원소모량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

체기능저하군으로 구분
     2) 입원료는 2014년 현재 18,580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14

4) 요양병원의 서비스 공급 현황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뇌졸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만성질

환과 기능저하를 모두 경험하고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요양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해소하는데 적합한지 선

행연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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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08년 690개이었던 요양병

원은 2013년 1,232개로 증가하여 5년간 78.6%의 증가율을 보였고, 병

상 수는 76,608개에서 189,322개로 147.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요

양병원의 증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급성기 치

료 이후에 장기입원이 필요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14〉 연도별 요양병원 기관 수 및 병상 수

(단위: 개)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기관수 690 777 867 988 1,103 1,232

병상수 76,608 90,144 112,014 134,788 159,413 189,32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어떠한 기능을 수

행하는지 모호하다(서영준, 2009)는 지적이 있다. 617개 요양병원을 분

석한 선행연구(송현종 외, 2012)에 의하면 분석 대상 요양병원 중 9.1%

는 재활치료와 내과질환치료 중심의 요양병원으로 분류가 가능하였고, 

19.4%는 치매치료 중심 요양병원, 20.6%는 내과질환 치료 중심 요양병

원으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나 42.3%는 어떠한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지 

분류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요양병원은 적극적인 환자 치

료보다는 특별한 기능 없이 요양시설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김영배, 

2011)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추출하여 

interRAI(International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 도구로 

자원이용군(Resource Utilization Group: RUG-Ⅲ)에 따라 환자를 분

류한 선행연구(김홍수, 2014)에서는 재활군이 조사 대상 요양병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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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4.1%를 차지하였으나 실제 전문재활치료를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의

료경도 환자는 2% 미만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interRAI와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평가표의 차이, RUG-Ⅲ에 의한 환자분류와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기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주의깊게 해석

할 필요가 있으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요양병원에 재활

의 요구도가 있는 환자에 비하여 실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매우 소수임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

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추진 실적 및 현황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국정목표 하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 중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국정과제를 추진하

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노인의료와 관련하여 회복병원 체계 강화, 

‘의료+요양+생활 통합서비스’ 활성화, 호스피스․가정간호 등 노인의료체

계 확충을 제시하였다.

아급성기 의료서비스 관련 ‘회복병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

고 현재까지 회복병원은 큰 틀에서 수술 후 회복․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2013년 5월 경에 「의료심사평가 선

진화 전략 실행보고서」에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중간단계인 아급성

기 병원을 의료전달체계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

안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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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급성기 이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집권 상반기에 질을 높이고자 〈표 2-15〉와 같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였다.

〈표 2-15〉 집권 상반기 요양병원 대상 정책 방안 추진 현황

구분 일시 주요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

2014년 4월 

5일 시행

-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및 병상 이동 공간 확보

- 바닥의 문턱 및 높이 차이를 없애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복도, 계단 등에 안전손잡이 설치

-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 비상연락장치 설치

- 욕실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 욕실에 적정 온수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

는 깊이의 욕조 설치

전국 
요양병원 

대상 
불법행위 
합동단속

2014년 6월 

2일 ~8월 

31일

-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 ‘사무장 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 환자 수, 의료인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허위 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행위

- 각종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

는 행위 등 중점 단속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수립

2014년 

8월21일 

발표

-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

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하여,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

-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

-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

-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

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

-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 복지

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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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과제 추진의 한계

우리나라에서 급성기 이후 의료제공체계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야 시작되었고 관련된 연구도 거의 수행되지 않아 아급성기 의료에 대한 

정의 및 개념,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

재까지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상반기 두드러진 추진 실적

을 찾을 수 없었다.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급성기 

이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 공급과 수요 모두 급증

하고 있는데 일부 요양병원의 화재, 노숙인 환자 유인 등의 문제가 발생

하면서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수립 등의 정책 

방안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급성기와 급성기 이후 의료체계에 대한 큰 그

림이 미비한 상태에서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은 단기간

의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계 요양

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

비스를 이용한 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1단계 의료기

관 간에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비교적 단순하며 분절

적인 형태의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달

체계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만성질환과 기능상태 저하를 경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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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요구를 가지는 노인의 절대 수가 급증하는 시점에 적합하지 않

으며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하에서 효과적인 정책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외

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진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가. 향후 추진방향

1) 아급성기 의료서비스 기능 정립

아급성기 병원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아급성기 의료가 무엇인

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National Association of Subacute/Post-Acute Care 

(NASPAC)에서는 급성기 이후 치료(Postacute Care: PAC)와 아급성기 

치료(Subacute Care)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급성기 이후 치료는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로, 급성기 병

원의 퇴원 환자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회복을 도울 수 있

는 서비스이다. 반면, 아급성기 치료는 상해, 질병 및 질병의 악화로 인하

여 급작스럽게 치료가 필요해진 환자에게 통합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아급성기 치료는 집중치료 정도

의 수준은 아니지만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며, 치료의 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하였다. 

호주에서는 1992년부터 환자의 주진단명보다 기능상태로 병원서비스 

이용 여부가 더 잘 예측되는 환자를 기술하기 위하여 아급성기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되었다. 2009년 Subacute Care Management Working 

Group에서는 아급성기 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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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3). ‘의학적 진단명

보다 환자의 기능상태 및 삶의 질에 의해서 치료의 요구를 결정하는 다학

제적인 치료를 의미한다. 하나의 주 진단명이 아닌 복합상병을 가진 환자

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다.’ 즉, 치료강도보다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환자, 

단일한 전문과목에 치중된 관리보다는 임상적 및 전문적 기술이 혼합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Department of Human Service, 2001). 아급성기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는 차별화되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진단보다는 문제, 치

료강도보다는 복합성,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급성

기 치료는 ① 급성기 질환의 결과로 장애가 초래되어 다학제적인 재활치

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만성질환 및 장애가 있어 복합적인 임

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두 집단을 주 대상자로 한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 후반 균형재정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하면서 급성기 이후 기관 유형에 대하여 장기치료병원(Long Term Care 

Hospital, LTCH), 전문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SNF), 입원

재활시설(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y, IRF), 방문보건기관

(Home health Agency)의 4가지 유형을 만들고 선지불제도

(prospective payment system)를 실시하였다(송현종, 2012). 각 기관

별 특징은 〈표 2-16〉과 같다.

아급성기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치료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재활치

료, 복합적인 임상치료, 노인평가 및 사례관리를 포함하였다(National 

Health and Hospitals Reform Commission, 2009). 미국의 경우 입

원재활시설에서는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전문간호 시설에서는 전문 간

호 및 재활서비스를, 장기치료병원에서는 급성기 치료에 준하는 입원치

료를, 가정간호기관에서는 전문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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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급성기 이후 환자

들에게 재활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

서 아급성기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환자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

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급성기 치료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원활한 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조기 복귀

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2-16〉 미국의 급성기 이후 치료기관별 특징

구분 장기치료병원(LTCH) 전문간호시설(SNF) 입원재활시설(IRF)

입원
기준

의학적 복합 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병원 입

원 후 단기간의 간호 및 

재활서비스를 입원하여 받

아야 하는 경우

집중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하루에 3시간 이

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기관
조건

25일 이상의 평균 

메디케어 재원기간
없음

기관 환자의 60% 이상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의학적 상태를 하

나 이상 가져야 함

제공 
서비스

급성기 치료 입원 환

자 서비스
전문 간호 및 재활 서비스

집중적인 입원 재활 서비

스(물리치료, 작업치료, 언

어치료 등)

환자
분류

MS LTC-DRGs

입원기준, 서비스 난

이도, 동반질병 및 

중증도에 근거하여 

DRG로 분류

RUGs

특정 진단 유무, 치료 및 

서비스 사용에 근거하여 

판정한 자원소모량에 따라 

66개 분류군으로 분류

CMGs

재활치료의 일차적 이유, 

기능 및 인지장애, 동반질

병에 근거하여 100개의 집

중 재활 분류군으로 분류

지불
제도

per discharge per diem per discharge

자료: Dummit LA. Medicare Bundling Pilot: Including post-acute care services. Issue 

Brief 2011; 841; 1-23

이론적인 개념 정의와 호주 및 미국의 사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는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필요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을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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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내용에는 재활치료, 집중간호, 

복합적인 임상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10)

아급성기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연속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이다. Evashwick(2005)은 

서비스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돌봄 집중도의 전 수준을 포함

하는 신체건강․정신건강․사회 서비스의 종합적 나열을 통하여, 소비자를 

지원하고 추적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전체를 아우르는 매커니즘으로 구성

된 통합적,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학

회(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보건의료 기관, 지역사회 연계, 환자 

자기관리, 의사결정 지원, 전달체계 디자인, 임상정보 디자인을 서비스 

연속성의 근간으로 제시하였다(Mueller and MacKinney, 2006).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의할 것은 흔히 생

각하는 것처럼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가 급성기에서 장기요양으

로 이어지는 정적인 진행은 아니라는 것이다(Pratt, 2010). 만약 사다리

처럼 단계를 따라서 올라가는 수순을 밟는다면 각 단계를 이어주기만 하

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한 제공 체계로 가능지만, 노인의 욕구는 개념적인 

서비스의 진행 단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서비스의 통합은 서비스의 연속

성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기저를 이룬다.

서비스의 연속성에는 통합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적 서비

스(integrated care)는 끊어짐 없는 서비스(seamless care), 사례관리, 

10) 송현종(2013). 요양병원 제도 개선방향, HIRA 정책동향. 7(4), pp.11-18.을 요약․정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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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와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Leichsenring, 

2004). 이 개념에는 의료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통합 혹은,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간에 통합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광범위하게는 수직적 및 수

평적 통합을 말하기도 한다.

서비스의 연속성 개념에서 볼 때, 현재의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재활

병원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요구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 의료기관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재정영향 고려

노인 진료비는 그 절대 액수 및 전체 진료비 중 비중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의 비중은 25.9%이었으나 

2013년에는 35.4%까지 상승하였다. 노인이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도 약 1조 3천 2백 2십억원에서 2013년 3조 1

천 7백 5십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4.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가율은 동일한 기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

인 6.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표 2-17〉.

아급성기 병원을 제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요양병원의 수요, 급성기 병원 중 재활 등의 일

부 수요가 아급성기 병원으로 흡수될 수 있으므로 제공 서비스에 따라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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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연도별 요양병원 진료비

(단위: 억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연평균
증가율

요양병원 진료비 13,219 17,364 21,312 25,986 31,749 24.6

병원 진료비 34,812 39,980 43,800 47,727 50,569 9.8

건강보험 진료비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41 6.7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나. 단기개선방안

단기 개선방안은 두 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보

건의료체계에서 아급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질 

관리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시범사업에 대한 방안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상에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아급성기 의료의 개념으로 보면 요양

병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요

양병원 중에서 양질의 아급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소수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기관이 요양시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아급성기 병원을 제도화하기 이전에 현재 아급성기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가 제도 개선 

등의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아급성기 병원 모형은 아직 논의 및 연구 수행 중에 있다. 향후 연구가 

종료되고 결과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방안이라고 판단된

다.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하여 국민들이 체험하고 정책결정자가 평가

하여 성공적인 아급성기 병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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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급성기 병원 모형을 설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아급성기 병원의 인력, 시설, 서비스 양 등 기

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진료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아급성기 서비스 제공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급성 서비스를 병원에 제공할 것인지, 병상의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의 분야별로 별도의 병원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분야별 서

비스를 통합하는 병원형태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런데 제공 형태 도출에 있어서는 효율성, 의료체계 내에서의 연속성, 현

재 제도(예: 재활전문병원)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아급성 병원(병상)의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요양

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 재활병원에 대해서

는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불제도별로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시에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는 급성 병원에서의 전원, 장기요양 서비스로의 전원 체계 등 연계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입퇴원 기준 및 관련 

수가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급성기 병원의 목적이 조기퇴

원 및 사회복귀이므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할 필

요가 있다.

  다. 장기 개선방안

아급성기 병원이 제도화되는 것과 시기를 맞추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

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지

속되면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정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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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현재의 급성기 의료 중심의 보건

의료체계 내에서는 대상자의 요구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우선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

안하면, 기관(facility)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노인들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 및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

공 체계에는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지역사회 중심

의 보건의료이다. 이것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

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다

양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선례가 있다. 그러

나 전체 시스템 차원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우선 실패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대상자 관점에서 접근이다. 그런데 대상자 중심 접근의 핵심은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체계적인 요구도 파악

에 근거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 인력 

및 시설 배치, 재정 투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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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방안

1. 요약

⧠  추진현황

○ 정책대상자 2012년 53,705명, 2013년 83,187명, 2014년 

10월 기준 147,654명으로 대폭 확대 

－ 실 집행액: 346억(’12), 536억(’13), 699억(’14)

○ 집행체계의 합리성 도모

－ 지자체장 위기사유 판단여지확대(’13: 10%, ’14: 20%)

－ 지원기본단위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지원 위기사유 확대를 통해 선지원 절차 강화

⧠  향후 추진과제

○ 적정성 판단기준 포괄성 확보, 지원수준 상향조정,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제고, 위기가구 발굴의 적극성 도모 

○ 위기상황에의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 및 기존 사회안전망과 

긴급지원제도간의 상호선순환 및 연계 도모 

사회 분야 국정과제 분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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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추진 배경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개별급여체계로의 이행 추진 등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어 보

인다. 사회안전망이 이름 그대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지 못하

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위기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

만 자기 스스로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을 때 당사

자의 위기관리능력을 탓하기 보다는 일단 그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기본적 책무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 발 더 나아가 위기상황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이 자

칫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정책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갖는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짊어져야 할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2013년 10월 기준 가

입자 규모에 있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은 68.4%, 건강보험은 

71.3%, 고용보험은 67.7%에 불과하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종사자 지

위별로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 97%, 건강보험 99%, 고용보험 97.1%이

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17.1%, 건강보험 21.6%, 고용보험 

20.1% 정도만 가입하고 있다(통계청, 2013: 3). 그만큼 비공식부문 근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직인 경우 실직 또는 퇴직 이후 위기상황 발

생 시 대처할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 단

순히 급여대상만이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입대상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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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아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은

데, 비급여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공공부조에서는 정책적 빈곤계층을 좁게11) 포섭한 결과 빈곤위

험층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소득인정액

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는 전체 152만 가구 260만여명 정도로 추

산됨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8만 가구 155만명에 불과하고 64만 

가구 105만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른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태진 외, 2011: 28). 이들은 가족과 불화 등으로 인해 단절이 생길 경

우 바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

라 소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 120% 미만의 경우 약 36만 가구

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크지 않은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대응력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재산은 초과했더라도 소득만 고려했을 때 

120% 미만인 가구가 약 98만 가구에 이르러(이태진 외, 2011: 28) 생계 

수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집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기상황에의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 자신이 맞닥뜨린 

위기상황이 생(生)에의 의지를 약화시킬 때 정부에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그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실제 동 제도 시행이 위기상황 탈

출 및 빈곤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발전해 왔는지, 한계는 무엇이었는

11) 그렇다고 빈곤층,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대상자를 넓게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터운 사회보험과 인구특성에 맞는 사회수당 마련·제공, 노인 
및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등을 통해 이들이 정책빈곤층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책빈곤층으로 끌어안지도 못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이 
인구특성별로, 발생사유별로 두텁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가족 등 비공식부문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는 곤란한 사유발생시 위기상황은 고스란

히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 정책빈곤층을 좁게 포섭한 결과 나타나는 여러 가
지 양상들이 위기상황에의 대응력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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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제도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3. 추진 실적 및 현황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2013년 5월 28일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국정과

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중 ‘빈곤위험계

층까지 정책대상 확대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중위소득 50%로 상향조정하고 긴급복지지

원을 확대하여 중산층의 도약기반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에도 적절하게 반영

되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사유 확대 및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량범위를 확대하여 선제적으

로 대상을 발굴·지원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실제 추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용을 대상자, 급여수준, 예

산규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대상자 확대과정

 

첫째, 대상자 확대과정이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위기사유로 간주

될 수 있는 범주를 확대하는 것과 적정성 판단기준에 활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위기사유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법령이나 지침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에 귀 기울이고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판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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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예산집행가능

분을 긴급지원예산 대비 2013년에 10%에서 2014년에는 20%로 상향조

정한 바 있다. 

〈표 3-1〉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구분 2012 2013 2014

위기사유

〈2009년 이전〉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건물 소실

- 가구구성원의 방임․유기, 

학대 등 가구원의 

가정폭력, 성폭력

- 이혼

- 단전되어 1개월 경과

〈2009년〉

휴․폐업, 실직자에 대해 일

시적으로 긴급지원 실시

〈2010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

하이면서 경․공매로 주거

상실위기에 처한 가구

〈2012년〉

제한적으로 휴업, 폐업가

구, 실직가구, 출소자, 노

숙자, 조례 혹은 지자체장 

인정 등의 사유

①지자체장인정 지원규

모를 10%하고 지자체

장 인정 주요 사례를 제

시(아래사항으로 생계곤

란시)

-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 미미

- 주소득자의 군복무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팀,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 방치

①지자체장인정 지원규

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지자체장 인

정사례 추가

- 국가기초의부양의무

자 이행급여특례 가구

②지원 위기사유 확대

를 통해 선지원 절차 

강화

- ‘화재 등으로 주거곤

란’에 ‘재개발에 따

른 강제 철거, 임차

료 연체 등으로 강

제퇴거될 것이 확실

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를 추가

* 신속한 선지원 결정 

시 각종 증빙서류 구

비가 곤란하거나 장

기간이 소요되는 경

우 우선 사실조사복

명서 활용가능 근거 

마련

사후
기준

소득
150%(’08)
생계지원 100%

150%(’08)

생계지원 120%

재산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금융
재산

300만원
(주거지원 500만원)

자료: 각 년도 긴급복지지원안내(200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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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러한 위기사유 확대는 그동안의 제도 홍보에 따른 자연증

가분과 합쳐져 2013년도에는 44,123명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다. 특히 

이중에서 장관 고시 사유에 따른 비중이 2012년 6.1%에서 2013년 8.2%

로 증가했다. 아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4년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실시되기 전에 

당장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특례

를 제정하여 ’14년 10월말 기준으로 435가구 1,576명에 대하여 1,285

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표 3-2〉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변화

(단위: 가구, %)

구분 2011 2012 2013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938 2.5 877 2.8 1,076 2.4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3,935 94.7 26,584 85.1 29,770 67.5

방임, 유기, 학대 166 0.5 205 0.7 214 0.5

가정폭력, 성폭력 85 0.2 116 0.4 160 0.4

천재지변 등 퇴거 415 1.1 545 1.7 688 1.6

장관 고시 사유 311 0.8 1,907 6.1 3,632 8.2

지자체 사유 및 인정 0 0.0 920 2.9 8,477 19.2

기타 21 0.1 84 0.3 106 0.2

합계 36,871 100.0 31,238 100.0 44,123 100.0

주: 중복사유 허용하며, 수급자의 유효값 기준임. 
자료: 여유진 등(2014)

  나. 급여수준의 인상

둘째, 급여수준의 인상이다. 급여수준은 위기상황에서 탈출하는데 필

요한 재원의 충분한 지급정도와 연결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급여

수준은 대체적으로 이명박정부에 비해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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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진적 상승과 함께 합리성을 담보한 것이 두드러진다. 우선 의료지

원을 합리화한 것이다. 실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의 사고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2014년까

지 의료지원의 상한선은 그대로 3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

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의 하향조정에 따라 2013년에 200만원, 2014

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연계·조정하였다. 

〈표 3-3〉 긴급복지지원 급여수준 변화

(단위: 만원)

종류 2012 2013 2014

생계지원(4인기준) 100.9만원 104.3만원 108.0만원

의료지원 300만원/1회연장

좌동

(건강보험 

200만원)

좌동

(건강보험 

120만원)

주거지원(대도시 4인가구) 57만원 59만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기준)

125.1만원 129.4만원 133,9만원

교육지원

초19.1만원

중30.4만원

고37.3만원

초19.8만원

중31.5만원

고38.6만원

초20.4만원

중32.5만원

고39.9만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7.4만원

장제비50만원

연료비8.3만원

장제비50만원

연료비8.8만원

장제비75만원

자료: 각 년도 긴급복지지원안내(2012~2014) 

  다. 지원체계의 적절성

셋째, 지원체계의 적절성이다. 2012년까지는 단기지원원칙에 따라 생

계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기본

지원단위가 3개월로 늘어났다. 당사자가 정부에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급박하고 심각한 위기상황이 1개월 지원으로 해소되기는 원천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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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점이 없지 않았는데 매번 지원연장을 위한 위원회 개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1개월 지

원 및 연장방침의 비현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지윈단위를 3개월로 바

꾸고 3개월 연장가능성을 제시하여 위기탈출에의 충분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도록 하여 주

거지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넷째,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그 성격상 지원대상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이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세계 경

제위기 등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국내에서의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범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지원요구가 많

아지게 된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이 긴급복지지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성한 예산을 현저히 집

행하지 못하게 되면 편성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긴급복지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10년에는 예산 579억

원 중 50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7.1%였으나 2012년에는 58.9%이

며, 특히 2013년에는 본 예산 624억원에 추경예산 347억원을 더해 총 

9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사업집행률은 최근 3년 중 가장 저조한 

55.2%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지원결정 건수로 인해 긴급복지지원사

업은 지난 3년간 실제 집행률은 64%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2014년도에

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집행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14년 10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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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실집행률 59%로서 작년 10월 42.1%에 비해 매우 높으며 지원건수 또

한 전년 동기 99천명에 비해 47%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2012~2014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2012예산:
589억원

지원건수 38,855 9,913 24,884 1,115 566 2,377

지원인원 53,705 21,482 24,884 2,019 566 4,754

실집행액(%)
34,670

(58.9)
4,740 29,280 231 126 293

2013예산:
971억원

(추경347억 
포함)

지원건수 83,187 41,550 27,055 2,803 786 10,993

지원인원 137,565 83,939 27,055 5,614 786 20,171

실집행액(%)
53,626

(55.2)
20,143 31,667 643 178 995

2014예산:
699억원

(전용 200억 
포함)

지원건수
(10월말 현재)

81,729 48,155 18,832 4,562 571 9,609

지원인원
(10월말 현재)

147,654 100,374 18,832 9,110 571 18,767

실집행액(%)
(10월말 현재)

45,940

(59.0)
24,218 19,711 1,012 136 863

자료: 보건복지부(2014)

하지만 올해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난 3년을 평가해 보면 지방

자치단체가 보수적으로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했다고 보는 시선을 피하기

는 어렵다. 이러한 보수적 성향은 연도별 월별 지원가구 수의 변화 추이

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년도가 비슷하게 연초에 

지원건수가 높다가 연중에는 낮아지는 반면, 10월 이후부터는 상대적으

로 지원건수가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계

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낮았던 점을 감안

해 보면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에의 노력을 통해 예산집행률을 높이고자 

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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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연도별 월별 지원가구 수 변화

(단위: 가구, %)

구분 2011 2012 2013

1월 3,210 8.7 2,942 9.4 3,830 8.7

2월 2,508 6.8 3,070 9.8 3,201 7.3

3월 3,135 8.5 2,261 7.2 3,021 6.9

4월 2,912 7.9 2,094 6.7 3,064 7.0

5월 2,892 7.8 2,372 7.6 3,141 7.1

6월 3,077 8.4 2,316 7.4 2,827 6.4

7월 3,128 8.5 2,430 7.8 4,186 9.5

8월 3,126 8.5 2,459 7.9 3,588 8.1

9월 2,869 7.8 2,571 8.2 3,769 8.6

10월 3,009 8.2 2,853 9.1 5,333 12.1

11월 3,436 9.3 3,027 9.7 4,560 10.3

12월 3,542 9.6 2,805 9.0 3,549 8.1

합계 36,844 100.0 31,200 100.0 44,069 100.0

주: 지원자의 유효값 기준임. 

자료: 여유진 등(2014)

4. 정책추진의 장애요소

과연 긴급복지지원은 기존 사회안전망에 대한 마지노선으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양극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그리고 미처 생각지 못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언론에 비춰

질 때면 여지없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존재 모적과 소극적 홍보에 대해 

많은 사회적 질타가 쏟아진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원대상 선정의 엄격성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넓은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위기상황 앞에서는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사

각지대를 긴급복지지원제도 조차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



제3장 사회 분야 국정과제 분석 103

성이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과거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는지, 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다. 지금 현재 당사자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지원 신청 당시에 빈곤위험계층 근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게만 지원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빈곤위험에의 예방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에 중위소득 정도의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당장 소득원이 상실되고 위기상황이 가중되어 생에의 의지를 스스로 부

정하게 되는 나약함 앞에서 과거 소득 수준은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둘째, 지원수준의 불충분성이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에서의 현금급

여기준은 4인가구 1,319,089원이다. 여기서 생계급여는 전체의 70%이

므로 923,362원이다. 긴급지원에 따른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80,800원으로 생계급여의 약 116%에 해당한다. 즉, 생계급여 수준

보다는 높으나 실제 위기탈출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생계급여와 위기상황에서

의 생계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위기사유로 별도의 집을 얻어 

모녀가 생활하는 경우 가재도구조차도 모두 새로 구입해야 한다. 평온한 

상태에서의 의식주 해결에의 최저한도가 위기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

다.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현물지원이 있기 때문에 현금

급여기준선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긴급지원대

상자는 그러한 현물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지출이 생계

지원금액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것은 고사하고 소요

비용조차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한편,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300만원이라는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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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이용 현실을 충분

히 고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입원했을 때 상급병

실을 쓸 가능성이 있고 광범위한 비급여진료 앞에서 의료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한정해서 받기도 어렵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부담으로 전가된

다면 위기탈출,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에의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본

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제2금융권 또는 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부

채만 늘어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집행체계의 문제이다. 계층간 격차는 커지고 사회안전망에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기 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이 

감당해야 하는 범위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요건 완화로 인해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군구별로 평균 약 1.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타 업

무와 겸임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5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1일 

1인 평균 담당건수는 1.28건에 달한다. 현장 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 적

정성 확인조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상정, 환수처리 등의 업무만으로도 

적지 않은 업무량을 맡고 있다(여유진 등, 2014). 그런 점을 감안하면 긴

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나가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기

발생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다. 2011년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사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언론보도 때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질타하지만 대상자 발굴에의 선제적 대응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덧붙여 환수조치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게 업무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물론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지원에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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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감안하여 애매한 지원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적절성에 시비가 붙었을 때이다. 이에 따라 환수조치를 

담당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후속처리업무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보수적으로 위기사유 등 대상자 선정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긴급지원이 절실한 자를 지원의 울타리에 품을 

수 없게 되는, 그 결과 생에의 의지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고 나아가서는 긴급지원 신청 무용론으로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아

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례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본래 취지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는 재정절감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분위기로 몰아가는 주된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가. 향후 추진방향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그러한 잔여적 성격 때문에 위기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떠한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 동 제

도는 제한적 의미밖에 지니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사유의 포괄성, 지원수준의 충분성, 집행체계의 탄력성, 사후

관리의 용이성을 근간으로 하여 재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운용

의 관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애매한 자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으로 인한 

낭비와 비합리성보다. 제도운용의 엄격함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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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생에의 의지를 포기하는 한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시각은 

제도 전반에 걸쳐 투영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가치를 실

현할 수 있는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단기 개선방안

긴급복지지원정책의 단기개선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판단기준

의 포괄성 수준 제고를 들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의 누수

현상을 애써 모른 체 하거나 긴급복지지원정책의 과도한 역할 수행을 주

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고 의료

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

어지기까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개념적 논리구조에 가로막혀 간과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오히려 현

실적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소득기준의 완화가 시급하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출범 당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제도시행 초기모델의 형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신영아, 2007). 기획재정부에서는 보수적 출발을, 보

건복지부에서는 제도시행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지원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에서 하위법령 마련에

까지 영향을 미쳐 보수적 결정을 하게 된 것을 감안할 때, 이제는 재정을 

절감하고자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목숨을 끊는 우울한 사회적 단면을 더 

이상 존치하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대상의 폭은 넓

혀놓고 실제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당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

직하다. 혹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나 민원인의 억지가 제

도의 선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기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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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지원 건수 확대로 생기는 예산낭비적 요소보다는 국민들이 갑

자기 겪어야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관심과 대응으로 한 생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생명의 가치가 낭비로 간주되는 부분 그 이

상의 효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은 지금보

다 대폭 상향조정하여 중하위층 전체가 지원대상의 개념적 범주에 포함

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 위기사유 등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집행예산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다소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된다면 긴급복

지지원제도가 ‘위기사유’에 집착하기 보다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두 번째는 지원수준의 합리화이다. 합리

화의 판단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기탈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생계지원 지급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의 생계급여 지급수준의 116% 정도 되지만 긴급복지지원은 일

시적이라는 점, 현물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소요로 적합한가라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등을 기준으로 해서는 위기극복에 충

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아니라 정부에 지원금을 신

청할만큼 자신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경우인 점을 감안,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300만원 상한선을 더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을 경우에는 실제 본

인부담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300만원에 맞추기 위

해 입원일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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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이용에 따른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

다. 즉, 당사자의 실제 비용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어려

움에 처해 있을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유진 등(2014)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간병인력,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원 초기의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일부 

부담분을 대신 지원해 주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흔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중앙정

부가 지침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시달하면 일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어져 

운신의 폭이 좁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넓게 보

장하면 세부기준 미비로 민원인들의 불만제기의 원인이 된다고 애로를 

호소한다. 그만큼 적정선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와 맥락에 맞는 정책 틀을 

제시하면 되고, 실제 위기사유의 범위, 지원요건 적합 자에 대한 실제 지

원필요여부, 소득재산의 세부적 사항 등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여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정책집행에의 무감각한 손

발이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현실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판

단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위기가구 발굴의 적극성이다. 최근 마을만들기 등 주민주도의 자

발적 공동체에서의 지역 및 지역주민 문제에 대한 민주적 논의와 해결방

안 모색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등 주민자치조직의 발전과 주민자치센터

의 사랑방 역할 모형을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발굴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작동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주력해야 하는 것은 실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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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 즉, 적정성 판단기준이 엄격했을 때에는 ‘신청해봐야 소

용없다’는 무기력이 주류였다면 기준완화 이후에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정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또 실제로 ‘정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급적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해 대응하려고 하는 적

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가지게 만든다면 위기가구 발

굴의 선제적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다. 장기 개선방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화된 위기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따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또 넓은 사각지대는 일상적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적 영역에 의존·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에 의존하는 빈곤대응, 건강보험에서의 넓은 비급여부문, 실업급여의 제

한성, 자영업부문에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은 불붙지 않은 화약고와 

같아서 촉발요인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위기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다. 이를 긴급복지지원이 전부 대신할 수 없고 또 대신해서도 

안 된다. 비일상의 일상화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엄습해 올 수 있다. 세계경제위기, 국가재

난에 준하는 각종 사고, 경제적 파산,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발

생 등이 그러하다. 그러한 때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러한 위기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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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당사자가 호소하는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는 자세와 시스템이 요구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전향적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

건복지부가 적어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담당부처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또 언제든지 하소연할 수 있는 기댈 언덕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감

안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위기라고 생각할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하게 되면 그것이 복지부 소관이건 아닌 건 간에 사례관리자의 마음과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언해 본다. 즉, 국민이 위기상황을 호소해 올 때 상

담결과에 따라 해당 각 부처에서 구비하고 있는 각종 지원과 대응하여 연

결해 주고 모니터링해 준다면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빠짐없이 찾아주고 연계시켜 준

다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

응전략과 맞물려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있는데 국민들은 제도의 존

재조차 모르고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 점증적인 홍보강화 방법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아예 전화할 수 있는 폭넓은 사유를 제시하고12) 상

담전화를 받아 교통정리하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홍보도 강화될 것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예산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

다.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해야 하는 일반사업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

면 편성예산의 부족을 우려하여 보수적 집행을 하다가 연말에 중앙정부

로부터 독촉을 받는 악순환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상

황 발생에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은 그 소임을 다

하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하지만 편성예산을 모두 집행해야 하는 것

12)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
고 아울러 긴급하게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 중에 타 부처 소관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야 한다. 즉, 위험관리에 대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와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 일부를 보건복지
부 직원으로 정원조정을 단행하든지, 파견을 받아서 총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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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넉넉한 예산편성을 통

해 사회경제 흐름의 변화,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실제 집행과정

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

는 점을 제언한다. 즉, 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은 왜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과 그 맥을 

같이한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들이 긴급복지지원 사례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는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개선에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하고 사회안전망 개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의 핵심 가치와 제도운용을 

끊임없이 변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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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1. 요약

⧠ 사회적경제정책의 목표·대상·수단

○  정책의 목표·대상·수단

－ 정책의 목표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를 제공,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성 확보, 선의의 자원

(자원봉사, 기부 등)을 취약계층 자립화와 연계하는 것임. 

－ 정책의 주요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임. 

－ 정책의 주요수단은 시장경제의 하위부문(마을기업, 자활

공동체,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의 경제부문(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을 조직화시켜 가는 것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슈

○ 법제정 목적과 주요논점

－  ①정책조율의 최고단위로서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광역단

위 위원회 신설, ②실행기관으로서 중앙에 사회적경제원 

신설과 광역단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 ③국가전체, 각 부

처,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시행계획-지역계획 작성, ④

발전기금, 공공조달,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민간자원 연

계, 교육훈련지원 등 각종 지원의 원칙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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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배경 및 논점: 경제양극화와 복지관료주의화의 위험

거의 모든 선진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유사하다. 심화되는 고령화와 

양극화이다. 경제성장 또한 둔화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일자

리를 찾지 못한다. 당연히 복지수요는 급증하나 정부예산은 턱없이 부족

하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교란요인

이 더해지면 정책담당자의 고민은 커진다. 일단 해결방법은 전통적인 케

인스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들은 

과감한 양적 완화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확실

하다. 유럽 재정위기는 그런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또한 경기

－ 그러나 여야 간에는 ①사회적경제의 범위(여〉야), ②사회

적경제위원회의 권한(여〈야), ③정부의 지원정도(여〈야), 

④사회적경제원 소속부처의 범위(여〈야)의 차이점 존재

○ 향후 법제정 기본방향

－ 전체적으로 여당안의 경우 기존의 개별법을 대체하지 않

은 범위에서 기존정책의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 야당 안은 

기존 개별법의 ‘개정’까지 포함한 폭넓은 권한과 지원을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경제조직들에게 부여함.

－ ‘기본법’ 제정의 최대목표는 기존정책의 조율에 있는 것임

을 재차 확인할 필요 있음. 또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범위는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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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가 완연하다. 그러나 1970년대 케인스 정책 실패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결국 재정적자, 물가상승, 정책의 관료주의화와 경직화로 귀결

되었던 경험이다.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

확하다. 첫째는 작지만 똑똑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복지행정의 

폭증 속에서 작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잘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국가의 실현인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성장동

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이라는 마중물이 아닌 중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정비이다. 이때 기존의 굴뚝산업 혹은 일부 첨단산

업만 가지고는 국민 대다수의 일자리 마련에 실패한다는 것도 과거의 경

험이다. 관건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참여도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있

다. 성장에서 소외받았던 지역 및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재조직하는 것, 

즉 새로운 내발적(內發的) 성장이 강조된다.

그러한 면에서 2014년 현재 한국 정부의 성장전략은 아직까지는 ‘창조

적’이지 않다. 박근혜정부 성장동력의 중요한 엔진은 바로 창조경제에 있

었다. 융합의 기술, 산업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고 그것으로 새로운 일자

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을 리드해 나갈 산업을 창출하는 것,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일부 첨단산업 육성만으로 5천만 인구의 안정

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성장 부문은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대기업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성장의 여파도 사회 곳곳으로 파급되어 가고 

있지도 않다.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참여도를 늘려갈 수 있

을까?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백수까지 포함한 전인(全人)경제의 새로

운 모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창조경제가 ‘창조적’이기 위해서

는 ‘산업’의 창조만이 아니라 ‘사회’의 창조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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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를 보수정부이라고 한다면 보수정부의 

공통된 아젠다(agenda)는 바로 ‘작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

된 보수정부는 ‘작은 정부’를 ‘큰 시장’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시대는 

보수정부의 아젠다 속에서도 단순히 ‘큰 시장’이 아니라 ‘큰 사회’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13) 

또 하나 한국에서 고민스러운 문제는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복지관료주의화’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복지가 시대적 화

두가 된 것은 분명하다. 2011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

한 논쟁의 초점은 바로 복지에 있었다. 세세한 의견 차이는 있을지라도 

복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은 보수, 진보 모두 인정한다. 그렇다면 복지국가

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논점은 ‘재원조달’과 관련된 것이다. 구매력 평가(PPP)로 계산

한다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인당 국

민소득은 한국이 3만 3,140달러로, 영국(3만 8,452달러), 프랑스(3만 

7,872달러), 일본(3만 6,449달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14). 그런데

도 복지격차는 아주 크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복지에 돈을 쓰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민도 복지를 위해 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SOCX)의 비율은 10.4%로서 OECD 평균 21.6%에 한참 못 미친다. 세

금과 사회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국민부담률)도 2013년 기준 

24.3%로서 OECD 평균 34.1%보다 한참 작다. 복지를 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다. 사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별반 징수하지 않는 곳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상당히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사회

13) 보수정부의 새로운 아젠다에 대해서는 김종걸, ｢한국판 ‘큰 사회론’을 위하여｣(�국민일
보� 경제시평, 2013년 6월 26일) 참조. 

14)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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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세가 필요하나 경기침체기에 함부로 꺼낼 

카드가 아닌 고충은 그런대로 충분히 이해한다.15)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만은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 

두 번째 논점은 한국 복지체계의 ‘관료주의화’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

수요의 급증에 따라 한국의 국가예산의 최대 부분은 이미 보건, 복지, 고

용 예산이 되어 버렸다(2014년 예산 대비 30%). 1980년의 10%, 2000

년의 19%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정부 내에서 복지지출 증가는 확연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형태의 성격이 드러난다. 만약 

한 나라의 복지체계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사업으

로 나누어본다면 한국은 과도하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사업에 경도되어 

있다.16) 이러한 성격이 필연적으로 복지의 ‘관료주의화’의 위험을 가져온

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부족한 재원 속에서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한다는 형

태로 거의 모든 복지를 구성시킬 수밖에 없었다. 간병․돌봄, 보육․육아, 보

건․의료,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세세히 구분하

15) 한국의 세금부담률이 낮으며 그것도 극히 간접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유종일 ․ 정
세은, ｢소득세 최고세율 50%로 부자증세를｣(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Issue Paper 제1

호, 2013년 9월) 참조. 한국복지지출의 관료주의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김종걸, ｢복
지, 관료체계부터 정비를｣(�국민일보� 경제시평, 2013년 5월 28일) 참조. 복지국가 건
설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종걸,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계간 

광장�, 2012년 신년호) 참조. 

16) 물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

민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나라에서 작동하는 각종 제도들은 그런대로 한국에
도 존재한다. 문제는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재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2013년 큰 논란이 되었던 기초연금의 증액,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등은 당연

히 보편적 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나 정부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다. 사실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복지관련 제도들이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예산은 턱없이 작다. 일종의 

복지제도의 잡탕(spaghetti bowl)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걸 외, �MB 정부 친서
민정책 성과 및 개선방안�(대통령실 연구과제, 2012년 11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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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사고체계는 부족한 복지예산

을 보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책이 너무나도 복잡

해지며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취약계층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

적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그것을 정확히 전달

하기 위한 거대한 관료체계의 유지와 행정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

다.17) 더욱 곤혹스러운 점은 복지가 강조될수록 거의 모든 부처가 엇비슷

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유사

한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누어져 서로 다

른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일자리 창출 예산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사회

적기업 예산도 2012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1,760억원이지만 보건복지

부의 자활사업(5,333억원),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2백억원) 등 유사한 

정책은 다른 부처에서도 실시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다문화정책 등 뒤

져보면 부처마다 유사한 정책 투성이다. 즉, 복지 전체가 ‘관료주의화’되

어 버린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중장기적으로

는 증세를 통한 복지예산의 확보가 그 첫 번째이다. 물론 대대적인 조세

저항, 거시경제적 충격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향후 정책기조가 감세가 아닌 증세라는 전제조

건 위에서 대대적인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있다. 현재의 복지전달체

계에 대한 개혁 없이 증세된 자금을 그대로 투입한다면 관료주의의 공고

17)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서
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低)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때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한경용어사전�) 이에 대한 정부예산(지방비 포함)은 2013년 말 현재 10조 1,608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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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이와 결합된 민간의 각종 부패만이 더욱 조장될 위험성이 있다. 노

인요양시설, 아동보육시설 등 정부위탁사업 혹은 보조금 의존사업 중에

서 불투명성과 부정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그렇

다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참여도를 늘리는 한편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인 것이다.

3.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효과 평가

  가. 일반론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그

러진 서민생활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안정화시키며, 한국인 모두의 ‘가

능성’을 최대한 확대시켜 가는 새로운 성장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충이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말단부

터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내발적 성장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가가 관료주

의화되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시장이 모든 사람들

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시장의 외각에 다양한 경제조직이 생겨난다. 우리는 그러한 조직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강한 미국에서는 ‘비영리(non-profit) 섹터’라는 용어가, 협동조합, 공제

조합 등이 발전되어 있는 유럽의 전통 속에서는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18) 

18) 사회적경제 개념과 관련된 논의는 後藤和子, �市民活動論�(有斐閣, 2005); 宮沢賢治 ․ 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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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설명들이 사용되어 왔다.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를 OECD에서는 “국가와 시장 사

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

들”이라고 정의한다. 이 속에는 협동조합, 공제회, 사회적기업, 비영리단

체, 일반 재단 및 사단법인 등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19) 이에 비해 유럽대

륙의 전통 속에서는 협동조합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도 좀 더 엄밀한 기

준을 설정하곤 했다. 가령 1990년, 벨기에의 와론 지역권 사회적경제심

의회(CWES)에서는, 사회적경제는 “주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는 회

사, 공제회, 자치조직(어소시에이션)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제활동”이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이윤이 아니라 조합 혹은 그 집단에의 서비스

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것, ② 관리의 자율성, ③ 민주적 의사결정, ④ 

이익을 자본이 아니라 인간과 노동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그 주

요한 구성요소로 규정한다. 1994년의 EC위원회의 ‘EC에서의 협동조합, 

공제조직, 어소시에이션, 재단을 위한 3개년 계획(1994-96)’에서는 “사

회적경제의 조직은 경제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들의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참가의 원칙(1인 1표 원칙)과 연대

의 원칙(구성원 간의 연대, 조직 간의 연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

에 입각해서 운영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조직의 특징으로서는 ① 자본

보다 인간을 우선하는 것, ② 훈련과 교육에 의한 인간발달을 중시하는 

것, ③ 자유의지에 의한 결합, ④ 민주적 운영, ⑤ 자율과 시민참여를 중시

하는 것 등이다.

다양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자 최근 EMES20)에서

口清史, �福祉社会と非営利 ․ 協同セクター: ヨーロッパの挑戦と日本の課題�(日本評論社, 
1999) 참조.

19) OECD(2007),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20) EMES는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in Europe의 프랑스어식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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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만이 아니라 내부의 거버넌스까지 포함

한 새로운 개념 규정을 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의 등장’이란 뜻의 프랑스

어 약자인 EMES는 원래 1996년 유럽연합(EU)의 지원에 의해 시작되었

던 연구 프로젝트 이름이었다. 이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최대의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EMES에서의 사회적기업(경제)의 정의는 

① 재화를 생산하고 용역을 판매하는 지속적인 활동, ② 높은 수준의 자율

성, ③ 상당 정도의 경제적 리스크, ④ 최소한 이상의 임금노동, ⑤ 공동체

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명시적인 목표, ⑥ 분담금액수와 비례하지 않는 의

사결정구조, ⑦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⑧ 제한적 이익분배, ⑨ 일반

시민 주도성이 그것이다. 이들의 논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회적경

제조직이란 바로 ‘하이브리드 조직’이라는 것이다. 사업에서 시민의 주도 

하에(⑨)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결합하며(⑤와 ①, ③, ④와의 

결합),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용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②, ⑥, ⑦). 또한 동원되는 자원도 영업수입

만이 아니라 정부보조금, 개인 및 기업 등의 기부금 등 다양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수익은 사적으로 유용되면 안 된다(⑧)는 것이다.21)

Defourny and Nyssens, “The EMES Approach of Social enterpris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Working 
Paper, no. 12/03(2012).

21) 이러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개진한 것은 藤井敦史 ․ 他, �戦う社会的企業�(勁草書房,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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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그러나 EMES의 기준처럼 사업에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결합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조직의 수익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는 조직이 한국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회적기

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한정될 것이다. EMES의 규정(⑧의 제한적 이익

배분)에 따른다면 한국에서의 일반 근로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등

의 다양한 자조(自助)적 경제조직은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주식회사 혹

은 임의단체 형식의 마을기업(행정자치부) 및 자활기업(보건복지부)의 범

주도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마을기업 혹은 자활기업도 현실적으로는 영

세한 자조조직에 불과한 것이다.

〔그림 3-1〕 정책대상으로서의 한국의 사회적경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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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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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사회적경제는 ‘학술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책적 대상’으로 규

정한다. 정책적으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정책의 목적·대상·수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의 주요목적은 ①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

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③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의 선의(善意)의 자

원(자원봉사, 기부 등)을 취약계층의 자립화와 연계하는 것이다. 정책의 

주요대상은 구체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 기초수급자, 차

상위계층을 염두에 둔다.22) 그리고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을 시장

경제의 하위부문(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의 경제

부문(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화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들 조

직들이 바로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된다. 취약계층의 자립지

원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 영역은 당연히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사업의 통합관리는 성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가령 사회적기업정책은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

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되며(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협동조합정책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는 ‘적극협조’(제6조)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제11조)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자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있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제9

조)하는 것이며,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급여 및 자활센터(제15조), 자활기

22) 물론 현실에 존재하는 각종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 관련 사회적기업, 새로운 기술을 이
용한 혁신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대기업화 가능성 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전 세계에서 작동하는 거의 모든 사회적기업,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논의되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목적은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재조직화하며 이들에
게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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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지원(제18조) 등도 규정한다. 마을기업도 행정자치부의 정책사

업명으로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마을

기업 지원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 다 취약계층의 자립지원과 사회

서비스 확충이 주요한 정책목표로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가 자활 프로그램(자활훈련,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자활기업

(자활참여자의 공동창업)으로 발전하고, 그것의 일부가 행정자치부의 마

을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경

로이다. 또한 안정된 경영체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법인격을 획득하고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간접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따져

보면 그 성장경로를 설계하고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체계를 구비해 

나갈 정책의 통합관리, 조율기능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은 그 비영리적 속성(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복지법인) 때문에 사회의 각종 우호자원을 조직화하기가 수월하

다는 점도 중요한 초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600개 기업(응답수 

222개)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동안 총 3조 1,241억원의 

사회공헌(CSR)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된다.23) 기업, 노조, 종교단체, 

봉사단체, 학교 등의 각종의 자원봉사인력과 사회공헌자금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가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된다. 

  다. 사회적경제의 효과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내발적 성장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적어도 필자는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협동조합의 최대 장점은 민주적인 내부통제와 협동조합 간 협동의 

23)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기업 ․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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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에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축인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라는 장점 때문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선의의 자원을 결합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협동조합에서 1원=1표 원칙이 아닌, 1인=1표 원칙의 고수는 자본의 

수익증대를 위해 노동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적 경영을 지양한

다. 협동조합의 제6원칙(협동조합 간 협동)과 제7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은 승자독식과 지역사회의 공동화를 막아가기도 한다. 스페인의 빌

바오(Bilbao), 이탈리아의 트렌티노(Trentino), 캐나다의 퀘벡(Québec) 

등 협동조합이 발전한 곳이 모두 높은 소득수준과 생활안정을 향유하고 

있다는 현실은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도 한

다.24) 이러한 협동조합의 사회통합기능에 착목해서 UN에서는 2012년

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던 것이다.25)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애초부터 이윤극대화를 단일원리로 움

직이는 자본주의적 기업활동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비영리원칙(배

24) 2012년 3월 15-16일 베니스에서 개최된 국제협동조합연맹 국제 심포지엄에서 협동조
합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 대회조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최종결론

을 내린 바 있었다. ① 협동조합과 일반기업과의 제도 간 경쟁을 통한 시장실패의 보정. 
② 경제적 안정성의 제고. 특히 금융, 농업과 같이 미래 예측 가능성이 적고 불안정한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③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이 낮아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의 제공. 즉 의료, 교육, 간병 등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협동조합 간 협
동, 협동조합원들의 기부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의해서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실행
되는 경우가 많다. ④ 장기적 시야에 따른 경영. 협동조합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내부에 

유보시키며 이것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자산으로서 활용된다. ⑤ 공정
한 분배를 통한 경제안정화. 협동조합은 원리상 임금과 고용의 증대에 복무하는 경향이 
강하다. ⑥ 사회자본의 확충. 활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지역 사회적자본의 형성에 기여한다. ⑦ 고용과 소득창출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한편, 영국에서는 2011년 수상 직속으로 
협동경제 TF(The Mutual Taskforce)를 만들고 협동경제의 장점에 대해 연구를 진행

했다. 결론은 ① 다른 형태의 기업들보다 결근율과 이직률이 낮고, ② 높은 생산성과 평
균임금, 고객만족도를 보이며, ③ 불황기에 더욱 강하며 혁신적이라는 특징을 추출한다. 
Carlo Borzaga and Giulia Galera, Conference Report: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Cooperatives for a Better World(2012년 3월 15-16일); 
Mutual Taskforce, Our Mutual Friends; Making the Case for Public Service 
Mutuals(Cabinet Office, UK, 2012).

25) 유엔의 2009년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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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제한)에 입각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기업활동은 영업수익 이

외에 사회의 자발적인 선의의 자원들과 결합하기 쉽게 한다. 복지에 있어

서 기업, 종교, 학교, 일반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윤리적 소비와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의 각종 선의의 자원을 동원하는 

중요한 통로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 붐이라고 일컬어질 정

도로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퍼드 등)에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자금이 점점 더 사회

적기업을 통해 고유의 목적을 실현시키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기업이 점

차 한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많

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적경제단위들이 동일업종의 일반 영리기업보다 

고용, 복지, 서비스 질 차원에서우수하다는 사례는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늘푸른돌봄센터(현 사회적협동조

합 도우누리)는 재가요양보호, 산후도우미,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현재는 서울시립 중랑노인전

문요양원도 위탁관리(2013년 9월) 하고 있다(2014년 1월 현재 직원수는 

돌봄서비스 138명, 요양원 102명). 돌봄서비스의 경우 일자리의 질도 동

일업종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우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무기계약 형태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근속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파트타

임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늘푸른돌봄센

터는 돌봄서비스 영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이직률(연간 30-40% 대)

을 7-8% 대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26)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26) 2012년 1월 기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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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효된 이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2013년 4월 1일, 보건복

지부 인가 1호)로 전환하게 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성장과정은 한국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

과정의 귀감을 보여준다. 2001년 서울 광진구를 중심으로 광진주민연대

라는 시민단체가 설립되고, 2008년에는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자

활공동체(늘푸른돌봄센터)가 설립된다.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사회

적기업으로 인증받고 협동조합기본법 이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2013년)

으로서의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민조직이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환되며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의 담당자로 커 나갔

던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들이 매년 점검하고 있는 자신

들의 성과지표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8개 성과목표와 21개 

세부점검목록), 바른 돌봄서비스 공급(5개 성과목표와 14개 세부점검목

록), 돌봄서비스 공익성 확대(5개 성과목표와 12개 세부점검목록), 지역

사회 복지활동 강화(3개 성과목표와 8개 세부점검목록)로 활동의 목적을 

정하고 평가과정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복지의 담당주체로서의 자기 책

무에 충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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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핵심성과목표

활동목적 핵심성과목표 활동내용

1.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1.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2개 세부내용

2. 직원보상체계 확대 3개 세부내용

3. 직원의사결정 참여보장 3개 세부내용

4. 직원건강증진 3개 세부내용

5. 교육훈련체계화 3개 세부내용

6. 균등한 업무능력 향상 2개 세부내용

7. 직원리더십 향상 4개 세부내용

8. 신규사업, 새로운 도전 2개 세부내용

2. 
바른 돌봄서비스 공급

9. 돌봄사회서비스 품질관리 2개 세부내용

10. 친절/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개 세부내용

11. 직원 및 고객관리 전산화 2개 세부내용

12. 고객관리 체계화 3개 세부내용

13. 직원교육 실시 5개 세부내용

3. 
돌봄서비스
공익성 확대

14. 지속적인 사회공헌 3개 세부내용

15. 중장기 지역사회전략 관리 3개 세부내용

16. 홈페이지 활성화 2개 세부내용

17.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2개 세부내용

18. 공익활동을 통한 이용자 확대 2개 세부내용

4. 
지역사회 

복지활동 강화

19. 지역복지사업 수행 4개 세부내용

20. 지역 내 소모임 활성화 2개 세부내용

21. 민간 및 공공자원 발굴 2개 세부내용

4개 활동목적 21개 핵심성과목표 57개 세부내용

자료: 늘푸른돌봄센터, �2012년 제5기 활동평가와 결산보고서�.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는 많다. ①영세상인의 경영안정성 확보

를 위한 사업자협동조합(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울산서점협동조합), ②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자협동조합(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 ③사회서비스 제공형 협동조합(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영림중사회적협동조합), ④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에이스푸드, 다솜

이재단), ⑤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추억을 파는 극장, 한국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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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진흥원), ⑥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기업(이장, 새벽), ⑦문화, 환경 

사회적기업(동춘서커스, 컴윈), ⑧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문제 해결을 결

합한 소셜벤처(Big Walk, 터치포굿, 콘삭스, 시지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움직임은 한국의 경제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3-7〉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

유 형 성 격 기업명

협동조합

경영안정형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이풀약초협동조합, 서구맛빵협동조

합, 완주한우협동조합, 울산서점협동조합

고용안정형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제공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보건복지), 영림중사회적협동

조합(친환경매점), 농산어촌섬마을협동조합(도농교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에이스푸드(고령자, 장애인 고용), 다솜이재단(경력단절여성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추억을 파는 극장(소외계층 대상 저가영화 상영), 한국아이

티복지진흥원(취약계층 IT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이장(귀농귀촌 지원), 새벽(친환경농업)

문화, 환경 동춘서커스(문화), 컴윈(컴퓨터 리사이클링)

청년
소셜벤처

Big Walk(친환경기부 프로젝트), 터치포굿(폐현수막 재활용), 콘삭스(친환경

양말 제작과 국제원조), 시지온(악풀 제거)

자료: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발대식 자료집(기재부, 고용부 발표자료)�(2014년 1월 22

일)의 일부를 가공.

4. 사회적경제의 정책과제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관건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며, 민간

의 우호자원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갈 사

람을 키우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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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전 설정과 정책담당체계의 재정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 미소금융 등 개별적으로는 좋은 정책체계

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이 국정의 ‘브랜드’로서 기능하지 않는 

현실은 곤란하다. 개별정책을 사회적경제정책이라는 형태로 패키지화하

고 정책의 메시지를 명확히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

러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아마도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의 보수당 정부일 것이다. 2010년 5월 총선거에서 승

리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정부, 그리고 민간의 시민사회

조직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바로 더 건강한 사회를 만

드는 것이다. 큰 사회(Big Society) 정책은 이들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정부의 엘리트들로부터 길거리의 일반인들에게 가

장 크고 획기적인 권력의 이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27) 즉 전통적인 보

수당 정책이었던 ‘시장’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시민사회)’의 확대에 의한 

정부 기능의 축소로 그 정책적 주안점이 변화했던 것이다.28) 이것은 비단 

영국만의 사례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코틀랜드 정부 

또한 척박한 산촌과 어촌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명한 정책적 비

27) 캐머런 총리의 2010년 5월 18일 연설문. Cabinet Office, Supporting a Stronger 
Civil Society(London, 2010). 정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김종걸, ｢한국판 ‘큰 
사회론’을 위하여｣(�국민일보� 경제시평, 2013년 6월 26일) 참조.

28) 1980년대의 대처리즘(제2의 길)과 기존의 사민주의의 평등지향성(제1의 길)을 극복하려
는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정책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융합시키려 했던 좌파의 우파

적 전향이라고 한다면, 데이비드 캐머런의 ‘큰 사회(Big Society)’론은 이전의 보수당 
정부의 정책이었던 규제완화, 감세를 중심으로 한 ‘큰 시장(Big Market)’론에 대한, 우
파의 좌파적 전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약관 39세에 보수당 당수가 되고 45세에 자유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의 수반이 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단순한 ‘작은 정부론’을 거부하고, 
큰 사회로 권력과 책임과 정책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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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내세우고 있으며, 트렌티노 정부도 협동조합의 발전이 이 지역 발전

에 필수불가결함을 누차 강조한다.

〈표 3-8〉 영국 내각부의 OCS1)의 조직

1. 책임자

2. 부책임자

3. 공공정책팀(이하 팀장 밑의 조직)

   - 지역정책 담당

   - 중앙정부계약 담당

   - 다중장애자문제 담당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담당

- 공공서비스 개혁 당담

4. 큰 사회정책팀 

   - 전략적 분석 담당

   - 정책조율 담당

- 전략적 정책 담당

- 책임자 비서팀

5. 사회투자와 사회적기업팀

   - 빅소사이어티뱅크 담당

   - 프로젝트 매니저

- 사회투자 담당

- 사회적기업/사회적가치 담당

7. 사회적행동팀

   - 자원봉사 담당

   - 청년자원봉사 담당

- 시민서비스 담당

- 지역행동(Community Action) 담당 

주: 1)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 OCS)
자료: 영국 내각부 자료. 

둘째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직접지원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욕(self- help)을 

잘 조직하는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정부의 지원 및 개입은 사

람들의 자조능력을 상실시킨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원칙 중 

‘자치와 자립’이 강조되는 것도 사실은 오래된 논쟁의 결과였다. 한때 협

동조합에 대한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후진국을 개발하려던 UN의 노력은 

거의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제3장 사회 분야 국정과제 분석 131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역차별을 없애는 것, 그리고 교육 및 경영지원과 같

은 간접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

다.29)

〈표 3-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부처 간 협력사항

사업
담당부처

주요과제 협의대상 부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자생력 강화(판로개척 지원, 자금 및 

투자 지원, 공공구매, 지원금제도 개선의 

총 15개 세부과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조달청, 지자체, 각 부처

맞춤형 지원체계(컨설팅 효율화, 지원기

관역량 강화,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후관

리 지원의 총 20개 세부과제)

안행부, 외교부, 지자체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역할 

확대, 성공모델 확산, 책임성 강화, 공감

대 확산의 총 13개 세부과제)

교육부, 지자체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지원 확산, 인적자원연계 강

화, 교류활성화의 총 13개 세부과제)

안행부,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각 부처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시장진입(공정한 경쟁여건, 사회서비스전

달체계 효율화의 총 14개 세부과제)

중기청, 조달청, 공정위,

안행부, 고용부, 복지부,

법무부, 지자체, 공공기관

자금조달(정책자금 활용, 금융자원 

활용의 총 13개 세부과제) 

고용부, 금융위, 중기청,

농림부, 안행부, 각 부처

인적자본(교육확대 및 대국민 

교육홍보의 총 17개 세부과제)

안행부, 농식품부, 중기청, 

교육부, 지자체

연대협력(정보인프라, 중간지원기관,

국내외 네트워크의 20개 세부과제)
법무부, 각 부처, 지자체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2012); 관계부처 합동,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2013). 

29) 이에 대해서는 Hans Munkner, Co-operation as a Remedy in Times of Crisis 

(Institute for Cooperative Research at the Philipps-University of Marburg, 
2012), 제5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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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간접지원’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영역(협

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

하다. 영국 정부에서 큰 사회를 주창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지원을 확

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조조정을 촉

진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30) 한국의 경우 재정적자의 압박이 심

한 영국과는 사정이 다를 것이나, 적어도 사회적경제 영역을 강화시켜 나

가는 데 있어서 향후 투명성을 제고(모든 회계자료의 공시 등)시켜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비전의 제시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책의 담당부서를 어딘가에 

통합시켜 가는 노력이다. 영국의 경우 총리 직속의 시민사회청(OCS)에서 

관련된 정책을 조율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처

는 사방에 산재되어 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만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자치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

품부) 등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쪼개져 있으며, 자활(보건복지부), 협동

조합(기재부, 행자부, 금융위, 농림부 등) 모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관련정책이 통합된 원칙과 전달체계를 정비하

지 못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네트워크 자원을 분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복지정책의 전달체계가 각 부처로 쪼개져 최악의 경우, 각 부처 간 사

업이 중앙부처의 담당 국․실․과, 지방정부의 담당 국․실․과로 나누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지원조직까지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비효율성이다. 정부지원을 전제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사

회의 기존 네트워크 구조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조직으로 분단되어 버

30)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노력으로 그동안 제3섹터에 대한 보
조금조차도 삭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면에서 제3섹터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제
3섹터를 단순히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섹터의 경영을 합리화하며, 이들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ACEVO, Cuts to the Third Sector: 

What can we learn from Transition Fund applications?(London,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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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결국 사회적경제 영역의 발전 가능성의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 된다

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 간 정책조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3천 개 

육성을 목적으로 책정된 61개 세부과제 중 19개는 타 부처 혹은 지자체

와의 업무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2013년 12월)에서 발표한 총 64개 세부과제 

중 23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사

업, 비영리단체 관련사업이 부처로 통합되든, 아니면 청와대의 조율과정 

속에서 통합되든 간에 전체적인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담당체는 필수적

이다. 

  나. 복지 및 일자리사업 주체로 활용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 및 재정일자리

사업의 담당주체로서 적극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개혁(public service reform), 스코틀랜드 정부의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의 활용 등은 좋은 모범이 된다. 한국에서도 정부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사업 속에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할 여지는 

많다. 가령 2011년 2월 발간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자료’에는 

총 22개의 중앙부처 및 부처 소속 청에서 시행 중인 169개의 사업이 수

록되어 있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민

간에 위탁하여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고용

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을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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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부의 재정일자리사업의 모두가 사회

적경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정부 

직접고용형태 혹은 정책전달체계가 더욱 효과적일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

템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방

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정부업무의 비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혹은 

행정부처의 업무적 통합성이 더욱 필요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국민연금상담요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등). 그러나 이상의 상황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거나 앞으로 활동 가능한 영역에는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적극적인 

문호 개방, 성공모델의 전파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1년 재정

일자리사업 총 2조 7,069억원(71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31)에 의

하면, 39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방식

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먼저 파악하고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

서는 담당부처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성공모델을 전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31) 김종걸 등(2011). 재정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연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프로젝
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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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재정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연계 가능성

부처명 사업수
2011년 예산

(억원)
사회적기업 

연계 가능 사업수

보건복지부 18개 사업 11,295 12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6개 사업 5,403 4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2개 사업 758 3개 사업

환경부 4개 사업 316 4개 사업

산림청 4개 사업 3,614 4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6개 사업 1,148 2개 사업

문화재청 5개 사업 216 3개 사업

여성가족부 9개 사업 1,314 4개 사업

행정자치부 7개 사업 3,005 3개 사업

총계 71개 사업 27,069 39개 사업

자료 : 김종걸 등(2011), �중앙부처 재정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의 사회적기업 연계방안�

  다. 민간 우호자원의 조직화

하나 고심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지원이 기업으로서의 자생력 획득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회적경제의 각 영역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생력

을 잃어버린 채 정부기구의 기생조직으로 변화되어 버린다. 협동조합이

든 사회적기업이든, 기본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이며, 케

인스의 용어를 빌린다면 야수적 본능(animal spirits)을 가진 기업가가 

필요하다. 기업가가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내발적 성장의 계기로도 기능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

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각종 우호적인 자원들이 

사회적경제라는 활동공간에서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밀한 네

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사회적경제의 각 영역은 서로 도와주며 자생적으

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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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선진지역의 특징은 지역 내에서 동원 가능한 다양한 자원

이 서로 조밀히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렌티노 협동조합연합체는 

536개의 산하조직(협동조합 515개, 다른 조직 21개)을 가진 거대조직으

로서 25만 5천 명의 조합원, 그리고 181명의 상근자를 가지고 있다. 협

동조합 간 협동(제6원칙)과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제7원칙)은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서 구현된다. 개별 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 중 

30%는 연합체로 납부되며, 이 자금은 협동조합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

된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전체 예금액의 97%가 지역사회에 다시 재

투자(대출)된다. 지역의 인원과 자금과 지식이 지역 내에서 서로 연계되

며 상호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다. 가령 

2012년 3월 28일 스코틀랜드의 최대도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행사장은 200파운드 가까운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

가인원은 1,200명이었으며, 회의장 바깥에 마련된 부스에는 사회적기업

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자선단체, 지역대학 등이 서로 어우러진 거대한 

토론장이었다.33) 스코틀랜드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한 은행(unity trust 

bank)은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에도 동등하게 지원을 한다. 상

호 우호적인 자원들이 끊임없이 서로 결합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중추세력인 협동조합, 사회적기

업, 비영리단체의 내부 혹은 상호간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발전되고 있다는 원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적 실력은 너무나도 열악

하다. 사회적경제의 중추영역의 실력이 아직 너무 약하다면 사회적경제 

32) 경제학에서 말하는 마셜의 외부효과(Marshall’s external economies), ‘조직화된 시장
의 경제합리성’ 등과 같은 논리는, 결국 우호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었을 때 개
별기업의 경쟁력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33) Social Enterprise Exchange in Glasgow(201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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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외곽에 있는 우호세력을 재조직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영국

의 경우 2005년 기준 16만 6천 개에 달하는 각종의 자선단체, 그리고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와 같은 대기업 연합조직 등이 사회

적기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을 준다. 한국에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의 우군들이 존재해야 한다. 가령 

교회 또는 사찰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떡 등을 윤리적 소비의 형태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다면 그 파급력은 무척 커진다. 학교, 공공기

관에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각 섹터가 사회적경

제 영역이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윤리적 소비와 투자

의 보호막을 형성시켜 갈 때 사회적경제 영역은 한국사회 속에 굳건히 자

리 잡게 되는 것이다.34) 

  라. 사회적경제운동가(기업가)의 양성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문제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가 가지는 최고의 효과는 바로 과도하게 편향된 한국사회의 시장만능주

의, 배금주의적 사고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줄 수 있

다는 점이다. 시장주의의 원조, 애덤 스미스(A. Smith)의 세계에서는 개

개인이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self-love)이 바로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시켜 가는 것이었다. 또한 그러한 이기심이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

으로 귀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개개인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스

미스의 용어에서는 impartial spectator)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한국사회는 양심보다는 사익만이 비대해져 버린 사회로 변화되어 왔

34) 이를 위해서는 2011년 12월에 결성된 ‘사회적기업육성 민관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을 

사회적경제라는 틀에서 다시 확대 개편하여 윤리적 소비와 투자의 동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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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는 발전의 원리를 다르게 한다. 

사적 이윤동기를 배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기업활동을 한다

는 측면에서 선하며, 시장 속에서 재화를 구매,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기

업이며, 그리고 기존의 영리기업보다 종업원 복리후생, 제품 서비스의 질 

양쪽 차원에서 더욱 좋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한 목

적 때문에 일반기업은 동원할 수 없는 윤리적 소비와 투자의 자원들을 동

원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발전원리 또한 일반기업과는 전혀 다르다. 구성원들의 자

발적인 연대의 힘이 바로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 한 줌의 주주

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 

이상과 같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기업활동과는 

전혀 다른 구성원리에 의해 운영되며, 한 사회 속에 나눔과 연대의 새로

운 가치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사람들 속

에 있는 선한 의지를 조직하고 그것을 사업이라는 형태로 이끌어갈 수 있

는 능력은 운동가의 능력만이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자질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

문이다. 앞서 사례로 이야기한 트렌티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맹률

이 이탈리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낙후된 지역이었다. 스코틀랜드도 에

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무대가 될 만큼 황량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 면에서도 그리고 생활의 질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뽑힌다. 결국 사람인 것이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노력을 

조직할 수 있는 선구적인 운동가들의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을 세대간에 

계승시켜 가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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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리더십 하에서 조직 내부, 

외부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유능한 사회적 기

업가, 협동조합운동가들이 필요한 이유이다.35) 

  마. 수출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원조모델로서 수출가능한 모델이다. 

사회적경제방식의 유용성이 강조되는 지금, 앞으로 기존의 개발경험공

유사업(KSP 사업), 개발원조사업(ODA, EDCF 사업), 청년해외취업사업

(KMOVE) 등도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이후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예산은 양적인 측면에서 크

게 늘었다. 200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하고 2015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0.25%까

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한 국제개발기본법도 제정했

다. 그러나 문제는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2011년)에 따르면 우

리나라 대외원조는 총 1,073개 사업(10억 5,405만 달러)이 32개 정부기

관에서 실시된다. 그런데도 부처 간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의 남발, 유․무

상 지원체계의 분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형식화 등 문제점은 많이 지

적된다. 현지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능력향상에도 이어지

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다. 이제 사회적경제영역을 대외원조수행의 중요

한 돌파구로 삼아야한다.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현지의 사회적경제조

직과 연계시킴으로서 대외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36) 가령 

35) 외국의 사회적경제기업가의 양성과정(버클리(U. C. Berkeley), 스탠퍼드, 옥스퍼드 대학 

등)에 대해서는 김종걸 등,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활성화 선진사례 연구�(기획재정부 연
구프로젝트 보고서, 2012)에 자세히 조사되고 있다. 

36) 개발원조에 있어서 ①예산 및 사업의 통합관리, ②현지주민의 참여라는 두 가지 조건은 
국제적으로도 강조되는 것이다. 현재 국제연합(UN) 안에서 각기 따로 실시되던 대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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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간, 시민단체, 학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사회적협동

조합’을 설립하고 지원대상국에도 ‘지역개발 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여 

양자간 협력에 의한 ODA 사업의 수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 속

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며 그러한 훈련과정을 통해 공정무역, 공정

여행 등의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

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필리핀은 우리의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을 벤치마킹한 새로

운 법률을 제정했다.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트렌티노, 캐나다 퀘벡 

모델을 현지에 맞게 재조정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정책과 운동경험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의 수출과정을 통해 우

리 사회적경제 운동의 경험과 지평을 확대시켜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정책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과 여야 쟁점

  가. 정책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지금 한국의 중요한 과제는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

다. 기존의 굴뚝산업, 일부 첨단산업만을 가지고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조는 유엔개발계획(UNDP) 중심으로 통합·조율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은행

이 빈곤삭감전략문서(PRSP)와 이를 위한 중기재정계획(MTEF) 작성을 원조대상국에게 
의무화 한다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교육, 위생 등 
각 사업별로 원조사업을 통합시켜 가는 것(SWAp) 또한 원조의 효과성을 늘리기 위함이

었다. 한편 현지주민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 즉 원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주체로서 현지주민을 조직화하는 것도 많이 강조된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2000년 처음으로 현지주민의 

참여(ownership)와 능력증진(empowerment)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된 것도 같은 맥
락이다. 자세히는 斎藤文彦, �国際開発論�(日本評論社,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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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관건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참여도를 늘리

는 것이며 성장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및 사람들을 재조직화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양극화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내발적 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단기적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쉽지 않다면 복지의 관료주의화를 막아갈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속에 

시민사회의 힘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

지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는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 된

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성공하는 정책은 정책의 목표, 대상,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

게 부처별 사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

하여 이 모든 것을 알기 쉬운 메시지로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명확한 국민 아젠다로 만드는 작업도 부족했으며 

정책의 통합과 조율도 미흡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사업 등 많은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있다. 그

러나 개별적으로 움직이며 거의 붙어 있는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

요일)과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은 따로 기념된다. 각 사업별로 시장

지원, 금융지원, 네트워크, 교육계획도 따로 세운다. 자활기업(보건복지

부)이 마을기업(행정자치부)으로, 그리고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로 성장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나 조율할 수 있는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활기업이 마을기업 지원을 받은 후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다면 매년 사업보고서 및 경영공시를 각기 다른 형태로 보건복지

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도한 사무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칸막이가 사회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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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계의 칸막이로 전이되며 결국 자발적인 운동의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이쪽 영역이 정부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둘째로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의 성과가 미흡하다. 정책의 기획의도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사회적경제 정책이 실시된 이유

는 10조 원의 사회서비스예산, 11조 원의 재정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와 재정일자리사업 예산의 일정 

부분이 사회적경제영역의 발전에 연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

다. 고용노동부의 1,500억원 예산 범위내로 스스로를 축소시켜 버렸던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이럴진대 이제 막 태동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강고한 칸

막이가 부처간 정책조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우호세력의 확대에도 그리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사회적경제

는 한국사회에서 시장경제의 하위부문(마을기업, 자활기업, 일반협동조

합)과 비영리의 경제부문(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해한다. 정

부자원을 별도로 친다면 자발적인 선의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

다. 기업, 종교, 학교, 일반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윤리적 소비와 투자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열악하다. 사회적자본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일컬어진다. 자신의 자금과 노동력을 무상으

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신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다음의 5가지 구

성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관련된 정책을 기획, 정비하는 조직이다. 

정책의 거버넌스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회적

경제 관련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단지 조율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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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로 든다면 총리 직속의 시민사회청(OC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

직이 필요하다. 혹은 프랑스 올랑드 정부와 같이 새로운 부처(ministry 

of coalition and social economy)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독립된 위원회로 갈지, 청와대 혹은 총리실 조직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 또는 신설부처의 사업으로 갈지, 정리된 바는 없다. 단지 논

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에 온 것은 분명하다. 

둘째는 사회적금융의 정비이다. 새롭게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중

소기업지원자금, 각종 정책펀드, 휴면예금, 미소금융, 복권기금, 자활기

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보증기금, 기업의 사회공헌(CSR) 등 재원

은 충분하다. 문제는 사회적경제계에 그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 각각의 자금들이 사회적경제계로 연결되는 통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의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일반기업과는 다른 설립목적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성과지표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기업의 재

무제표, 손익계산서 방식과는 다른 사회적경제계에 적합한 사회적회계방

식의 재정비(사회적가치 창출을 반영한 대출 및 투자 매뉴얼, 기업회계방

식의 변경)와 이에 입각한 금융중계기능의 회복이 시급하다. 

셋째는 사회적 조달의 확대이다. 104조원(2012년)에 달하는 공공구

매, 공공위탁 시장에 사회적경제영역을 안착시키는 것이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조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는 투명성의 제고이다. 특히 제3섹터의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증대

되어야만 한다. 사회적경제는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이며 정부자원과 민

간자원이 잘 결합해서 성공하는 곳이다.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민간기부

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투명성 제고는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사회적경제인의 양성이다. 결국 사람이다. 어려움을 딛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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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사람들의 노력을 조직할 수 있는 선구적인 활동가들의 집단, 그리

고 그 집단을 세대 간에 계승시켜 가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아주 

선진적이며 지원예산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아직 실체가 따라가지 못하

는 이유는 제도 간 충돌을 방치한 채 부처 간 칸막이를 깨지 못했기 때문

이다. 또한 사회적 선의를 조직화해 나갈 투명성 조항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영역의 거버넌스와 금융, 

조달, 투명성, 인력양성체계를 규정하고 그것을 알기 쉽게 국민에게 설명

하기 위한 비전(vision)을 제시해야 한다. 당연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역레벨에서 통합하고, 관련된 금

융기능을 사회적 회계 방식에 따라서 배분해야 하며, 사회적 조달을 사회

적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획기적

으로 증대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현장과 정책단위에서 이 모든 것을 추진

해 나갈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여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쟁점

2014년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민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와에 직결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순차적으로 발의한 모습은 이 시대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전체적인 법의 논리는 여야 모두 비슷하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

비스의 제공,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필

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자율적인 통합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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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든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를 위해 정책조율의 최고단위로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며, 간사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는 것(야당안은 사무

국-기재부 구조), 마찬가지로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게 한 

것, 실행기관으로서 중앙에 사회적경제원을 기존의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며, 지역단위의 지원을 담당할 통합지원

센터를 지정하게 하는 것 등은 그 동안 분산되어 있던 정책의 입안·실행·

평가과정을 수미일관하게 논리화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규정했다는 점

도 법제정의 중요한 목적이다. 국가차원에서 5년(혹은 4년) 단위의 사회

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입각해 각 부처는 매년 시행

계획을 만드는 것, 지역단위에서도 국가의 계획과 조율되는 방식으로 지

역계획을 만드는 것,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공공

조달,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민간자원 연계, 교육훈련지원,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개별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종간 연합회 구성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거의 모든 수단들을 종합시켰다는 점에서도 의

미가 크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

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만 제시한다.

첫째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거의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어

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규정을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하는가 아니면 현행의 정책 및 법률을 기준

으로 규정하는가는 상당히 다르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본다면, 스페인

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가치규정을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반

면에 프랑스의 연대사회경제법에서는 가치규정이 아주 단순하다. 구성원

과 사회의 이익공유, 민주적 의사결정, 이익의 고유목적 사용 등 3개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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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상호보험, 기부단체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

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3당의 법안은 이 양자를 다 충족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법안에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2조

1항)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투명운영, 민주적 의

사결정, 이윤이 구성원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 그

리고 상호간의 협력 등이 기본원칙(3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을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농어촌공

동체회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pos-

itive list 방식으로 정리한다(2조3항). ‘가치규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상

당히 유효한 것으로서 평가 받아도 된다. 

차이점은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관련된 것에서 나타난다. 여야 모두 협

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통

적이다. 그러나 여당안은 여기에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법인, 협동조합의 금융부문, 장애인사업장 등 사회적경제를 아주 넓게 정

의한 특징이 있다. 반대로 야당안은 이상의 조직들은 사회적경제의 범위

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애초의 목적에서 비추어서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각각의 조직이 가지는 고유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전체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규정하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은 8개 

개별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규율되며 지원체계도 정비되

어 있다. 따라서 개별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 요구되

는 것은 각 제도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그 조율하는 법적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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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하자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

라고 정의한다. 이 안에는 협동조합, 공제회,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일

반 재단 및 사단법인 등을 모두 포괄한다. 즉 전통적인 시장과 국가 사이

의 다양한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넓

게 사회적경제 영역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입법사례에서도 

이러한 정신은 공통된다. 그렇다면 농·수·축산협,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시설까지 포함해 굳이 그 포괄대상을 좁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이다. 먼저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이다. 10여개에 달하는 외국의 사회적경제법의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법이 유일하다.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 이 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역할

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점이다. 

여당안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권한 정도를 아주 크게 잡고 

있지는 않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역할은 큰 틀에서의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곳 정도의 위치이다. 정확히 말하면 정책의 입안과 감독을 위한 

논의기구이지 강력한 최고의 의사결정과 감독기관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권한의 범위, 내

용 모두 상당히 넓으며 구체적이다. 18개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권한

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전략”부터 타

법과의 연계(국가균형발전법), 개별부처의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통합, 

사회적경제원의 점검·평가·개선사항까지 다 망라하고 있다(15조2항). 당

연히 상임위원, 직할 사무국, 전문위원, 실무위원회 등 조직이 커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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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17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최대 목적은 국가가 사회적경제가 중요하다는 점

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각종 개별법을 조율하는데 있다. 너

무 강력한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는 개별부처의 자율성과 의욕을 잃게 만

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법안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소위 간사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이다. 대부분 법

안에서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정책의 담당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4가지의 원칙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담당

주체의 힘이다. 둘째는 조직으로서의 지속성이다. 셋째는 조직의 업무적

합성이다. 넷째는 새로운 업무수행에 대한 열의·열정이다. 사회적경제정

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중간영역이다. 따라서 양쪽의 마인드를 가

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주체의 힘, 조직으로서의 지속성으로서는 

기획재정부는 적합하다. 그러나 업무적합성, 업무수행의 열의·열정 차원

에서 보았을 때 과연 적합한가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에 

기획재정부가 담당주체가 된다면,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정책이 단순

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다. 영리와 비영리의 단순구분을 넘어선, 이윤극대화의 원칙을 넘어

선,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해야 한다.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의 설정, 조세 및 예산수립 등에서 보여

주던 매크로의 사고방식만 가지고는 이 정책의 담당주체로 부적합할 것

이다. 골목상권, 지역경제, 낙후된 농어촌 등을 세심하고 상세하게 점검

하며 서민경제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는 각종 지원제도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욕(self-help)을 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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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다. 따라서 과도한 정부의 지원 및 개입은 사람들의 자조능력을 

상실시킨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원칙 중 ‘자치와 자립’이 강조

되는 것도 사실은 오래된 논쟁의 결과였다. 한때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지

원의 방식으로 후진국을 개발하려던 UN의 노력은 거의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역차별을 없애는 것, 그리고 교육 및 경영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체계를 구

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양당의 

법안 중에서 금융지원 및 공공구매에 대한 원칙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

영하는 것이 옳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실시하는 것 보다 기존제도의 전체

적 조율에 이 법안의 기본 취지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에 지원

을 한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당의 법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 회의록, 회

계장부, 사업결산보고서 등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 조항

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이나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정

책적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큰 시장이냐 큰 정부냐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논

쟁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장은 갈수록 많은 낙오자를 생산해내고, 정

부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한계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사회의 

취약계층이 스스로 서게 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그들

의 자립·자조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관련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 속에 산재

한 기부 및 자원봉사의 선의(善意)의 자원들도 여기에 결합시켜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사회적경제영역이다. 영국 보수당 

데이비드 케머런 정부의 ‘큰 사회’(big society) 정책, 2012년을 세계협

동조합의 해로 규정한 유엔의 결의,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사회경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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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창설, 유럽 각국에서의 새로운 사회적경제법 제정 등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금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한국

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 사회적경제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

나 그 영역은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국민총생산(GDP)의 10% 미만일 것

이다. 그것도 20-30년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결과이다. 우리

에게는 비정규직, 부동산, 교육, 의료문제 등 시급한 문제가 아주 많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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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임신 및 출산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방안

1. 요약

⧠  추진현황

○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 분만의료취약지는 ’11년 52개소, ’12년 48개소, ’13년 48

개소, ’14년 46개소임.

－ 지원지역은 ’11년 3개소, ’12년 7개소, ’13년 11개소, ’14

년 23개소임.

－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관내분만실적은 580건 (관내

분만율 평균 28.8%)임.

－ 관내분만율 변화는 2011년에 17.1%, 2012년에 18.8%, 

2013년에 32.4%임.

○ 고위험임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 2014년부터 3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어 준비 중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로 시행됨.

－ 이용자수와 참여기관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음.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분석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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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 지원지역이 증가하지만 취약지는 별로 줄지 않고 있음.

－ 많은 의료기관이 적자운영임.

○ 고위험임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 거점역할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증원관련 예산이 없음.

－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체계에 대한 지침이 모호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2014년도는 대상자를 일부 확대했으나 아직도 제한적임.

－ 지원사업 서비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향후 개선방안

○ 단기 개선방안

－ 취약지 분만의사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함.

－ 응급이송연계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가 필요

－ 통합치료센터에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함.

－ 의료분쟁의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필요

○ 장기 개선방안

－ 각 사업들의 종합적 운영체계와 상설 자문기구가 필요

－ 분만의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지원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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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여 왔다. 이런 정책들

의 목적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있

으며, 보건의료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임신과 출

산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분만을 할 수 없는 분만의료취약지역이 광범위하게 있고,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진료체계나 응급이송체계 등이 미흡하여 모성사망율이 OECD 평

균 이상으로 높은 실정이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분

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고위험임

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출산한 산모와 신

생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2008년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가. 정책배경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관련 보건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이유는 

지속적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함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분만관련 의료수가와 분만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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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도별·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

(단위: 개소)

종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7년 대비

상급종합 43 43 44 44 44 43 -

종합병원 133 125 112 108 100 97 △36

병원 123 127 123 124 135 140 17

의원 710 640 564 518 484 445 △265

조산원 17 18 16 14 13 13 △4

보건기관 1 1 1 0 1 1 -

총계 1,027 954 860 808 777 739 △28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

〔그림 4-1〕 연도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현황

(단위: 명)

자료: 대한산부인과학회(2013)

산부인과 의사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분만의료취약지

가 생기게 되었으며, 대부분은 농어촌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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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현황(’13년 06월)

구분 시군구

강원(3)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충북(2) 단양군, 보은군

전북(3)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5)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함평군

경북(5)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영양군, 청도군

경남(4)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총계 22곳

자료: 보건복지부(2013) 

〈표 4-3〉 산부인과 있으나 분만실 없는 지역 현황(’13년 06월)

구분 시군구

부산(2) 강서구, 기장군

경기(2) 과천시, 의왕시

강원(2) 인제군, 화천군

충북(4)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3) 계룡시, 부여군, 태안군

전북(3) 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전남(2) 담양군, 장성군

경북(1) 의성군

경남(5)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총계 24곳

자료: 보건복지부(2013) 

농어촌 지역 산모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

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10), 산전 관리를 위해 원거

리 이동을 하거나 대도시로의 원정 출산 등으로 산모의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야기 시킨다. 이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은 분만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분만의료취약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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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한편, 늦은 결혼과 고령 산모의 증가로 지난 10년 동안 35세 이후 출산 

여성의 비율이 약 2.3배 증가하였고, 조산하는 산모와 저체중출생아 출산

이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는 결국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 35세 이상 산모, 저체중출생아, 조산아의 발생률 변화

(단위: %)

년도 35세 이상 산모 
저체중아출생아
(2.5kg 미만) 

조산아
(임신 37주 미만) 

2000   6.7 3.8 3.8

2005 10.6 4.3 4.8

2010 17.0 4.9 5.8

2012 18.7 5.3 6.3

자료: 통계청(2012)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설과 인력 및 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서는 고위험 임신의 분만에 적절한 시설과 고도의 장비, 그리고 의료인력 

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협진이 필수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분만 중 73.6%가 고위험분만에 해당되지만 산모-태아 중

환자실(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MFICU)과 산모전용수

술실이 구비된 상급종합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부인과 전

공의 감소로 분만실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급종합병원이 많이 있다. 또한 

고위험산모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 관리가 아직까지 임산부, 태아 

및 분만은 산부인과에서 관리하고 신생아는 소아과에서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용되어 분만전과 분만후의 상호간 정보교환이나 주산기 감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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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미흡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 최근에 관련 학계(대한모체태아의학

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등)를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서도 신생아집중치료시설

(na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15병상 이상 운영하는 상급종

합병원 21개소 중 86%가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을 요구하였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의료분야이며, 현재와 같은 

저의료수가 정책 아래에서는 민간투자에 의해 고위험산모와 신생아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

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고위험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통합적인 치

료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6년부터 정부 주도로 주

산기센터 사업(통합진료)을 추진하여 분만과 출생 지표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5〉 한국과 일본의 주산기 의료체계 비교

항목 한국 일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리 진료 통합 진료

병원별 치료 수준 및 역할 기준 없음 지역-종합-중앙 체계별 마련

병원 간 전달체계 없음 의료정보센터 및 코디네이터 운영

자료: 보건복지부(2014)

〈표 4-6〉 한국과 일본의 주산기 사망률 비교

구분 한국(’12년) 일본(’10년)

모성사망률 9.9명 7.3명

영아사망률 2.9명 2.3명

출생 전·후기 사망률 3.1명 2.9명

자료: 보건복지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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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시

범사업으로 3개 병원(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을 선정

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합치료센터의 모델을 정립하여 향후 종합적인 분

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는 2008년 보건복지부의 4대 사회서비스 전

자바우처 사업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2014년부터는 산모․신

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이

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가구소득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

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

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추진 실적 및 현황

  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1년에

는 분만 산부인과 3개소, 2012년에는 분만 산부인과 3개소 및 외래 산부

인과 2개소(분만 산부인과 2개소 및 외래 산부인과 2개소는 신규), 2013

년에는 분만 산부인과 7개소 및 외래 산부인과 2개소(분만 산부인과 4개

소는 신규), 2014년에는 분만 산부인과 8개소 및 외래 산부인과 10개소

(분만 산부인과 1개소, 외래 산부인과 8개소는 신규)를 지원하였다. 지역

별 지원현황은 충북지역 3개소(분만 산부인과 1개소, 외래 산부인과 1개

소, 순회진료 산부인과 1개소), 전남지역5개소(분만 산부인과 3개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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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산부인과 2개소), 전북지역 1개소( 외래 산부인과 1개소), 경남지역 5

개소(분만 산부인과 2개소, 외래 산부인과 1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 2개

소), 경북지역 6개소(분만 산부인과 3개소, 외래 산부인과 1개소, 순회진

료 산부인과 2개소), 강원지역 4개소(분만 산부인과 1개소, 외래 산부인

과 3개소), 제주지역 1개소(분만 산부인과 1개소) 등이다. 

〈표 4-7〉 분만의료취약지 지원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충북(3) 영동병원(분만)
보은군손산부인과(외래)

괴산군(순회)

전남(5)
강진의료원

(분만)

고흥종합병원

(분만)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영광종합병원(분만)

전북(1) 진안군의료원(외래)

경북(5)
예천권병원

(분만)

울진군의료원

(분만)

영주기독병원

(분만)

영남제일병원(외래)

봉화군‧영양군(순회)

강원(4)

삼척의료원

(분만)

영월의료원

(외래)

양구인애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

경남(4)
합천병원

(외래)

밀양제일병원

(분만)

거창적십자병원

(분만)

함양군‧산청군(순회)

제주(1) 서귀포의료원(분만)

합계(23) 3개소 4개소 4개소 12개소

자료: 보건복지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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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만 산부인과와 외래 산부인과 및 취약지 순회진료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규모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8〉 분만 산부인과 지원과 기준

구분 인력(운영비) 시설 장비

지원

연간 5억 지원

(국비 2.5억원)

* 신규 : 2.5억원

  (국비 1.25억원)

최초 10억 지원(국비 5억원)

기준

· 산부인과 전문의 2인

· 소아청소년과 / 

마취과 전문의 1인 

(확보 또는 연계 체계 

구비)

· 간호사 인력 8인

· 외래 진료실, 

병상(3병상)

· 분만 / 수술실, 

진통실, 신생아실, 

당직실

· 일반촬영실, 검사실,

  상담/교육실

· 분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27종 의료장비 

(분만대, Incubator 

등)

주: 총지원액=국비 50%+지자체 50%

자료: 보건복지부(2014)

〈표 4-9〉 외래 산부인과 및 취약지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과 기준

구분 인력(운영비) 시설 장비

지원

연간 2억 지원

(국비 1억원)

* 신규 : 1억원

  (국비 0.5억원)

최초 1억 지원(국비 0.5억원)

기준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 간호사 인력 2인

· 외래진료실(처치실 

포함)

· 일반촬영실

· 검사실, 상담/교육실

· 분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9종 의료장비 

(심전도기, 태아 

감시 장치 등)

주: 총지원액=국비 50%+지자체 50%
자료: 보건복지부(2014)

또한 분만의료취약지에 대한 연도별 지원예산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난 4년간 총지원액은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분만 산부인과의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지원액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외래 산부인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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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과 순회진료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10〉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30억원 
운영비: 7.5억원
(신규 3개소)

시설장비: 20억원
운영비: 20억원
(신규 2개소, 
기존 3개소)

시설장비: 40억원
운영비: 35억
(신규 4개소, 
기존 5개소)

시설장비: 10억원
운영비: 47.5억원
(신규 1개소, 
기존 9개소)

외래
산부인과 -

운영비: 2억원
(신규 2개소)

운영비: 2억원
(기존 2개소)

시설장비: 8억원 
운영비: 12억원
(신규 8개소, 
기존 2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 - - -

시설장비: 10억원
운영비: 10억원
(신규 10개소)

총지원액 37.5억원 42억원 77억원 97.5억원

주: 총지원액=국비 50%+지자체 50%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실적은 산부인과 진료 46,060건, 

소아청소년과 진료 68,005건, 전체 분만건수 2,011건 중에 관내분만실

적은 580건(관내분만율 평균 28.8%) 등이었다. 

〈표 4-11〉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사업실적

선정 의료기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관내분만실적 분만건수

2011

강진의료원 17,363 11,507 139 327

영동병원 6,421 1,772 109 226

예천권병원 4,053 13,775 42 221

2012
울진군의료원 8,734 14,657 112 340

삼척의료원 3,629 7,530 88 454

2013

밀양제일병원 3,263 9,579 54 237

고흥종합병원 485 1,596 3 68

거창적십자병원 2,112 7,589 33 138

전체 46,060 68,005 580 2,011

자료: 보건복지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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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2012년에 선정된 의료기관별로 관내분만율 변화는 2011년에 

17.1%, 2012년에 18.8%, 2013년에 32.4%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림 4-2〕 사업기관별 관내분만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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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48.2%

19.0%

32.9%

19.4%

32.4%

강진의료원 영동병원 예천권병원 울진군의료원 삼척의료원 평균

사업기관별관내분만율변화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 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2013)

  나. 고위험임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고위험임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신규로 수

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시범병원으로 선정된 3개 의료기관(강원대병

원, 충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중

이다. 2014년도 예산내역은 운영비는 책정되지 않았으며, 각 병원마다 

시설과 장비구입으로 10억원씩 총 30억원이 책정되었다. 본 지원사업은 

향후 2015년도에 6개 의료기관(신규: 3개 의료기관), 2016년에 12개 의

료기관(신규: 6개 의료기관),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7년에 17개 의료기



제4장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분석 165

관(신규: 5개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서 전국적으로 최종 거점 의료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다. 산전방문간호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전방문간호는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

리사 지원사업은 2008년 2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적용 사업으

로 지정되면서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로 조

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범위(예: 기

준가격+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만 통일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일부 예외지원 대상자(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에 대하여 

시ㆍ도와 협의 후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자 지원사업의 규모는 6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

으며, 제공기관의 수도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표 4-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규모의 변화

년도 이용자 (명) 제공기관 (개소)

2008 44,902 -

2009 53,401 157

2010 67,420 186

2011 57,848 207

2012 57,744 225

2013 58,569 253

자료: 보건복지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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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과제 추진의 한계

  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 지역이 매

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의료취약지는 별로 줄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표 4-13〉 분만취약지 실태와 정부지원 상황

(단위: 개수,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분만취약지 52 48 48 46

분만산부인과 설치ㆍ운영 
가능지역

21 20 22 11

분만산부인과 설치ㆍ운영 
불가능지역

31 28 26 35

분만취약지 정부지원 3 7 11 23

분만산부인과 -신규3 -신규2, 계속3 -신규4, 계속5 -신규2, 계속9

외래 혹은 순회산부인과 -신규2 -계속2 -신규10, 계속2

자료: 보건복지부(2014)

한편,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분만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친 보건복지부 용역연구(2012년, 2013년)에서도 제기된 바 있으며, 정

부의 지원이 분만의료취약지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해

당지역의 관계자들(의사, 간호사, 모자보건요원, 행정공무원)의 일관된 

의견이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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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설의 측면 

의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이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의

료기관들도 있다. 분만대기실과 회복실은 공간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분되지 않아 분만 후에도 다른 분만대기 산모의 진통으로 인

해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교육상담실이 전반적으

로 협소하거나 별도로 확보되지 않아서 충분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지기 

어려운 의료기관도 있다. 또한 접근성이 어려운 의료기관도 있으며, 입구

에 손소독을 위한 공간이 없는 의료기관도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산

전관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초음파장비가 노후하였다. 또한 장비

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의료수준의 측면

분만취약지의 모자보건요원과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

면, 여러 의료기관에서 현재보다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며, 더 높은 수준

의 의료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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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분만취약지 지원병원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자료: 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2013)

〔그림 4-4〕 관외 산부인과 병원까지 원거리 산전진찰과 분만을 선택한 이유

자료: 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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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자의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

문에 분만취약지에서의 산부인과 의사확보는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내의 분만이 아무리 적더라도 분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

는 특징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낮에 정상근무한 후 이틀에 한번 

당직해야 한다는 것은 힘든 근무조건이다. 또한 소아과의사 1명과 마취

과의사 1명도 대기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장기근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과 분만과정에서의 위

험도를 감안하고 분만취약지 근무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에는 현재의 

급여수준(월 1250만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간호인력도 8명으로는 분

만실, 신생아실, 병실 및 외래 등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며, 산전·후 관리 

및 신생아관리에 대한 간호사 교육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또한 분만산부

인과와 외래산부인과의 전문의와 간호사 봉급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근무조건이 다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3) 응급이송 연계체계의 측면

 

응급산모와 신생아 이송체계의 확립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 

사업내용에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지자체는 산모들이 119의 'U-안심콜‘ 

서비스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토록 홍보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이전

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응급환자

를 받을 거점병원의 수용능력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내용은 없다. 2014년

도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에 의하면, 거점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병원

에 전공의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전문의나 교수가 직접 야간당직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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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거점병원에서 당직 근무의 형태

자료: 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2013)

〔그림 4-6〕 거점병원에서 야간분만 산모를 받지 못하는 원인

자료: 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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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적인 측면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에 대해 지원하는 5억원의 운영비 지원금으

로 충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예산책정에서 소아과와 마취과 전문의

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분만관련 진료에 따른 운영

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표 4-14〉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손익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의료기관 2011년(7~12월) 2012년 2013년

1 강진의료원 △31,294 △107,289 63,658

2 충북 영동 영동병원 △16,185 20,785 57,809

3 경북 예천 예천권병원 △114,420 △127,598 △57,266

4 울진군 의료원 8,261 △33,378

5 산척의료원 △76,131

6 고흥종합병원 △16,195

7 밀양제일병원 △65,787

8 거창적십자병원 116,853

9 영월의료원(외래) 86,332 67,042

10 합천병원(외래) △16,390 △17,639

주: 1)10개 의료기관 중 경북 예천 예천권병원 등 6개 기관 2013년 적자, 영월의료원 수익감소 

     2) 경북 예천 예천권병원 3년 연속 적자 기록
자료 : 보건복지부(2014)

5) 기타

2014년도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분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

사와 간호사들이 제기하는 그 밖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사고와 의료분쟁이 많은 분만과 신생아진료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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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미비하다. 즉,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극

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정기구나 안전장치가 없어 적극적으로 진료하

기 어렵다. 둘째, 소아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도 상주하지 못해 응급

수술이 발생할 때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없이 해당 분야

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책임감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셋째, 열악한 

운영에 비해서 정부지원금이 부족하다.

〔그림 4-7〕 정부의 분만 취약지지원사업에서 가장 부족한 점(직종별 1순위)

자료: 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2013)



제4장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분석 173

  나. 고위험임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본 사업은 2014년에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3개의 병원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제점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

한다. 그러나 지원예산의 규모와 내용으로는 본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고위험임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권역내 고위험산모와 고위

험 신생아 치료의 최종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다. 이런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구입에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료기관 

당 10억원 지원)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응급이송체

계와 진료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원론적인 목표만 있지 정형화된 지침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 산전방문간호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전방문간호는 보건의료인프라 취약지구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산모나 태아의 생명이 때때로 위험할 경우가 있다는 점과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위험이 있는 분야라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

원사업의 시행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은 지원사업소득기준 초과 시, 시ㆍ도와 협의 후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

여 일부 예외지원 대상자(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에 대

하여 지역별로 적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쌍생아 이

상 출산가정이나 분만취약지 산모도 대상자로 추가 하였으나 아직은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긍정

적인 점은 내년도부터 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 2017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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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까지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표 4-15〉 맞춤형 임신·출산비용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계획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65%이하 75%이하 100%이하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다른 문제점은 산모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요구수준을 지원사업에 얼마

나 반영되고 있는지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근거

나 기준이 아직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5.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가. 향후 추진방향

임신과 출산관련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특

히 정책과 예산관련 부처에서 인프라가 악화된 원인과 심각성에 대한 깊

은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

요하다. 임신과 출산관련 보건의료 인프라가 악화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감소로 인한 분만인프라의 붕괴가 가장 중요

한 요인이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안정적 확보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둘째,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과 고위험산모․신생아 통

합치료센터 사업은 서로 연계된 사업으로서 상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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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위험산모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응급이송 연

계체계는 해당 지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넷째, 고위험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더 강화되

어야 한다. 넷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도 대상자 범위나 서비

스 수준에 있어서 기존의 계획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 단기개선방안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국가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실적보다는 해당 지역의 분만인프라 수준

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인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연간분만

수(연 250건 기준)에 따라 분만산부인과와 외래산부인과 혹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구분하는 기준보다는 분만 산부인과의 필요성이 더 있거나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평가방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선정된 분만산부인과들 중에는 의료시설

과 장비에서 미흡한 경우가 있으며, 산부인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확보

나 진료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분만의료취약지는 줄지 않고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는 더 적극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첫째, 의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전문

가의 자문을 얻어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준에 미흡한 분만산부

인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보완지시와 함께 일정부분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만산부인과의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확보를 위하

여 현재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된 분만산부인과와 외래산부인과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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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차등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분만에 따르는 노동의 강도와 위험성

이 분만을 기피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2014년도 보건복지부 

사업내용에 포함된 119의 ‘U-안심콜’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U-안심콜’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경우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이송할 거점병원의 

상황이나 진료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임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권역내 고위험산모와 고위험 신생

아의 치료의 최종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

존의 업무에서 추가되는 업무나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구입에만 책정된 현재의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명목의 예산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분만의료취

약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응급이송연계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과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은 

의료인력 특히, 이미 많이 감소되어 있는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충

분한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만을 기피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장애요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

고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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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료수가로 인한 적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부담

을 가중시켜서 분만기피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환자에 대해서는 

복지적 차원에서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보상해 주고, 산부인과 의사들

에게는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방향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분만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산부인과 의사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산모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지원소득층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 그리고 본인부담금 조정/변경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희망하고 있으며(조소영, 2010),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할 필요

가 있다. 내년도부터 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2017년에는 전국가

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은 긍정적이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현실에서 신생아 시기에 대한 지원책

을 대폭 강화한다는 차원과 향후 진행될 예정인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

원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까지로 확대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계획보다는 지원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다. 장기 개선방안 

임신과 출산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장기적

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업들

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

한 관련 분야의 학회들(한국모자보건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신

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등)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위촉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자문기구(예: 가칭 ‘모자보건 포럼’)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인프라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특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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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용역연구를 의뢰하여 정책개발과 사업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앞으로는 이런 상설 자문기구에 속하는 자문위원이나 추천하는 연구

자가 용역연구를 담당해야 일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사업의 확장성을 더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신․신생아 통

합치료센터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경제적지원이나 서비스제공도 중요하지만 두 사업들은 모

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성공적인 인프라구축

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또한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은 모성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관련자들이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며, 현 수준의 지원예산 규모로

는 전시행정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임신과 출산 보건의료 인프라에 관련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

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분만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 산부인과의사들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어야 분만의료취약지 지

원사업과 고위험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 산부

인과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수가문제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제는 산부인

과 전공의도 매우 부족하여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우리와 비

슷한 경험을 한 일본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공의에게 연간 6십만엔(한

화 약 560만원, 1/2 정부부담, 1/2 병원 부담)을 지원함으로써 산부인과 

전공을 국가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약 2,100억엔(한화 약 1

조9천5백억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산부인과 의료환경과 전문인력의 부족

을 개선시키기 위해 분만의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고 분만비용

을 올려 병·의원의 경영악화를 막는 동시에, 산모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조

금도 지속적으로 증액함으로써 결국 국가에서 의료기관과 산모 양측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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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지원하는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고 있다. 더 열악한 분만인

프라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정책 당국이 반드시 참고해 

봐야할 사항이다. 그밖에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의료수가의 개선, 제왕절

개술의 포괄수가제에서의 제외, MFICU 운영에 따른 수가인정, 의료분쟁 

조정법 등의 개선 등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해당 학회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지만 임신과 출산 보건의료인프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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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생애설계 교육 개선방안 

1. 요약

⧠ 국정과제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낮은 삶의 만족도 

등 고령사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음.

－ 이는 국가의 공적 급여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개인적 차

원에서 노후와 자신의 생애를 준비하고 설계하려는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함. 

○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애설계에 대한 인식수준은 점차 향상되

고 있으나 여전히 준비는 미비함. 

－ 특히 관심이 재무와 건강 영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노후 생

활의 다차원적 영역, 즉 대인관계와 여가까지 포괄하는 균

형적인 생애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추진 현황 및 문제

○ 추진 현황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노후설계 선도 지자체 육성

－ 베이비부머를 노후설계 서비스 상담인력으로 양성, 노후

설계서비스 제공 사업

－ 노후설계를 위한 종합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

－ 노후설계 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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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생애설계 교육에 대한 부처의 이해 부족

－ 국가에서 생애설계 교육을 제공해야 이유에 대한 이해 미흡

－ 유관기관간 경쟁과 역량의 분산

－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난항

⧠ 정책과제

○ 단기과제

－ 생애설계 교육 및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 유관 기관들 간 역할분담

－ 지역사회별 인프라 편차 극복

－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확충

－ 전문 인력 양성방안 구체화

－ 노후준비 영역 및 진단 지표의 업그레이드

－ 생애설계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

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식개선을 도모

－ 생애설계를 위한 사회 각주체간 협의체 구축

－ 서비스 질 평가기준 마련

○ 장기과제

－ 재무회계 중심에서 생애설계로 확대

－ 생애설계 서비스 시장 형성

－ 타 복지제도와의 위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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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다. 반면 

오랜 가족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노후 삶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강화되지 

못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본격적인 노인복지 제도들이 확충되

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다음과 같은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 빈곤율의 지속적인 증가다. 우리나라 노

인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49.7%(통계청 국가통계포털)로 노인가구

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상태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실태는 국

제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더욱 심각한데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인 13.%%에 비해 무려 31.6% 포인트 이상 높다. 

〔그림 4-8〕 노인빈곤율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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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높은 빈곤율의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수

준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척도를 기준

으로 5.2점인데, 이는 OECD 평균인 6.31에 못 미치며 우리나라보다 노

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터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에 불과하다. 

〔그림 4-9〕 65세 이상 노인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자료: Society at a Glance 2014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

다.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은 64.2명이며 

75세에서 79세 사이는 77.7명, 그리고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의 경우 

94.7명으로 특히 75세 이상의 소위 후기고령층의 자살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2위인 

국가와도 수치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그 수치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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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4-11〕 노인자살률 국제비교

자료: OECD 국가별 취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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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높고 노후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

타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

듯 우리나라는 유교주의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가족중심 문화로 인해 노

인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매우 낮았다. 비록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

회가 고령화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대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대응력은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노인에 대한 지출(old age social spending) 비율

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1%로 OECD 평균인 7.3%에 한참 못 미치며 

이웃나라인 일본(10.4%),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10.2%) 그리고 대표

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6.1%)과 영국(6.7%)에 한참 뒤지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노인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변화 추이만 놓고 보았을 때 노인에 대한 지출은 꾸

준히 증가해 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34%에 불과하던 노인복지 

지출은 지난 십년간 2% 포인트 상승했으며 고령화 속도에 발맞추어 앞으

로 그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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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노인복지 지출 국제비교

자료: OECD (2013), "Old age social spending", Social Issues: Key Tables from OECD



제4장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분석 187

〔그림 4-13〕 GDP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노인복지 인프라가 꾸

준히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높

고 노후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난제들

이 단순한 노인복지의 확대 차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에 의해 해

결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 및 돌봄 등 노후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으며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노인과 관련된 여러 시설 인프라도 

꾸준히 늘어났다. 노인과 관련된 시설은 2008년도에 총 63,919개에서 

2013년에는 72,860개로 약 5년 사이에 만 여개에 가까운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의 증가세가 확연하지만 기타 노인여가복

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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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노인복지시설 변화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63,919 66,854 69,237 70,643 71,873 72,860

노인주거복지시설 347 360 397 414 416 435

노인의료복지시설 1,832 2,712 3,852 4,079 4,352 4,585

노인여가복지시설 59,422 61,065 62,469 63,375 64,077 64,983

재가노인복지시설 2,298 2,696 2,496 2,750 3,003 2,832

노인보호전문기관 20 21 23 25 25 2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노인복지 인프라의 꾸준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다. 가령 대표적인 노인여가복

지시설이자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들의 

현재 이용률은 8.8%에 불과하며 노인들의 정부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노

인돌봄종합서비스가 가장 높아 41.8%를 보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2.7%,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22.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18.1%에 

불과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향후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

인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한편으로는 부족한 노후생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겠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및 급여의 개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잘 연결시키

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

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년기

는 특정 계층만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이며, 노년기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개개인이 살아온 

생애과정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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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국가 제도만으로 만족스러운 노년

기를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된 상

황에서 개인들의 욕구의 다양성은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부각되었다. 

즉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노인의 다수가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도 필수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적 차원의 

준비와 대응이 보조를 맞출 때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노후생활이 실현될 

수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은 많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그 수준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4〕에 따르면 

건강과 재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인관계, 여가 등 타 영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노후준비 정도에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무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다고 하더라도 재무에 관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36.7%, 건강에 

관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38.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4〕 영역별 노후준비율

자료: 노후준비 실태조사(201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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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발맞추어 공공과 민간의 유관 

기관에서 노후설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증

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약한 개인별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후생활 6대 영역인 재무, 건강, 일, 주거,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CSA(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 

사업을 시작했다. CS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2006년 10월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CSA 3급 자격을 부

여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CSA 2급 자격을 부여해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거친 후에 실제 고객

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설계서비스(CSA 고객용)는 각 지사를 통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 지사 및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152개의 행복노후설

계센터를 설치하고 102명의 CSA 전문 상담사가 각 지사별로 배치되어 

노후설계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75명의 교육강사가 기업, 기관, 지

역사회 등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아름다운재단 

등 여러 유관기관들과 서비스연계 MOU를 체결하여 각 지사별로 지역사

회 자원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풀을 구축하고 있다. 

유사하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2006년 시범사업을 걸쳐 2007

년부터 제3기 인생설계와 관련하여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PBL)와 노인

생애경력조언자(SLCA)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중 SLCA 

양성 사업은 노년기 생애경력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인력(SLCA)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자 하는 프로



제4장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분석 191

그램이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같은 전국 단위의 공기관 이외

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베이비붐 세

대의 은퇴 후 사회참여, 취업, 창업 등을 위해 교육, 일자리, 정보, 문화를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로 2013년 4월에 개소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실버플래너(Silver Planner) 프로그

램, 삼성생명은퇴연구소를 중심으로 민간노후준비 지표 개발 등 민간 차

원에서도 노후설계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간 기관의 경우 무엇보다 이용자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는 큰 한계를 안고 있으며 지자체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만 접근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다차원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정도 향

상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은 재무준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생

애설계 교육 개선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3. 추진 실적 및 현황

생애설계 교육을 위한 정책적 기반은 제2차 새로마지 플랜에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후설계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반영

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 지난 MB정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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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표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과 민의 범국민적 합동대응의 시작을 알렸으며, 2011년에는 국민

연금법을 개정해 “노후설계”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고, 2012년에는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5조2에 “노후설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생애설계 교육에 관한 정책적 대응 노력을 

이어받아 본 국정과제를 채택했으며 이를 위한 추진노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가.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생애설계 교육을 비롯한 생애설계 서비스 전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 관련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 현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24일 국회 유재중의원의 대표발의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후설계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노후설계의 목적과 각 개념의 정의, 타법과

의 관계 및 국가의 책무, 노후설계서비스 주요 전달체계로서 중앙노후설

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에 관한 내용, 노후설계 데이터베이

스 구축, 노후설계 서비스의 범주와 유형으로서 기본서비스와 심화서비

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이견 등

으로 인해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애초 정부에서 법안을 상정할 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

진흥원으로 기관의 역할 및 역량을 확장하여 개편하고 고령사회복지진흥

원을 노후설계서비스 및 노후설계 교육의 핵심 인프라로 가져가고자 계

획하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노후설계서비스 주

요 전달체계로의 상정이 이미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중심으로 노후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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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와 중복된다는 문

제를 제기하며 법률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표적으로 김용익 의

원은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2014년 1월 14일) 상임위 전체 회의시 최

동익 의원은 연금공단 중심의 제도설계 필요성에 관해 서면 질의를 제출

했다. 이러한 야당의 반대 흐름 속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국회보건

복지위 전체 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후 2014년 5월 노후설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선회해 국민연금공단을 노후설계서비스 중추 전달체

계로 상정 및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 의원실을 대상으로 2회에 걸

쳐 설명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4년 11월 18일 국회 보건복

지위 법안 심사소위에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나. 노후설계 선도지자체 육성

2014년 상반기 동안 지역유형(도시 vs 농촌), 인구구조(고령화 정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노후설계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향

후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자체의 협조와 긴밀한 관여가 필수적

인 만큼 지자체 중심의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으로, 또 노후설계교육 지역기반조성사업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 해소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4개의 선도 지자체로서 전북 순창, 

부산진구, 광주광산구, 인천부평구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자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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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이 실시되었다. 선정된 지자체 중심의 지역주민 등 1707명에게 

노후준비 영역별 노후설계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4개 지역 4232명

에 대해 노후준비진단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노후설계 리플렛이 제작 

및 배포되었으며(2만부)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별 노후설계 홍보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별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14건 구축하였으며 지역별 총 131건에 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되

었다.

  다. 베이비부머를 노후설계 서비스 상담인력으로 양성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기초상담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관 등의 일선 서비스 제공인력을 상담인력으로 교육 및 양성하여 노후설

계서비스의 확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 

양성과정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베이비부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

는 한편,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본 사

업은 복지부, 사회공헌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간 MOU 체결(2014

년 6월 20일)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4개의 지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 추진의 거점이 되었으며 아래 표는 교육 내용과 일

정 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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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 양성과정 교육 내용과 일정

구분 규모 교육일정 교육규모

〈1차 교육〉
공무원 및 

수행기관 실무자

부산, 인천, 광주, 순창

지역본부, 지자체, 

수행기관 37명

‵14.05.26~05.28
2박3일숙박 

총20시간

〈2차 교육〉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

부산 59명 ‵14.06.09~06.11
1일 6~8시간 

총20시간 
인천 69명 ‵14.06.10~06.12

광주 47명 ‵14.06.11~06.13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추가) 

광주 1개소 추가 11명 ‵14.07.02~07.04
3일간

총 12시간

자료: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 양성과정 교육결과보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베이비부머 224명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으로 양성하

는 교육사업이 실시되었다. 교육에 대한 전체 만족도 평균은 4.47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서비스, 과목별 목표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필요정

도 등에 대해서도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베이비부머 대상 생애설계 교육사업의 효과 

교육 교육만족도 프로그램서비스 
과목별 목표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필요정도

전체 4.47 4.37 4.44 4.52

대전 4.5 4.43 4.43 4.56

부산 4.53 4.43 4.48 4.61

광주 4.52 4.38 4.53 4.55

인천 4.35 4.24 4.34 4.38

자료: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 양성과정 교육결과보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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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노후설계를 위한 종합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인생준비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통계자료 등

을 종합 제공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www.activebb.kr)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48개 관계부처 및 기관(한국고용정보원, 귀농귀

촌종합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를 업데이

트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월 평균 2,580건의 자료가 국민들에게 제공

되고 있으며 월평균 13,754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4-15〕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자료: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activeb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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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정보포털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의 「내연금」포털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보다 

초점이 각 영역별로 노후준비도를 진단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연결시켜주

기 위한 목적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림 4-16〕 국민연금 “내연금” 포털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포털 홈페이지(http://csa.n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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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노후설계 컨텐트 개발

2012년에 민관이 합동으로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개발한 이후 행복노

후설계센터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노후설계 상담을 제공함에 있어 참

고할 수 있는 자료이자 국민연금공단 CSA와 같은 전문가들의 현장 교육

자료인 노후설계 컨텐트를 개발 및 보급하였다. 노후설계 컨텐트는 노후

준비 진단지표와 동일하게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4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성별,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각 영역별 성별(남 vs 여)/생애주기별(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여 모두 6 카테고리별 컨텐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컨텐트의 개발은 대국민 노후설계 교육 커리큘럼 작성의 근거 자료

가 될 수 있으며 노후설계 전문인력의 교육 컨텐트로 활용될 수 있다. 

4. 국정과제 추진의 한계

국정과제와 관련해 몇 가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집권 상반기 동안 생애설계 교육 개선과 관련하여 진행된 노력은 지난 정

부 말기와 비교해 매우 미흡하다. 지금까지 국정과제 추진이 미비했던 이

유는 다음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생애설계 교육에 대한 부처의 이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정

부 생애설계 혹은 노후설계에 대한 업무 추진은 부처의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중에 다분히 좌우되어 왔다. 즉 부처의 정책결정권자가 노후설

계의 의의에 대해 동의하고 강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 정책에 드라이브

가 걸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적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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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처 실무자들이 노후설계 혹은 생애설계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부처 실무자들은 고령사회를 예비하는 우리사회에서 왜 생애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체 

프레임 속에서 생애설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외국 사례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부처 실무자가 

이러한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면 타 부서로 이동을 해 정책 추진의 

흐름이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다. 다행히 지난 정부 말기의 노력으로 생애

설계 교육에 관한 사항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부처 실무자들에 대

한 정책적 이해도와 무관하게 정책의 추진력은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생

애설계 교육이 갖는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효과성 있는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특히 왜 국가에서 생애설계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과 이해가 부족하다. 비록 생애설계 교육에 관한 제반 사업이 모두 국가

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

지고 생애설계에 관한 민간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레 민간과의 협

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생애설계가 갖는 중요성과 필

요도에 비해 국민의 이해 수준과 민간 시장의 성장 정도가 미비하다. 뿐

만 아니라 생애설계 교육이 고령사회를 예비하는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국민

의 인식수준과 민간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몫은 여

전히 남게 된다. 가령 서비스 질 관리, 전문가 자격요건과 관련된 관리,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 마련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생애설계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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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국가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이 있으며 이는 올

바른 목적의식과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방해요인이 

된다.

셋째, 생애설계 교육 및 서비스가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되어 유관

기관간 협조와 역량의 응집보다 상호간 경쟁과 역량의 분산이 나타남으

로써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는 점

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생애설계 교육 서비스와 유

사한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그 중에서도 기관 역량을 가장 많이 투입해 왔

던 곳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다. 앞서 언급했듯 국민연

금공단은 4대 보험 징수체계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통합된 상황에

서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업무와 역할 범위의 개편을 꾀하

고자 하였으며 이는 SLCA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예견되는 공기관간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을 염

두에 두며 서로 노후설계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기능의 강화를 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노후설계 사업은 두 기관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국회에 상정된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수록된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느 기관이 맡게 되느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결국 두 기관 모두 사업에 투자해야 할 역량과 에

너지를 정치적 로비와 경쟁에 소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

라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

원”으로 확대 개편해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역할을 맡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가 2014년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생애설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갈등과 혼선은 본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됨에 있어 가장 큰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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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이었다. 

넷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될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안」의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생애설계 교육의 추진

이 탄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틀 확립이 필

수적이다. 이는 단지 기존의 유관법(예: 국민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의 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을 넘어 향후 고령사회를 책임질 새로운 

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타 입법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서, 그리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의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마땅

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국정과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법안의 국회통과는 필히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가. 향후 추진방향

향후 생애설계 교육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생애설계 교육의 가치에 대

해 정책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 추진을 정부가 쫓

아가는 양상을 보였다면 향후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각 주체들의 역할을 정리하고 결집시키며 연차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

하는 등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애설계 교육 서비스를 질적으로 재정

비하고 내실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

서 생애설계 교육 인프라를 우리사회에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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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장, 단기 차원에서 나누어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나. 단기개선방안

첫째, 노후설계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해 노

후설계교육 및 서비스의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

거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설계 교육 및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

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유관 기관들 간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역할에 대한 갈등 및 

오해를 정리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유관기관들간의 

갈등과 경쟁에 지나친 역량이 투입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행

복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정리된 입장을 확실시하고 한국노

인인력개발원 등 기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협조하면 되는

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별로 존재하는 인프라의 편차를 극복해야 한다. 국민연

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의 경우에도 센터별 수준과 현황에 차이가 있

다. 가령 국민연금 공단 지사내 “행복노후설계센터”가 하나의 부서로 설

치된 경우도 있는 반면 타 부서가 행복노후설계센터 업무를 겸하는 경우

도 있다. 뿐만 아니라 CSA 상담사의 업무 이해도와 수준에도 편차가 존

재하며 해당 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 및 생애설계 교

육을 위한 연계 인프라의 수준에도 편차가 크다. 지역별 역량을 분석해 

향후 단기간 내에 인프라를 향상시켜야 할 지역사회를 선정하고 집중적

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처럼 존재하는 전달체계의,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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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애설계 교육

의 전달체계가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생애설계 교

육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자체와 협조체계

를 구축하는 작업은 사실상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생애설계 교육을 위

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그 속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

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생애설계 교육의 책임 전달체계를 정리하고 지자

체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생애설계 교육은 한 기관이 전담할 수 없으며 대학평생교육원, 

복지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가령 상정된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서도 생

애설계 서비스 내용을 기본서비스와 심화서비스로 나누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서비스 뿐만 아니라 심화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

양한 기관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역

사회 복지자원 DB를 구축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며 심한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자원 DB를 재정비해 이것이 실질적인 

생애설계 교육의 데이터베이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향후 생애설계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는 바, 생애설계 교육 및 서비스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

안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재정비해야 

하며 자격 기준 및 자격 유지에 관한 기준, 전문 인력 재교육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다차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곱째, 노후준비 영역 및 진단 지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현재 

2011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마련한 초기 지표가 2012년, 2013년에 수

정보완작업을 거쳐 마련되어 있다. 지표는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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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약 10문항의 지표가 있다. 

이러한 지표는 노후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노

후준비도 진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부정적인 국민을 상정하고 

최대한 간소하게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노후준비도 진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표체계가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표체계는 커리어 설계(일자리)에 대한 것을 재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역 구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지표는 대략 40대 중후반 이후

의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애설계가 비단 퇴직을 목전에 두고 진행하는 것

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재의 지표를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등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다

변화시켜야 한다. 

여덟째, 생애설계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적

극적으로 홍보해서 인식개선을 도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

반을 도출해야 한다. 

아홉째, 국가의 노력만으로 전국민이 생애설계 교육 및 서비스를 받고 

노후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업, 시장 등 사회 각 주체들의 이해

와 공감과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생애설계 교육 기반을 구

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 각 주체들간 생애설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번째,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후 제공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 서

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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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기 개선방안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노후설계’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및 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생애 각 단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생애설

계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노년기 직전뿐만 아니라 인생의 각 단계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보

다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예방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가 인프라를 통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생애설계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의 제공은 공공영역에서만 

구축되어서는 곤란하며 시장과 기업, 그리고 비영리 부문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생애설계의 기

본 인프라가 확충된 이후에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특히 장기

적으로 심층적인 생애설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료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애설계를 위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다 보면 필

연적으로 타 복지제도와 중복 및 충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반의 틀 속에서 타 복지제도와 교통정리를 하고 중복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 및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애설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인 복지모형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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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초연금제도 도입 의의와 정책과제

1. 요약 

⧠ 기초연금 추진경과 및 실적

○ 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제시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 제시

○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 3~7)를 통한 의견 수렴

○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발표(2013. 9.25) 및 국회 제출

(2013. 11. 25)

○ 여·야 합의에 따른 기초연금법안 마련(2014. 4. 30) 및 기초

연금법 제정(2014. 5. 2)

⧠ 기초연금법 제정

○ (목적)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 2014.5.20/시행: 2014.7.1)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

우자는 제외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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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

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최하 월 2만원)

⧠ 기초연금 실시

○ 2014년 7월부터 개시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중 420

만명 수급

－ 전액 수급자(92.4%), 감액 수급자(7.6%)

⧠ 전반적 평가 

○ 기초노령연금 제도도입 당시부터 배태되어 있었던 제도의 모

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연금 

급여수준 보충으로 보는 견해와 세대 간 부양을 전담하는 것

으로 보는 견해 차이 존재

○ 쟁점 1: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와의 연계의 타당성

○ 쟁점 2: 성실가입자 역차별, 불안정 단기가입자 보호

○ 쟁점 3: 기초연금액 수준의 가치절하: 국민연금 A값 연동 vs. 

물가상승률 연동

○ 쟁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소

득인정액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

○ 쟁점 5: 기초연금의 재정책임

○ 쟁점 6: 노인빈곤해소의 정책수단으로써 기초연금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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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추진 배경

  가. 높은 노인빈곤률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場)으로 등장

한 것은 2012년 대선이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기초연금을 공약했다. 기

초연금이 정치의 중심 아젠다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고령층 

빈곤이 매우 심각하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

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하다고 할 수 있는 

45%(2011)~49%(201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체 한국사회 빈곤

율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1위로 평균 노

인빈곤률을 3배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경제적 자원배분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를 보

여주는 것이다.

〈표 4-19〉 국가별 상대적 빈곤 분포

(단위: %) 

국가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26.9 8.8 8.4 22.0 45.1 28.0 6.2 10.3 22.4 13.5

전체
빈곤율

12.4 7.1 11.0 14.9 14.6 18.4 5.3 8.3 17.1 10.6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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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세대 노인의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

정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소득을 가득할 수 있는 통로는 제

한적이다. 고령층의 주 수입원은 공적이전소득, 즉 공적연금이다. 한국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도 주 수입원 중 하나이지만, 그 지원수

준은 낮다. 사적이전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도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저축 및 부동산 등으로부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도 매우 미미하다. 퇴직

연금 및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매우 미미하다.37) 결국 한국 사회

에서도 공적연금이 노령기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률은 30% 수준에 불

과하다(2012년 12월말 기준).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수준도 31만원에 불

과하다. 낮은 공적연금 수급률과 낮은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한국 노인빈

곤율이 유독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표 4-20〉 국가별 공적연금 가입률 및 수급률

(단위: %)

한 국 미 국 스웨덴 영 국 일 본 독 일

적용률
(기준년도)

68.5

(2011)

91.0

(2003)

90.0

(2003)

94.0

(2003)

94.0

(2003)

88.0

(2003)

수급률
31.6

(2011)

90

(2009)

71

(2008)

대부분*

(추정)

93.9

(2006)

83

(2007)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0),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World Bank(2007), WDI.

37) 한국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낮으며,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점차 가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가입
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중 46% 수준으로 높지 않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가입 중이

며, 퇴직급여로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
인 이상 사업장 73.3%, 300인 미만 사업장 13.3%이며, 연금 선택률 3.2%, 일시금 선
택률 96.8%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은 1994년 도입 이후 성장 추세이나, 가입률이 

낮고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가입률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21.4%로, 고소득 
33.5%, 중간소득 21.3%, 저소득 7.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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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

(단위: 원)

기준 구분
전체 연금

(장애ㆍ유족ㆍ노령) 

노령연금

노령연금 전체 완전노령연금

’12.12
최저 39,620 39,620 364,490

평균 301,010 308,880 819,770

’11.12
최저 38,110 38,110 226,580

평균 276,710 281,610 791,490

’10.12
최저 37,030 37,030 238,480

평균 260,124 262,960 770,772

자료: 보건복지부(2013)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자료

이와 같이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는 국민연금 등 현재의 노후소득보

장체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이미 가입연령 초과 등의 사유로 충분한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없었던 현

세대 노인은 국민연금을 통해 본인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다. 미래세대 노인의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국민연금의 낮은 수급률과 낮은 급여수준 문제는 현세대 노령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25%에 

달하는 높은 납부예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민연

금 수급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의 65세 이상 노

인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예상수급률은 2015년 

35.7%, 2020년 41.0%, 2030년 50.2% 수준이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4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도 수급률은 노령인구의 절반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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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국민연금 장기 수급률 전망

2012 2020 2030 2040 2050 2060

65세 이상 수급률(%) 26.6 34.2 40.9 54.4 68.4 78.6

(장애․유족연금
포함 시)

(30.1) (41.0) (50.2) (65.1) (80.6) (91.3)

자료: 보건복지부(2013),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자료

따라서 노인빈곤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현세대 노인문

제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노인문제이기도 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한

층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

가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고 심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세대 및 미래세대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속에서 기

초연금의 도입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정치적 아젠다가 될 수 있었다.

  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

2007년 4월 현세대 노령층 빈곤완화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은 조세로 조달되는 무갹출연금이다. 수급대상은 중하위 70% 노령층이

며,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인 약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은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재정은 공공부조와 같이 중앙 및 지방 재정에

서 분담하도록 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현세대 노인에게 준보편적인 무갹출연금으로

서 9만원 정도의 급여에 불과했지만, 노인들의 체감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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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정치적 절충안으로 도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입

장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의미 부여는 상이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성숙할 

때까지 경과적인 제도로 상정하여,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수급자가 점진

적으로 축소되는 공공부조성격의 제도로 설정코자 했다. 노동계 및 시민

단체는 국민연금 급여 삭감분에 대한 보충급여적 성격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측면에서 기

초연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의의를 평가한 입장에서는 기초노령

연금이 세대 간 이전을 담당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도

움이 되는 제도로 여겨졌지만, 기초노령연금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잠재

적 갈등이 내재된 미완성의 제도였다.

3. 추진 경과 및 실적

  가. 추진 경과

기초연금은 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14년 5월 기초

연금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기초연금 도입

기초연금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훨씬 명쾌하고 대중에게 잘 전달되었다. “65세 이상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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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공

약 중 하나였고, 투표성향의 세대간 균열로 귀결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서 기초연금은 대중파급력이 가장 컸던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인구구성

으로도 비중이 높아진 중고령인구의 표심에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공

약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과 평가가 내려졌다. 

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기초연금 

실행안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기초연금안

을 제안하였다. 

인수위안의 핵심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

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차등하는 방안이었다. 즉 소득수준이 70% 이

하이고 국민연금 비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 가입연수가 길수록 높은 기초

연금을 주는 반면, 소득수준이 상위 30% 수준이고 국민연금 비수급자이

거나 국민연금 가입연수가 짧을수록 낮은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표 4-23〉 인수위 기초연금안

소득하위 70% 소득상위 30%

국민연금수급자 비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비수급자

10년 가입 14만원

20만원

4만원

4만원
20년 가입 16만원 6만원

30년 가입 18만원 8만원

40년 가입 20만원 10만원

주: 단, 공무원,군인,사학교원 등 특수공적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3),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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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안은 모든 노령층을 기초연금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지만, 가

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인

수위 기초연금안은 정치적 약속 위반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의 아이콘이라 믿은 박근혜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

여 분노했다. 게다가 막대한 기초연금 비용마련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

금에서 기초연금 급여를 지출할 수 있다는 인수위원회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인수위안에 대한 비판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신뢰 상실이

외에도 인수위안 비판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초연금액을 국민

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낮게 설계하는 방안이 불안정고

용 근로자집단에게 불리하고, 제도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비가입자 집단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손해라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연금가입자 역차별이라는 오해가 발생했다. 

셋째, 다른 일각에서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높았다.

3)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2013. 3~7) 및 제안

인수위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서둘러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를 구성했다. 세대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와 노동 및 사용자 이해를 대

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고, 전문가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참여

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모든 노인이 아

니라 중하위 70~80%로 한정하자는 것, 그리고 기초연금재정은 국민연

금재정과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초연금 급여비용을 지출한다는 식의 논의는 원천봉쇄하자는 것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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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두 가지 원칙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이한 입

장에서 제안된 기초연금 도입방안 3가지를 병렬적으로 제안하였다. 국민

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초연금 개혁대안들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국민연금, 근로소득, 자산평가

액 등의 합)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1안), 둘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급여액 중 A값이라 불리는 균

등부분 급여액이 기초연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최대 월 20만원까

지 차등지급(2안), 셋째,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3

안)이다. 세 가지 안의 제도 설계와 관련된 특성은 〈표 4-24〉와 같다. 

〈표 4-24〉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대안 특성 비교

구분 1안 2안 3안

제도
설계

대상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80%

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연금급여+근

로소득+자산평가액)에 

따른 차등 급여 

국민연금 A값 10% 

20만원을 상한으로

국민연금급여와 연계 

하여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A값 (균등 

부분)을 제한 차액 

정액의 기초연금 

균일 지급

급여
수준

국민연금 A값 10% 

20만원을 상한으로 

차등급여

국민연금 A값 10% 

20만원을 상한으로

차등급여

국민연금 A값 10% 

20만원을 균등 급여

재원 조세 조세 조세

재정
규모*

2020년 14.5조원 2020년 14.9조원 2020년 18.5조원

2040년 88.6조원 2040년 68.4조원 2040년 112.9조원

2060년 212.7조원 2060년 92.7조원 2060년 271.2조원

주: 3안도 70% 기준으로 추산한 소요재정임. 

자료: 보건복지부(2013)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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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발표(2013. 9.25) 및 국회 제출(2013. 11. 25)

2013년 9월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장관 

간 이견을 보이며 복지부 장관이 반발 사퇴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기초연금법 제정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은 모

든 노인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중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

며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한다. 

둘째, 급여수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되,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경우 국

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소위 A급여) 크기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급여

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인수위안과 반대로 가입기간이 길어 국민연

금 소득재분배급여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연금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하는 순수 

연계안이 아니라 야당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연계안 

및 보편적 정액급여 간 절충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70%이

하 국민연금수급자에게 모두 정액의 10만원(기초연금액의 50%)을 지급

한다는 것은 보편적 정액기초연금 논리를 반영한 것이며, 국민연금 A값

의 크기, 즉 가입기간 10-30년에 걸쳐 기초연금을 10만원 내에서 차등지

급한다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액 구성에서 절반의 비중은 국민연금 A급여에 비

례하여 급여가 결정되는 연계안을 따르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의 비중은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충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정액기초

연금을 모두 절반씩 반영하고자 한 절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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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정부안의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 급여산식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2/3* A급여)+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10만원)

   * 기준연금액 = 모든 세대 노인들에게 최소 공적연금 20만원(2014년 현재가
치 기준) 보장 목표

   * 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 모든 세대 모든 노인들이 최소 현행 기초노령
연금만큼 기초연금 수령

   *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 급여부분 반영
   * 2/3은 조정계수(빈곤, 재정지속가능성 고려)

가입연수
국민연금A급여

(가입기간) 반비례 
세대간 공평연금액

보편적연금액 총 기초연금액

5년 10만원 10만원 20만원

10년 10만원 10만원 20만원

15년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년 6.7만원 10만원 16.7만원

25년 3.2만원 10만원 13.2만원

30년 - 10만원 10만원

자료: 연구진 정리 

셋째, 기준연금액을 국민연금 균등급여 A값이 아니라 20만원을 기준

연금액으로 설정한 뒤 차후에는 이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로 연동시킨다

고 하였다. 부가연금액도 A급여의 50%가 아니라 10만원이라는 기준액

을 정하고 있어 향후 급여수준 전망하기 어렵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

지로 부부 동시수급시 감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비수급자와의 소득역전

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감액을 설정하고 있다.

넷째, 기초연금 재원 부담을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재원부담과 동일

선상에서 국가와 지차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또다시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과 달리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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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단체의 정부안에 대한 주요 비판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정부안은 인수위안과는 역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급

여가 감액되도록 설계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결과

를 낳는다는 점,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없어져 국민연금제

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이 모아졌다.

둘째, 법조문에서 기준연금액이,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소득

재분배급여의10%로 설정되지 않고, 2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제시되었

고, 차후에 기준연금액의 연동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즉, 전가입자 

평균소득)에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기준하여 변동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득상승률보다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는 계속 절하됨으로써 후세

대의 기초연금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5) 여·야 합의에 따른 기초연금법안 마련(2014.4.30) 및 기초연금법 제정

(2014.5.2)

정부안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

의 논의를 거쳤고,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4월 30

일 여야 절충안이 마련되었고,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4년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

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과 같이 국민연금 A급여(가입

기간에 비례)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는 A급여(가입기간)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30만원 기준의 근거는 2013년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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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평균 연금액 이하의 저

연금 노인들이 최대한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급여가 30만원 이하인 저연금자

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최저연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저연금자, 특히 짧은 가입기간 뿐만 아

니라 저소득으로 인한 저연금자에게는 기초연금 전액을 보장하는 방식으

로 기초연금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30만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기준연금

액(2014년 20만원)의 150%로, 기초연금이 증가할 때 같은 비율로 증가 

(물가 + 5년마다 보정)한다.

또한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3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안 그대로 10~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전체 수급액 역전 방지를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

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즉, 국민연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

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을 받게 된다.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한 혜택 규모는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인 사람 중 

12만명이 새로이 20만원 수급하게 되었으며, 국민연금 30~40만원인 사

람 중 3만명이 당초 정부안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4년 5월 2일, 여야 합의로 기초연금

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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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 실적: 기초연금법 제정 및 집행

1) 기초연금법 제정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구기준, 

하위 70%)인 경우이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같이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고, 실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선정기준

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70%에게 지급되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명문

화하였다. 단,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퇴직ㆍ퇴역ㆍ장해ㆍ유족 포함), 연

계연금수급권자(퇴직ㆍ유족) 및 그 배우자는 국민적 정서 고려, 급여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초연금법 주요 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자(법 제3조)

  - 65세 이상 중하위 70%, 단, 공적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제외

◯ 재원(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조달, 단, 국민연금기금에서 조달은 금지

◯ 기초연금급여액 산정(법 제5조)

  - 기준연금액(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½

  - 국민연금수급권자(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연계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에서 국민

연금 소득재분배금액에 2/3을 곱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 단, 국민연금 중복급여 금지로 지급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에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 특례(법 제6조):  국민연금액 등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

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 부부감액(법 제7조):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각각의 기초연금

액에서 각각 20%를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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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 조달한다. 기초연금 소요재정은 2015년 10조 3,300억원, 

2040년 100조원, 2060년 228.8조원이다.

〈표 4-26〉 기초연금 소요재정

(단위: 조원)

연 도 2015 2016 2017 2040 2060

현행 기초노령연금 6.12 7.14 8.38 111.63 263.77

당초 정부안 10.25 10.86 11.44 99.83 227.98

조정안 10.33 10.95 11.54 100.03 228.83

자료: 보건복지부(2014. 5. 2)

중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 20

만원 지급하고, 그 외에는 정부안대로 연계한다.

〔그림 4-17〕 기초연금법의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자료: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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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되, 국

민연금이 30~40만원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 기초연금 ≧ 50만원이 

되도록 최소 기초연금액 보장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사

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며,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이 20~10만원으로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14년 기준 약 1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2015년(1

년 치) 정부안 대비 806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표 4-27〉 혜택 규모 및 소요비용 변화

계 ~30만원 30~40만원

15만명 12만명 3만명

2015~2017
2040 2060

2015 2016 2017

정부안 102,501 108,608 114,422 998,340 2,279,754

대안 103,307 109,495 115,449 1,000,266 2,288,279

정부안 대비 806 887 1,027 1,926 8,525

자료:보건복지부(2014. 5. 2)

한편,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

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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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되고, 5,210명(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초연금 실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시작하여, 8월말 현재 65세 이상 어

르신 중 420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전액 수급자가 388만명

(92.4%)에 이르고, 감액 수급자 32만명(7.6%)이다. 단독·부부1인 가구 

20만원, 부부2인 가구 32만원이 지급된다.

단독 또는 부부 1인 가구로서 월 20만원을 받는 분은 238만명, 부부2

인 수급가구로서 합계 월 32만원을 받는 분은 150만명이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액을 전액보다 적게 받는 분은 7.6%

인 32만명이다. 

〈표 4-28〉 수급자 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

수급자 유형
기초연금 급여액

20(16)만원 10(8)~20(16) 2~10(8)

무연금자1)

〔2,962천명  70.5%〕

2,863천명

(96.6%)

70천명

(2.4%)

29천명

(1.0%)

국민연금 수급권자2)

〔1,242천명  29.5%〕

1,021천명

(82.2%)

187천명

(15.1%)

34천명

(2.7%)

합계

〔4,204천명〕

3,884천명

(92.4%)

257천명

(6.1%)

63천명

(1.5%)

주: (   )는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1)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 포함
     2) 국민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국민연

금 유족․장애연금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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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정책과제

  가.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기초연

금안은 대통령 공약과 명백한 거리가 있는 안으로 여겼다. 모두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입장에서 보면, 상위 30%는 전혀 받지 못하고 국

민연금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

급한다고 하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범위를 중하위70% 수

준에서 점차 축소시켜 나가고자 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즉 기초노령연

금을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별적 공공부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은 역사적으로 평가받

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도입 당시부터 배태되어 있었던 제도의 모호한 정체

성, 즉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제도 성숙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역할을 담당

하는 선별적 공공부조로 보는 관점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서 세대 간 부양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상반된 제도 발전전망이 병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기초

연금안은 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싹을 끊어내고 보편적인 기초연

금으로서의 제도정체성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보편적 기초연금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관점 내에서 나눠지는 비교적 지엽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보편적

인 기초연금이 담당하는 역할을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연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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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준 보충으로 보는 견해와 세대 간 부양을 전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쟁점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는 유일한 공적연금으로 주어지고, 국민연금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급여

수준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기초연금 차등지급

에 반대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연금은 자녀부양을 사회화한 세대 간 소득

이전을 담당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급여에 포

함되어 있는 기초연금적 성격, 즉 세대 간 이전 부분을 감안하여 기초연

금의 급여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 부분과 기초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노인이 균등한 크기

의 세대 간 이전을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 간 이전 

부분이 커지는 만큼 기초연금 차감액이 증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을 통해 기대하게 된 급여액 20만원보다 작게 받게 

되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받고 있

는 세대 간 이전액을 고려한다면 결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안은 기초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만원은 정액으로 보장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비수급

자에 비해 세대 간 이전의 혜택을 더 누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보

는 사람은 없다. 기대했던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느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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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쟁점 1: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와의 연계의 타당성

연계는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세대 간 이전

(intergenerational transfer)은 자녀세대로부터 노령세대로 이루어지

는 소득 이전이며, 자녀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제도화한 공적연금의 역

사적 본질적 특성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재원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보험료+기금운용 

이식금(利息金)38); 둘째,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전; 셋째, 자녀세대로부터의 세대 간 소득이전이 

그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수급자의 평균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생애연금부담 대비 

생애연금급여로 계산되는 연금수익비가 2.0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급여

비용의 50% 미만이 연금수급 세대가 적립한 보험료로부터 조달되는 것

이고, 급여비용의 50% 이상은 자녀세대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단순히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근본적 의미에는 국민연금 수

급자에게만 가능했던 세대 간 이전 혜택을 국민연금 비수급자인 중하위 

노령계층에게 세대간 이전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세대내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

런데, 중하위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도 세대

간 이전을 받고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세대 간 이전을 받게 되는 중복 수

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 간 이전’의 수

준을 공평하게 균등화하는 것이 정당하다.

38) 기금운용 수익금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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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에 근거한 보편적 기초연금과 소득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이 제

도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제도의 구조적 분리에 

따른 기능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의 필요성이 발생한

다. 국민연금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료를 

낸 권리에 입각하여 국가가 약속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

실 국민연금 급여액의 50%는 미래세대로부터의 이전분으로 조성된 것이

다. 기초연금은 급여 전체가 세대 간 부양의 개념에서 세대 간 이전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어르신에 따라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 기초연금과 국민

연금을 받는 집단, 국민연금만 받는 집단이 있는데, 어느 한 가지 제도만 

적용을 받든 아니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적용받든 상관없이 미래 자녀세

대로부터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이전’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현행 제도체계 하에서는 국민연금에

서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분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기본적인 정당성은 재정축

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을 맞추는 것에 있다. 

왜 굳이 세대 간 이전분을 공평하게 맞춰야 할까? 세대 간 이전이 모든 

자녀세대가 모든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분은 5명의 자녀를 낳아 뒷바라지하다 도저히 형평이 여의치 않아 국민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한 분이시고, 다른 한분은 독신으로 여유롭

게 사시며 국민연금을 착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5명의 자녀는 열심히 일하며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있고, 이것을 재원으

로 국민연금급여의 세대 간 이전분과 기초연금의 급여지출이 이루어진

다. 전자의 노인은 자녀를 5명 두었지만 국민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였

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 간 이전은 받지 못한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이전에는 국민연금 외에는 세대 간 이전의 통로가 없어 국민연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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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만 세대 간 이전을 누릴 수 있었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부당한 일

이었다. 다행히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어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세대 간 

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노인이 보험료부담 여부, 소득계층 고저를 막론하고 자녀

세대가 노인세대를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성격의 ‘세대간 이전’만큼은 공

평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부합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분을 고려하여 기초

연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왜 연계라는 복잡한 선택을 해야 하나? 그 이유는 제도발전의 경로의존

성 때문이다. 경로의존성은 제도발전에 있어서 과거의 선택에 따라 현시

점의 선택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세대 

간 이전을 담당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과 부담과 급여를 보다 밀접히 

연계한 ‘국민연금’으로 갈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 급여와 기

초연금을 연계하는 제도의 복잡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하와 중하위 70% 노

인에게 기초노령연금 도입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었었고, 각자 입장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달리 해석하는 동상이몽이 펼쳐지게 되었

다. 예컨대, 노총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급여율 

대폭인하에 대한 급여 보상분으로 보고 있었고,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성숙기까지 운영하는 경과적인 공공부조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했고,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실현 관점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평가한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단순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이 확보되는 ‘사회정의’ 실현의 교두

보로 보고,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세대 간 이전을 담당하는 제도로 만들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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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기로는 세대 간 부양이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은 모두 기초

연금이 담당하고, 국민연금은 노후의 적정소득보장을 위해 본인의 갹출

과 소득계층 간 재분배에 바탕을 두고 급여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제도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담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도발전의 경로의

존성상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이 세

대 간 이전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국민연금에 포함된 세대 간 이전 부분

을 없애는 방안이다. 소득계층이나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이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국민연금이 세대 간 재

정독립적인 제도로 변화되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 개혁의 내용은 국민연

금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여 미래세대로부터의 보조 없이 국민연금 적립

기금에서 당세대 연금급여를 조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인이 적용받는 제도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및 기

초연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의 총합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

안이다. 즉, 서로 다른 제도에서(국민연금, 기초연금) 각각 미래세대 부담

으로 조달되는 ‘세대 간 이전 기능’의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실질

적(기능적) 기초연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태도와 기대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려

서 세대 간 재정독립적인 제도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와 같이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재정독립이 될 정도로 국

민연금 보험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국 연금제도의 발전 맥락에서 서로 구조적으로 분리 운영되

는 제도에서(국민연금, 기초연금) 각각 미래세대 부담으로 조달되는 ‘세

대 간 이전 기능’의 부분을 ‘하나의 기능적 층’으로 간주하여 제도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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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를 넘어 ‘실질적(기능적) 기초연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는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구상이다. 

연계 자체를 제도의 특성으로 보면 곤란하다. 만약 200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세대 간 이전’을 담당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과 ‘부담과 급여를 

보다 밀접히 연계’한 ‘국민연금’으로 갈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연

금 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제도의 복잡성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세대 독립적인 재정으로 갈 수 있었다면 기초연금은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 그 시대 

제도 간 정합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연계의 기본적 특성

은 소득비례연금이 있고, 그것에 더하여 pension test를 통해 최저연금

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연금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 쟁점 2: 성실가입자 역차별? 불안정 단기가입자 보호

(쟁점 2-1) 인수위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

계했고, 정부안은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기초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되

었다. 기초연금 급여액의 측면에서 인수위안은 불안정 근로 단기가입자 

에게 불리, 정부안(법통과안)은 성실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을 상기한다면, 적절하지 

않다. 첫째, 기초연금의 성격을 세대 간 이전 급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는 관점에서는 세대간이전의 크기를 균등화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액

의 세대 간 이전 크기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이 결

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세대 간 이전의 크기 차원에서 급여수준의 공

평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수급권자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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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전급여는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집단보다 높다.

둘째, 논의 차원을 가입기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국민연금에 세대 간 이전분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가입기간이 세대 간 이

전액을 결정짓는 급여산정요소이므로 가입이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사실 가입기간 자체가 기초연금급여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세대 독립재정으로 구성된다면 세대 간 이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셋째, 공적연금에 있어 개인별 급여수급의 유,불리로 연금논의를 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의 비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8〕 가입연수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 비교

자료: 필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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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가입연수별 국민연급과 기초연금 급여 비교

자료: 필자가 계산

(쟁점 2-2) A값의 10%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이미 확보된 

권리이므로 국민연금수급권자에게 2028년에 A값의 10% 수준의 기초연

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후퇴이며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연금수급권자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50% 내외이다. 2007년 기초

노령연금 도입 직후 국민연금수급권자의 세대 간 이전 중복성 문제를 해

결하고자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가 구성

되었었다. 이미 세대 간 이전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으나 그 당시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수습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수급권 기확보 

권리 중심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연금제도 정합성과 공평성 차

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금급여 수준의 저열성은 기초연금 급

여수준을 높이든지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완하는 것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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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연계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으

나 국민연금 노령연금급여가 지금과 같이 평균 34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

황에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점이 자동적으로 고려되어, 국민연금급여가 낮고, 

따라서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 간 이전이 작은 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 감

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제도정합성과 공평성 관점에서 연계장치

를 마련해 놓지만, 본격적인 연계장치 작동은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 간 

이전 급여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할 때이다.

그리고 사실상 국민연금수급권자 중 기초연금수급권자의 비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국민연금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수급

권자가 48%에 불과하였고, 기초연금수급권자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와 동일한 중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수급권자 중 

기초연금수급권자는 5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

권자 중 50%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50% 중 현재는 90% 이

상이 20만원을 수급하지만, 향후에는 그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표 4-29〉 국민연금 수급여부별 기초연금 수급자 예상분포

전체
598만명 (100.0%)

국민연금 비수급자
414.5만명 (69.3%)

국민연금 수급자
183.5만명 (30.7%)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비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비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비수급자

391만명 207만명 303만명 111.5만명 88만명 95.5만명

65.4% 34.6%
50.7%

(73.1%)

18.6%

(26.9%)

14.7%

(48.0%)

16.0%

(52.0%)

자료: 보건복지부(2013) 자료를 기반으로 필자가 계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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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쟁점 3: 기초연금액 수준의 가치절하: 국민연금 A값 연동 vs. 

물가상승률 연동

기초연금액은 세대간 연대의 크기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세대간 합의에 

의거하여 설정하는 성격의 급여이다. 세대 간 부양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성격의 급여이다.

그렇지만, 한국 연금 역사에서 국민연금의 A값에 기준하여 기초노령연

금의 급여수준을 설정해 왔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적 성격을 강조하고 

기초노령연금이 세대 간 이전 급여라는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수준도 A값에 기준하여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이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안(법통과안)은 행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기초연금액의 기

준연금액 설정시 A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하는 정액으로 

설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로 조정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년마

다 정액 급여수준을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실 급여산식을 일괄 적용하면 행정적 어려움도 크지 않고, 기

초연금액은 모든 노인에게 동일금액으로 지급하는 법정신에 따라 매년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국민연금 A값의 경우 소득증가율에 따라 인상되는데, 소득증가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 결국기초연금액의 가치가 절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쟁

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A값 인상률과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간 비교 

결과, 우려대로 물가상승률이 1% 포인트 가량 낮다. 매년 1% 가량 낮은 

인상률이 누적되면 5년 후 급여액 재설정시 인상폭이 매우 크지 않는 한 

기초연금급여수준의 가치절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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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국민연금 A값 인상률과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국민연금 A값 인상률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최근 5년간 최근 10년간 1988~

3.17 3.88 7.43 2.22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마. 쟁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소득인

정액 포함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종의 사회안전망이다. 제도 역사적으로는 먼저 

도입되었지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최종안전망 이전에 작동하는 사회

보장제도이므로 선 사회보장, 후 공공부조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급여가 

지급되고, 이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 이후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빈곤선 부족액만큼을 보충해주는 것이 제도 논리적으로는 타

당하다.

쟁점은 현행 공공부조 급여액이 충분치 않으므로 기초연금액을 중증장

애수당이나 한부모가구 지원액과 같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구특성상 추가지출 소요가 많아 필요최저생계비가 높다고 평가된 중

증장애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가적 생활비성 급여와 노령층에 대한 

준보편적 급여성격인 기초연금은 그 성격이 상이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현실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해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평하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으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주거급여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

금액은 본래 급여의 성격과 같이 공적연금소득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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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쟁점 5: 기초연금의 재정책임

기초연금의 성격을 연금 성격으로 인정한 이상 재정책임은 원칙적으

로, 지자체와 분담하기 보다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사. 쟁점 6: 노인빈곤해소와 기초연금

노인빈곤 해소는 기초연금 개혁의 주요배경이며,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주요 정책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20만원 수준

의 기초연금 도입만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기초연금은 빈곤층 표적의 제도가 아니라 보편적인 세대 간 부양을 담

당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빈곤 해소는 기초연

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이 모두 일정부분 기여를 하게 된

다. 그러나 공적, 사적 소득보장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노인빈곤층에 대해

서는 노인빈곤층을 별도로 표적화한 추가적 공공부조적 소득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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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 분야 국정과제

보건 분야 국정과제는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

료서비스체계 구축 등이다.

〔그림 5-1〕 보건 분야 국정과제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1 경제부흥 � 창조경제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 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재구성.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확대와 해

외진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계획했으나, 이해당사

자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를 합리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부처TF를 구성(2013.1.10)하고, 

해외환자 유치 융․복합 서비스 모델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 12. 13)를 개최하여 ‘보건의

결 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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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를 포함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

께 의료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범정

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 따

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2014. 9.16)되어 의료법

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병상을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2014년 9월부터 실시하여 원격진료의 안정성 

검증과 도서벽지 및 특수지역의 보건의료전달체계 갈증을 해소하고 있

다39).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을 통한 보

건의료분야의 투자확대와 해외 진출로 인한 일자리 부가가치창출에 있

다. 현재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 등은 병원 내외에서 별도의 사업체로 장

례식장 및 식당 등을 운영 중이지만 동일법인 내에서 자법인을 설립할 수

는 없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역시 현재 경증환자와 개별 병원 중심으로 분

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프라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예를 들면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다변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질서를 마련하

고, 해외환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다 선제적으로 제

도의 법적 근거와 국내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및 국

민 의견 수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의사와의 상담, 교통, 숙박 

등을 지원해주는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 인력의 양성에도 일정 수준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

39)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보건․고령친화산업 관련 핵심이슈들과 
정부 발표, 보도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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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어

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는 정부에서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분야

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

도 개선, 독거노인 돌봄 강화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보건 분야의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진료

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은 급증하는 진료비의 증가를 완화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국정과제 추진과 연관된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를 중심으로 진료비 지불제도가 결정되어 있고,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

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술)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공단병원

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이다. 보건의료미래기획

단(2011)은 중장기적으로 병원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통해 장

기적으로 통합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때 성과연동 지불제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으로 성과 보고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

브와 질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건강 예방 및 국민 건강의 질 향상이라

는 다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국정과제로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보건의료서비스 체

계 구축에 투입하고 있는데, 최근 담뱃값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건강증진사업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사례이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 수급 및 질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단시일내

에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비해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은 정부의 노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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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문이다. 현재 의원/병

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미분화되어 의원과 병원의 과잉 경

쟁,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의료전달체계의 비정상화 현상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의 구

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해서도 급성기 중심

의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과다한 의료비 지출 요인을 효율적으

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요양병원은 재활치료 및 내과질환치료, 치매치료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으나 절반 정도의 요양병원은 적극적인 환자 치료보다는 특별한 

기능 없이 요양시설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요

양병원에 재활요구도가 있는 환자 수에 비하여 실제 전문적인 재활치료

를 받는 환자는 매우 소수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 때, 제대로 공급되고 있

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요양병원 화재사고 및 사무장 병원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2014.4.5)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의 질을 제고

하고,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2014.6.2~8.31)을 실시하여 의료의 질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2014.8.21)하였다. 이에 더하여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 보고서를 통해 통합의료체계 개

발 지원 작업 추진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중

간단계인 아급성기 병원을 의료전달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

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아급성기 치료의 목적은 원활한 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조기 복

귀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급성기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가 환자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즉 아급성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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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재활치료. 복합적인 임상치료, 노인평가 및 사례관리 등 포함하여 

급성기 치료와 재활서비스, 전문 간호 및 재활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

료, 언어치료, 임상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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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 분야 국정과제

사회 분야 국정과제는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

계 구축,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50 장애인의 권익보

호 및 편의증진,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59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

우개선,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등이다.

〔그림 5-2〕 사회 분야 국정과제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43 저소득층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59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성장 도모

주: 국정기조 2(국민행복)-국정전략 4(맞춤형 고용․복지)에는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 46 청소년 역
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등의 국정과제도 있으나 본 연구원에
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함.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 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재구성.

정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복지급여기획단」을 구성․운영(’13.4.12~)하여 개편방안을 마련

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13.5.14)에서는 『맞춤형 복지

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제4차 사회보장위

원회(’13.9.10)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



제5장 결론 245

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13.6.28) 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행정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통합

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

준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설

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2014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였다.

또한 올해 초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와 긴급복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동안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빈곤완화에 기여하였으나 빈곤에 대한 사전

예방은 미흡했고,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에 집중

하여, 긴급지원 등을 통한 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차상위계층에 대

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긴급복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소한 대상자, 일회적인 현금지원 

위주 지원 및 체계적 사례관리 미흡 등으로 빈곤예방에는 한계를 보였다. 

2013년 기준 긴급지원 집행액의 88~93%가 의료지원에 집중되고 있으

며, 긴급지원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혜율이 45.1%(’10년)로 빈곤전락 예

방기능에는 미약한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누

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

한 맞춤형 복지급여와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중산

층 복원 정책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 및 전략에

도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중산층 도약기반 마련하고 있다.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

원, 차상위지원사업 등 개별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긴급지원제

도의 위기사유 확대와 선정기준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고, 지자체 재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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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대를 통해 선제적 대상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긴급지원제

도 선정기준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질병·부상, 유기·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대도

시 기준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이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일명 송파 세 모녀법) 3건이 

2014년 연말 국회를 통화하였다. 이는 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해 지자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노력 

규정,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 관련 직종 종사자 

추가,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 실시 및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사통망) 연계처리의 근거를 규정,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선지원을 

위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권한 부여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기준, 그리고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등의 측면에서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하

였다. 2015년 예산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교육훈련비가 신

설되기는 하였지만, 이전에도 예산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사업의 집행률

이 낮았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단순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포

괄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마련하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판단에 따

라 대상자를 선정할 여지를 부여하고, 현재의 일시적, 제한적 급여 수준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적으로 발굴한다면 가시적이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장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의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그 성

과가 장기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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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고용복지의 

핵심이다. 국정과제를 통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 기반은 마련했으나 아치 

초기단계로서 가시적 성과 달성은 미흡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00)와 더불어 고용보험(’95), 자활사업(’00), 취업성공패키지

(’09), 근로장려세제(EITC, ’09) 등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복지 연계정책들이 도입되어 왔으나, 실효성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기반을 둔 고용-복지서비스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및 재정부담 경

감을 위해 활성화(activation) 및 창구 단일화(one-stop service) 등을 

통한 근로-복지 연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

본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15년)이며, 근로빈곤층

은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로 배치하여 일

반 노동시장 진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

사업(’13.9~, 53개 시군구)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추진(’14.5~, 126

개 시군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의뢰하고,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는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 등)에서 집중관리로 재도전을 도모

하는 two-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현행 희망리본 사업은 개인·

가구여건 등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전환하고, 취업성

공패키지 탈락자 및 취업실패자들이 희망리본으로 배치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일자리 통합 수행을 위해 지자체 일선 전달체계에 가칭 

‘내일행복지원단’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을 위한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운영과 통합신청·접수 창구 운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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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정보제공, 급여 및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관리 기능 수행을 기본

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금융, 보건 등 추가적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상담․접수 

인력 등을 함께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고용복지센터 선도지역 선정 및 개소(’14) 후 운영 성과 등

을 토대로 고용-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전

략이다(~’17).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체계적 자립지원을 위한 가칭 ‘빈곤

의 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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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는 47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4 무상

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등이 포함된다.

〔그림 5-3〕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47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주: 국정기조 2(국민행복)-국정전략 4(맞춤형 고용․복지) 중 48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
고,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등에도 포함되나 주된 내용만 작성함.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 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재구성.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는 출산과 고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직간

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저출산․고령화 분야에 직접적

으로 연관이 있는 임신 및 출산과 노후소득보장에 관련이 있는 기초연금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베이비부머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설계를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산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상황이 아니다. 

전반적인 국민의 교육수준과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만혼과 고령임

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관련한 정책은 결혼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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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산을 장려하는 개인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출산정책의 타겟팅이 보편적인 대중을 향할 경우 그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 반면에 출산정책의 타겟팅이 

특정 대상을 향할 경우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출산정책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전환이라는 장

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11년부터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출산에 직접적인 지원을 맞춘 단기적인 정책 과제이다. 역설적이

게도 분만취약지 지원 지역은 증가하지만 정작 분만취약지는 많이 줄지 

않고 있다. 또한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들도 운영상 적자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임신ㆍ출산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

한 점검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만이 산모와 신생아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인

데 반해 현행 분만지원사업은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분

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도 요구된다.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신·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령기로 전환하는 시점에 직면한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설계 교육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소득보장체계 외에도 여가활동, 사회관계 등 다양한 욕구를 필요로 한다. 

이미 건강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설계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



제5장 결론 251

에서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노후준비 지표 개발, 노후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전달체계 및 서비스 영역과 범위에 대한 

불명확하고, 법적 기반이 불안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정책의 제공을 극복하고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2013. 5.)하였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노후설계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노인빈곤율의 증가와 노인자살률 증가, 

노인층의 삶의 질 만족도 저하 등의 산적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인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다.

단기적으로 베이비부머에 대한 노후설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노령을 전생애주기 중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생애설계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

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각성을 촉구하고 비전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이 요구된다. 

현재 국정과제의 추진은 노후설계 선도 지자체를 육성하고 은퇴한 베

이비부머들을 노후설계 서비스 상담인력으로 양성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근거 법의 제정이 필요하

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

에 기반을 둔 노인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생애설계 교육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

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그 가시적인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소득보장정책

이자 노인복지정책이다. 대통령선거 당시 정책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집

권 초기 정책 역량과 거버넌스를 기초연금에 집중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여야 협의체 등 정책전문가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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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학계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다양한 논의들이 기초연금의 도입

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다.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고 7월부터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여

전히 논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성실가입자를 역

차별한다는 오해와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면서 가치

가 절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상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의 설계와 기초연금액의 증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저성장기조로 정부의 세입은 줄

어들 전망인데 반해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보편적

인 급여 제공에 따른 정부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이

후의 정책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초연금의 도입이 선진

국의 2배 수준에 달하는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서 제 역할을 할 것인가에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빈곤

율 감소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지향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첫 정

부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성과를 단기적이고 가시적으로 측정하는 데 

함몰되어서는 곤란하다. 전략을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의 기반을 확보하

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

제별 추진방안 및 추진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집권 하반기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별로, 사안별로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 시민단

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안을 도출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학습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과 이를 극

복해나가는 과정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향후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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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 역시 여야를 넘어, 정부와 민간을 넘

어, 시장과 제3섹터를 넘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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