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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2년에는 연구의 중점방향을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개발에 두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의 형평성 확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108편, 정책보고서 130편을 집필, 

발간함으로써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부문의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집행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하여 201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2년의 주요 연구계획과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요약, 

2013년 사업 선정내용 등의 주요 연구성과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행사, 정책

토론회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보건복지통계 생산을 위한 전국규모 조사 

수행 등 지난 1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활동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용적 정책대안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능동적이며 근거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하여 정책건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환경 및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집, 연구 지원을 위하여 애를 쓴 연구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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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정책토론회/공청회/학술대회 등 정책포럼 등

1월

2월

- 일본의 노인건강증진 및 영양관리 간담회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 사회보장재정추계 및 통계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발전에 관한 정책토론회

-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창립대회

3월 - 제1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4월
- 201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세션-한국사회의
 아동권: 현재와 미래

- 제2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대구권)
- 제1차 노인장기요양포럼

5월

-  저출산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한
 국제워크숍
- 그리스, 늪에 빠진 복지국가-원인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제3회 복지재정DB 학술대회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봄 학술대회 (공동)
- 100인 복지포럼-국민이 바라는 복지

- 제3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경남권)
- 제1차 장애인정책포럼

6월

- 고령화현상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심포지움(태국방문단)
- 베트남 총리실 공무원 방문단 회의

- 노인틀니급여 및 관리방안 토론회
-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복지분야
- 피임제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
- 노인실태조사결과 및 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  
 토론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포럼
- 제2차 장애인정책 포럼

7월

- 스웨덴 복지지출의 추이와 사회현상의   
 변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 베이비부머 제2의 인생, 우리사회 모두가 만들어 
 갑니다.
-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세미나-인구교육,
 이대로 좋은가?
-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 제4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대전권)
- 제1차 빈곤포럼

8월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 토론회

- 제2차 빈곤포럼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포럼
- 제3차 장애인정책포럼

9월

- 고령화의 인구학적 변천과 보건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를 위한 국제워크숍
- 대만 내정부 차관수행 방문단 간담회

- 사회통합지수연구 전문가 토론회
- 담배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금연세미나
- 사회안전 저해 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우리사회의  
 격차와 모순
- 근로빈곤정책 비교 연구 포럼
- 제3차 빈곤포럼
- 제4차 장애인정책포럼

10월

- 제4회 아시아태평양 건강영향평가 국제 
 학술대회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국제심포지엄

- “대선토론회” 이슈개발을 위한 제1차
 사전토론회-보건의료재정 및 제공체계
-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상대가치 분리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 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이슈개발을 위한
 제2차 사전토론회
-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 제1차 지역복지정책포럼
- 제4차 빈곤포럼
- 제3차 노인장기요양포럼

11월

- 근로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간 연계에 관한
 국제회의
- OECD 패밀리데이터베이스 한국자료
 구축 및 제공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쪽방촌 거주자, 퀵서비스 근로자, 새벽인력
 시장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 제5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 보건의료체계 중장기계획(Beyond 2020)
 정책토론회
- 2013~2017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 제5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서울/경기/강원권)
- 빈곤포럼-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제5차 빈곤포럼
-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좌담회

12월

- KIHASA-NIPH공동세미나-Ways to   
 Improve the Health Care System

- 위기의 식품안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 2012년도 한국사회법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

- 제2차 지역복지정책포럼
- 제6차 빈곤포럼(보사연-복지부합동)
- 제7차 빈곤포럼
- 2012년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워크숍

KIHASA 20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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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청 특강/설명회 등 MOU 원내 소식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중장기적 빈곤정책  
 발전방안 전문가 좌담회
- 명사초청 특강(김율리 의사)

- 2012년 시무식
- 2012년 전직원 대상 통계분석 특강 1월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 교육 -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MOU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MOU

- 신규인력 직무교육
- 2013년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위원  
 연찬회
- 제10대 김용하 원장 이임식

2월

- 2012년 인구교육 시범학교 전체 워크숍 3월

- 명사초청 특강(전만복 실장/박진근 이사장) - 경기대학교와 MOU - 2012년도 연구자문위원회(상반기)
4월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안) 설명회
- 패널관리와 ISO에 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박상찬 교수)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MOU - 제11대 최병호 원장 취임식
-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 교육
- 서울대 간호대생 단체실습 5월

- 보건정책전문가 초청세미나(김상욱 교수)
- 조사방법론에 관한 전문가 초청세미나
 (박상찬 교수)
-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회계조사
 -최종결과 설명회
- e하늘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설명회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 설명회

- 개원 41주년 기념식
- “청념, 미래를 위한 약속” 청념교육
- 연구정보관리도구(Refworks) 이용 교육

6월

- 보건정책전문가 초청세미나(나백주 교수)
- Beyond 2020 워킹그룹 워크숍

-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와 MOU - VIP 방문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7월

- 'HACCP 인증의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초청세미나(김현숙 대표)
- 보건정책 전문가 세미나(조형원 교수)
- 2012년도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연수
-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설명회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과 MOU - 연구윤리추진계획 연구자 대상 교육

8월

- 사회재정통계 전문가 세미나(정창수 교수)
- 연구방법론 특별강연(김계수 교수,
 송태민 연구위원)
- 고령화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성과집행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서정섭 교수)
- 근거이론의 개념과 연구방법 세미나(최지영 교수)

- 공무원연금공단과 MOU - 보건복지 중기 정책방향에 관한
 정책연구협의회

9월

- 교육, 나의 브랜드화!(식품 시험검사분야 교육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Ⅲ)

- 한의학정책연구원과 MOU - 2012년도 연구자문위원회(하반기)

10월

- 명사초청 특강(이시형 박사)
- 장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자연장 사진 전시회
- 보건복지통계발전 워크숍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제2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발표회
-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 평가대회

- 보건복지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2012년도
 워크숍(연찬회)

11월

- 명사 초청특강(박진근 이사장)
- 장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자연장 사진 전시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 및 활용 관련 전문가 토론회

- 1사1촌 자매결연 7주년 기념행사
- 연구원 평가, 감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직원 설명회
- 2012년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 2012년 종무식

12월



주요활동 화보 2012
14 

국제회의

1 저출산과 사회경제적 환경과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워크숍│

 2012. 5.21

2  대만내정부차관 일행 간담회│  

 2012. 9. 4

3       2012년도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관리 연수│  

 2012. 8.19 ~ 2012. 9. 8

4 제4차 아시아태평양건강영향  

 평가 국제학술대회│  

 2012.10. 9 ~ 2012.10 .11

5 근로와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연계에 관한 국제회의│

 2012.11.19

6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한국자료 구축 및 제공 국제회의│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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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2012. 2. 3

2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

 2012. 6.15

3 노인실태조사 결과 및 노인보건복지

 발전방안 토론회│2012. 6.21

4 제1회 인구의 날 기념 세미나

 “인구교육, 이대로 좋은가?”│

 2012. 7.12

5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2012. 7.20

6 스웨덴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도전│2012. 7.26

정책토론회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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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화보 2012
18 

8

7

9

7 담배규제정책개선을 위한 금연세미나│

 2012. 9.19

8 지속가능토론회│2012. 8. 9

9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 수도권 

 인구정책 심포지엄│2012. 9.25

10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2012. 9.27

11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방안 

 정책토론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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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화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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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1 장애인정책포럼│2012. 05. 11

2 100인 복지포럼-국민이 바라는 복지│   

 2012. 5.31

3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2012. 9.26

4 저출산고령사회포럼│

 2012. 8.23

5 제3회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2012. 5.10

6 제5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2012.11.23

7 제4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2012.12.14

8 저출산·고령화대응 학술심포지엄│

   2012.12.17 ~ 2012.12.18

정책포럼 / 학술행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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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화보 2012
22 

연구·학술교류 협약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2.22

2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2. 5.29

3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12. 7.12

4 공무원연금공단│

   2012. 9.14

5 한의학정책연구원│

   2012.10.16

2

1

3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2322 

4

5



주요활동 화보 2012
24 

3

원내소식

2

1

1 제11대 최병호 원장 취임│

   2012. 5.15

2 2013년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위원 연찬회│

 2012. 2. 7

3 -보건복지부-보사연합동정책토론│      

 2012. 9.25

4 VIP방문│   

 2012. 7. 5

5 보건복지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2012년도 추계연찬회│

   2012.11. 8 ~ 11.10

6 연구자문위원회│

   2012.10.19

7  1사 1촌 자매결연 7주년│  

 2012.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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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인원 현황

예산, 연도별 과제 수행 현황

비전 및 경영목표

조직별 주요업무 및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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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

의료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   혁 

1971. 7. 1    가족계획연구원 설립 (대통령령 제5198호 및 법률 제2270호) 

1976. 4.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 (법률 제2857호) 

1981. 7.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인구보건

연구원으로 발족 (법률제3417호) 

1989.12.30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으로 개칭 (법률 제4181호) 

1999. 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로 이관 (법률 제5733호) 

 주요 기능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지원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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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직 도 

(2013년 1월 현재)

원  장

부 원 장

감  사

검사역부설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사회연구센터

연 구 기 획
조 정 실

연구조정팀

기획예산팀

국제협력팀

학술정보팀

생활습관병
연구센터

식·의·약 안전
연구센터

보 건 정 책
연 구 실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건 강 보 장
연 구 실

사회통합
연구센터

지역복지
개발평가센터

보건복지
정보센터

총무팀

사회조사
센터

회계팀

전산운영팀 관리팀

사 회 보 장
연 구 실

사회서비스
연 구 실

통 계 정 보
연 구 실

경 영
지 원 실

저출산정책
연구센터

고령사회
연구센터

연금연구센터

인구전략
연 구 소

 인원 현황 

(2013년 1월 현재)

구분 현원 계

임원 원장 1 1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7

89
연구위원 39

부연구위원 24

전문연구원 19

전문직
책임ㆍ선임전문원 7

8
전문원 1

행정직
책임ㆍ선임행정원 10

17
행정원 7

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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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감

금액(C=B-A) 비율(%)(C/A)

수  입

•정부출연금 16,746 17,504 758 4.5

•자체수입 14,204 13,524 △680 △4.8

합    계 30,950 31,028 78 0.3

지  출

•인건비 8,182 8,772 590 7.2

•연구사업비 21,125 20,612 △513 △2.4

•경상운영비 1,213 1,238 25 2.1

•시설비 430 406 △24 △5.6

합    계 30,950 31,028 78 0.3

 연도별 과제 수행 현황(2010~2012)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기본연구과제 32 38 43

협동연구과제 2 2 2

수시연구과제 7 10 12

일반연구과제 11 11 12

수탁연구과제 119 144 127

계 171 205 196

※ 종료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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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경영목표 

3대
경영목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 연구기관

연구의 질 향상과 경영

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편

경영목표 3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경영목표 2

VISION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

경영목표 1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 확산

연구역량 강화
근거기반 연구를 위한

통계정보 인프라 강화

한국 상황에 맞는 창의적

복지 패러다임 연구

생산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연구 강화

국가의 사회정책 평가와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재정구조 안정화
정책현안 동향 파악을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지속가능하며 위기에 대처

가능한 복지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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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부문

•�중장기 국가 인구전략 연구

•�인구 동태분석 및 정태분석

•�인구·가구 추계, 안정 인구 및 적정인구 

추정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인구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및 평가 

•�인구 관련 교육·홍보 연구 및 효과 평가

■ 저출산부문

•�저출산 극복 정책 개발

•�저출산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및 평가 

•�저출산 현상 관련 각종 사회제도 조사 

및 분석

■ 고령사회부문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

•�고령사회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및 평가

•�고령사회 관련 각종 사회제도 조사 및 

분석

•�장기요양 등 기초분석 및 제도발전 연구

•�고령친화산업 및 장사정책 연구

■ 연금부문

•�인구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실

태를 고려한 연금제도 개선방향 연구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재정평가 연구

•�중장기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금운용

정책 연구

이 름 직위·직급 연구분야

이삼식 소장, 저출산정책연구센터장 인구분석, 인구정책개발, 다문화, 북한

정경희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노인복지, 고령정책, 장기요양서비스, 가족부양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 공적연금, 다층소득보장, 복지재정, 효과적 은퇴준비

선우 덕 연구위원 장기요양, 노인보건복지, 노인사회활동지원, 고령화대책

신윤정 연구위원 저출산, 영유아보육, 가족, 아동

오영희 연구위원 노인보건정책, 노인여가복지정책, 고령화정책

김은정 부연구위원 보육서비스, 가계소비, 가족정책, 소비자경제

박종서 부연구위원 가족사회학, 일-가정양립정책, 저출산정책

염주희 부연구위원 노인복지, 고령자 사회참여, 연구방법론

이상림 부연구위원 인구변동, 결혼 및 가족, 다문화 및 국제이동

이소영 부연구위원 사회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임신출산정책, 사회조사방법론

이윤경 부연구위원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기요양, 정책설계 및 평가

 조직별 주요 업무 및 연구진 

 인구전략연구소 

•�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급격한 인구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인구에 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연구기반 구축

•� 저출산정책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금연구센터 등 3개 센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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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 부문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연구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국민의료비 및 의료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건강정책 연구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 모자보건, 구강보건 등에 

관한 연구

■ 생활습관병연구 부문

•�생활습관병(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식·의·약안전연구 부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

정책에 관한 연구

•�의약품 안전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공중위생 및 공중보건 정책에 관한 연구

이 름 직위·직급 연구분야

정영호 실장,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 보건경제, 보건의료정책, 의료재정 및 의료비, 건강증진, 보건산업

정기혜 식의약안전연구센터장 식품안전, 공중위생, 정책평가

김남순 연구위원 근거중심보건의료, 의료의 질, 기후변화와 건강

김정선 연구위원 식품정책, 식품안전관리, 식품위해분석

김혜련 연구위원 건강증진, 보건영양, 다문화가족 건강

서미경 연구위원 보건교육, 건강증진

오영호 연구위원 보건정책, 의료인력, 의료자원

최은진 연구위원 담배안전관리, 건강영향평가, 청소년보건교육

최정수 연구위원 공공보건의료, 모자보건, 보건정책

황나미 연구위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정책, 통일대비 보건정책, 저출산ODA

고숙자 부연구위원 보건경제, 보건정책, 건강증진

곽노성 부연구위원 식품규제, 식품행정체계, 건강기능식품

김대중 부연구위원 보건정책, 산업조직, 복지용구

윤강재 부연구위원 보건의료정책, 한방의료정책, 공공보건의료

 보건정책연구실 

•�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국민들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생활

습관병 및 식·의·약안전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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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장연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사회갈등 및 사회병리현상 해소를 위한 사회정신건강 연구

■ 건강보장 부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건의료 자원 적정 수급·관리에 관한 연구

•�의료비 지출 및 보건의료재정관련 연구

•�의약품 및 약가제도 관련 연구

■ 사회정신건강연구 부문

•�사회정신건강 실태조사·분석

•�사회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원인 분석 연구

•�사회병리현상 해소와 사회정신건강증진 연구

이 름 직위·직급 연구분야

신영석 부원장 건강보험, 의료급여, 사회재정

이상영 실장,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 보건정책 및 건강보장, 보건경제, 건강증진

강희정 연구위원
건강보험제도·급여, 부당청구 및 사후관리, 의료공급자
프로파일링 및 성과평가

김진수 연구위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박실비아 연구위원 의약품정책, 의약품산업, 의료보장

신현웅 연구위원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정신보건, 의료정책

김동진 부연구위원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건강영향평가

박은자 부연구위원 의약품정책, 약물역학, 노인건강

황도경 부연구위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보건의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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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연구실 

•�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종합연구

■ 사회보장연구 부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 관련 연구

•자활지원제도 등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 연구

•빈곤 및 소득 불평등 관련 연구

•한국복지패널 조사 및 관련 연구

•저소득층 대상 현금 및 현물지원제도 관련 연구

■ 사회통합연구 부문

•분야별, 집단별 사회적 갈등의 실태 및 해결방안 연구

•국민의식 조사 등 사회통합의 실태 관련 조사 및 연구

•사회통합관련 제도 개선 발전방안 연구

•사회통합의 실태 및 정책적 대응 관련 지표 연구

이 름 직위·직급 연구분야

노대명 실장, 사회통합연구센터장 기초보장, 자활사업, 사회통합

김미곤 연구기획조정실장 공공부조, 빈곤, 소득분배, 소득보장

강신욱 연구위원 빈곤정책, 소득분배, 사회통합

김태완 연구위원 빈곤 및 사회분배, 사회정책, 공공부조, 농어촌복지

남상호 연구위원 소득 및 자산분포, 복지재정, 고령화정책

여유진 연구위원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교육불평등, 빈곤정책

이태진 연구위원 주거빈곤, 노숙인지원서비스, 공공부조모니터링

이현주 연구위원 빈곤, 사회복지행정, 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

홍석표 연구위원 사회안전망, 복지지표, 건강보험, 의료급여

김문길 부연구위원 빈곤정책, 불평등, 고령화, 사회보험

최현수 부연구위원 빈곤 및 소득보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정책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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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연구실 

•�저출산·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가족구조 변화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공급확대 등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

■ 사회서비스연구 부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분석, 제도운영 관련 연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거버넌스 연구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조직, 산업 관련 연구

•�사회서비스 사업, 시설 등 평가 및 연구

•�가족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관련 연구

■ 지역복지개발·평가 부문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지역 사회안전망 및 전달체계 관련 연구

•�시도 및 시군구 복지정책 진단 및 평가

•�시도 및 시군구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지역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평가

이 름 직위·직급 연구분야

강혜규 실장,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장 복지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복지행정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정책평가, 가족정책, 인구정책, 아동복지

변용찬 선임연구위원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김미숙 연구위원 빈곤아동, 아동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일자리

김성희 연구위원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실태조사, 직업재활

김유경 연구위원 다문화가족정책, 미혼모·한부모정책, 입양정책, 정책·시설평가 

박세경 연구위원 아동/가족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자원봉사

이철선 연구위원 고용복지연계모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산업

정홍원 연구위원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분석, 소득보장정책

박수지 부연구위원 사회서비스정책, 근로연계복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정은희 부연구위원 아동빈곤, 사례관리, 양육

황주희 부연구위원 장애인복지정책,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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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정보연구실 

•� 보건복지부문의 사회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통계와 국가차원의 보건

복지 지표를 생산해 정부, 정책입안자, 학계, 국제기구, 국민 등에게 제공

•� 보건복지정보센터, 사회조사센터, 전산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

■ 통계정보연구 부문

•�근거기반의 기본통계 생산과 사회변화에 따른 통계지표의 평가와 개발

•�생산통계의 활용성 제고와 국제기관과의 통계교류 확대 연구

•�보건복지통계정보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보건복지 IT 기반 조성과 정과관리체계 구축

■ 보건복지정보센터

•�보건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장사정보 TF 및 개인정보통합 TF 운영

•�보건복지 개인정보호 연구 및 모니터링

■ 사회조사센터

•�보건복지부문 사회조사 수행 및 분석

•�조사계획 수립, 조사품질 진단 및 관리

•�조사데이터 및 조사관련 자료 DB 구축

■ 전산운영팀

•�정보화사업 전략계획 수립·기획 운영

•�정보보안 업무 수행, IT 인프라 운영 및 관리

•�웹사이트 기획·운영

이 름 직위·직급 연구분야

송태민 실장 U-Health, 보건정보, 보건복지통계

장영식 선임연구위원 보건통계, 인구통계, 사회지표

도세록 연구위원 보건복지통계, 통계생산방법

오미애 부연구위원 기계학습, 데이터마이닝, 표본설계

정영철 보건복지정보센터장 보건복지정보화 계획 및 평가, 보건복지통합정보

이연희 사회조사센터장 보건복지 정보화, 경영정보, 사회조사

박대순 전산운영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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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연구센터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재정 연구 및 공적연금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재정추계 관련 통계자료 생산 및 구축 

•�보건복지재정추계모형과 추계결과 발표

•�사회예산분석의 인프라 구축

•�사회재정의 규모, 구조, 재정흐름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재정 관련 연구

이 름 직위·직급 연구분야

원종욱 센터장 기금운용, 기금제도, 사회재정, 경제성분석

고경환 연구위원 복지재정, 복지경영, OECD SOCX 추계

유근춘 연구위원 보건복지재정, 경제성평가, 보건의료

고제이 부연구위원 조세정책, 세수추계, 복지재정, 미시모의실험모형

신화연 부연구위원 공적연금재정평가, 장애연금제도, 사회복지예산지출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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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조정실 

•�사회정책 전반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7개 연구실의 연구업무를 기획·조정

하고 사업통합관리

•�연구조정팀, 기획예산팀, 국제협력팀, 학술정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

•�장단기 연구계획 및 경영목표 등 기획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 종합

•�연구사업 조정·관리 및 사업평가관리, 

직원근무평정 총괄

•�기관평가 관련 업무 총괄

•�연구용역(수탁, 위탁) 관리

•�자금 및 운영재원 관리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관리

•�국내·외 정책동향분석 및 연구결과의 

국내·외 홍보

•�국외 관련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해외 

전문가 교육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지식정보자료 수집·조직·축적 및 보존

이 름 직위·직급 이 름 직위·직급

김미곤 연구기획조정실장

박종돈 연구조정팀장 강유구 국제협력팀장

성은호 기획예산팀장 강소선 학술정보팀장

 경영지원실 

•�신축적 조직운영과 합리적 인사관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물적자원의 적정 

관리,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혁신적 경영관리

•�총무팀, 회계팀, 관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예산집행실적 종합 및 기업회계처리

•�물품구매·제조·공사·수리 및 계약 

•�시설 및 장비관리

•�임직원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

•�연구원 행사 기획 및 지원

•�규정관리

•�지출관리

•�청사경비·보안 및 비상계획

이 름 직위·직급 이 름 직위·직급

박천화 경영지원실장 장선경 회계팀장

조남주 총무팀장 김상욱 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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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총괄목표   ■ 미래지향적인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전환

 세부목표  ■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의 형평성 확보

  ■ 안전한 사회 실천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증진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복지재정지출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국민기본보장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복지서비스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통한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온라인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정보통계 기초자료 생성 및 생산, 관리체계 구축

■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의 형평성 확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공정성 확보

•공생발전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공급의 공정성 확보

•공생발전적 사회구현을 위한 능동적 빈곤정책방향 연구

•사회통합적 접근의 빈곤정책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와의 협력·교류 활성화 

•정기적인 빈곤 및 기초보장제도 관련 기초통계자료 생산

•복지서비스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보건복지정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문의 공생발전인 소통, 참여, 공유, 연계 기반을 위한 소셜미디어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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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사회 실천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미래사회 보건의료분야 안전망 확충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식품관리 안전망 확충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복지서비스 부문의 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대응 방안 모색

•보건복지분야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3. 중점연구사업

사업목표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 분석
과 개선방안

근거중심 보건정책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외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정책 사례
분석과 조사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근거
중심보건정책의 발전방안 도출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우리나라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진료비지불 체도, 의료
공급체계, 전달체계)를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료비 규모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지불
제도를 개편하되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료공급 및 전달 체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의
형평성 확보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산층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과 취약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모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여타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복지부 및 타부처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지원
제도가 기초보장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안전한 사회 실천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시행 5년을 지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정책적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지원 및 공급여건을 
중심으로 한 개선과제 및 서비스 정책방향 설정의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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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계획 개요

■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근거중심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보건정책에서 근거활용과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 정책의 근거
활용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여 향후 근거고려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제 도출

2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

사회보험에 의한 건강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의 약제비 예산제 도입과 
시행현황을 비교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국내 

외 제약산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4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환자중심, 일차의료 중심의 지불제도 개선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5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보편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의 
다각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6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요구에 부응한 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7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농어촌의 부족한 보건의료자원과 열악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환경 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건강증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각종 보건의료자원을 조직화하는 방안 마련

8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한 현황 및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신건강서비스 요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9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식품안전연구개발사업을 살펴보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관련 활동의 비교·분석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방안 
제시

10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주기적인 
조사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

11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사전에 진료비 규모가 예측가능하도록 지불제도를 개편하되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료공급 및 전달체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12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건강보험 내부 경쟁현황 및 경쟁사례를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13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인생 100세 시대 도래에 맞추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14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및 노인 의료이용의 실태분석과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노인의료비 증가요인 분석을 통해 노인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15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장애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분석 및 개선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향 제시

16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사회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제와 복지지출의 
상호과정의 가능성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중장기 보건복지재정의 구체적이
고 성공적인 정책방향 제시

17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
능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복지지출 및 재정부담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건전성과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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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명 개요

18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복지지출을 야기하는 사회현상들을 살펴보고, 재정위기에 복지국가의 대응
전략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

19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원
분담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에 대한 구조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재원분담 구조 모색

20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복지재정 
DB를 구축하고, 복지재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지표와 분석 지표를 개발하여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욕구에 대응한 성과 측정

21
2012 사회예산 분석 2012년 사회예산 편성상에 나타난 특징을 보육, 공적연금, 일자리 및 의료

급여 부문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사회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2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복지선진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된 제도와 대응을 살펴보고, 잘 작동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제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관계와 조건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

23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복지선진국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사례를 검토하고 
직역연금의 적자 보전액이 증가하면서 급여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준비차원
에서 장기재정상태 점검

24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의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지출수준을 추정
하고, 관련지표를 통해 개별국가 및 국가유형별로 재정건전성 비교 분석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편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지에 대해 방향 
제시

26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청년근로빈곤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빈곤의 정의를 광의로 해석하고 
청년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지원방안 모색

27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분포와 
노후 빈곤 가능성 분석

중·고령계층 중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분석
하고 은퇴 이후 소득의 충분성을 살펴본 후 정책대안 모색

28
현세대 노인의 빈곤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면밀히 분석 하고, 
좀 더 현실성과 실현성을 갖춘 노후소득보장체계 대안 모색

29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
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원적인 빈곤 측정 방식의 한계를 논하고 다차원
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빈곤집단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

30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변수를 이용하여 빈곤층과 비빈
곤층의 생활시간을 비교 연구하여 커뮤니티 케어 시설 운영에 관련된 제안점 
제시

31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아시아 국가 중 비주류 국가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특징을 파악하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우선 터키를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을 시도하는 계기 마련

32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3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합한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저소득층 중심의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질적
패널자료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34
2012년 빈곤통계연보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의 시계열 변화 제시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마련 및 정책효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35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시행 5년을 지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적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 및서비스 정책방향의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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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동복지지출 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규모 추계

우리나라 아동복지지출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복지지출 동향과
규모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수준 진단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수준 설정

37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심층분석-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구 특성별 실태를 다각적
으로 분석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38
다문화가족 변화와 사회적 대응
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갈등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되고, 사회통합적인 정책기반 마련

39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
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의 연계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연계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Q방법론을 적용하여 향후 정책모의 가능성 제시

40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현황 및 정책과제

다양한 소셜미디와 활용현황과 선진사례분석에 기반하여 보건복지영역에
서의 성공적인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41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2 지속가능한 정책수행과 국민의 보건복지 정보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지표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지표의 동향을 분석 제공

42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이용통계가 되도록 기존의 의료이용 
조사 또는 관련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생산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43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보건 및 복지분야의 조사통계를 중심으로 통계
작성 현황과 효과적인 국가통계생산을 위한 정책제안

■ 수시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Ⅰ, Ⅱ) 실효성 있는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위해 11개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 개혁동향에 대한 총괄적 검토, 고용보험, 연금제도 등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의료보험 등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한·미FTA
중심으로 -

한·미 FTA 협정문의 제5장 의약품·의료기기 상품분야, 제11장 투자분야,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8장 지적재산권 및 관련 부속서, 부록 및
서한 등을 검토하고 한·미FTA 체결 이후 의약품산업의 국제화 전략 제시

3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운영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4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인간의 삶의 과정에 필요한 기본욕구와 과업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건강

수준과 결혼, 출산 및 양육 실태를 파악하여 남북 주민간의 사회적 통합을 
조기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5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선행적 
검토사항을 분석하고 재정추계의 범위, 추계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기준 설정

6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
(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초·중등 검정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 관련 분석을 통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내용 제공 및 최신의 연구결과가 반영되도록 정책 제안방안 마련

7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현재의 보건복지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8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령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후 정책개발 및 법령 제·개정 과정에 효용성 있는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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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명 개요

9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지역별·연령별 패널자료 및 OECD 국가와의 국제비교를 통해 
총량적 자살 실태를 기술적·다면적으로 파악하고 경기지표와 사회지표 등의 
총량지표와 자살률과의 정량적 분석 

10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정립방향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재정 현황 및 재원조달 방식을 분석하고, 한국의 복지
정책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시사점 도출

11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과 강점을
진단하며, 보건의료 정책개선 방향과 과제 도출

12
보건복지 지표. 지수 연구 OECD 30개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부문별 지수 및 종합하는 지표를 작성하여 국제비교 수행

■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개발하는 것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연구 등 31개 세부연구 추진

2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민의료비 적정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적정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3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설계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 4개 세부 연구 추진

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 운영

지역사회 주민의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을 평가하고 발전방안 제시

5
아시아 사회정책 비교연구
(3년차): 빈곤정책

빈곤이라는 주제하에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로서 정부의 탈빈곤 노력에 보다 
많은 제약 요인이 따르는 동남아 8개 국가(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를 선정하여 다양한 빈곤유발 요인 검토

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3년차)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예방·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제공으로 탈빈곤화, 탈위기
화하여 가족의 안정을 도모

7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Ⅱ: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중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보호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실태를 파악하고 이 분야의 확충방안 마련

8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결혼, 출산, 자녀양육, 부모지원, 자녀결혼, 가족보건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대책 강구

9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문항 확보를 통해 국민
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설계 및 평가의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패널자료 
및 조사결과, 연구성과의 정책제안 제공

10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개인과 가구단위에서의 의료비와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주기적, 종단적 데이

터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관련 지표 생산  

11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인 “건강정보광장” 운영을 통해 국민들
에게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검색/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 제공

12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통계포털은 통계의 최신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사이트 유지를 
통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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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를 측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질환별 영역별 
취약성 지표 개발

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영리 조직의 제도적 환경 및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영리 조직의 
책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 

■ 연구관련사업

번호 사업명 개요

1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외국의 선진 복지정책 사례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해외 사회정책
관련 지식축적에 기여

2
기초보장 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정부 및 학계 전문가 포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 이론적, 실증적 
뒷받침을 위해 복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포럼 운영

3
기초보장 모니터링 및 현장
보고:2013년 실무자에 의한
기초보장 평가(포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시 정책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기초보장관리단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
체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4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하여 보건사회분야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 모색

5
장애인정책포럼 운영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의 발전적인 
장애인복지정책방향 및 과제도출

6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 지역복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주요 복지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복지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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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보건정책연구

2. 건강보장연구

3. 사회보장연구

4. 사회서비스연구

5. 저출산고령사회연구

6. 사회재정통계연구

7. 보건복지정보연구

2012년 주요 연구





Ⅲ
〔기본연구〕

•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 정신건강 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방안

〔협동연구〕

•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 역량 강화(3차년도)

•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년차)

〔일반사업〕

•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방안

• 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 연구

〔수시연구〕

•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한미 FTA 중심으로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 실태-건강 및 출산·양육을 중심으로

• 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2012년 주요 연구 _1. 보건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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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큰 비중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WTO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두고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O/WHO

에서는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학적 평가를 요구하는 

위해성 분석(risk analysis)원칙이다. 위해성 평가는 온전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 

사실을 추론해내는 작업이므로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활동은 식품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구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식품안전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위해성 평가 역량은 연구사업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관리가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연구개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식품안전 연구개발사업을 살펴보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국의 관련 활동을 비교·분석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식품안전 연구개발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식약청과 농식품부, 

농진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농기평 소관 사업은 출연금, 농진청과 

농식품부 본부 산하 조직인 검역검사본부와 수산과학원은 시험연구비, 식약청은 연구

개발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운영한다. 국내 식품안전 연구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

해보면 첫째, 정부 내 정책조정기구 중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안전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 연구개발 전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각 부처별 전략이나 로드맵의 위상이 매우 취약하다. 넷째, 식품안전 연구개발 

전략의 역할 및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개발사업의 수혜자인 정책

기관과 시행자인 연구주관기관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사나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12  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D System for Food Safety

연구책임자│곽노성

공동연구자│김어지나 이미영 정지원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 535252
2012 Annual Report

사업을 연구개발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연구성과물의 적극적인 

공유와 확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EU의 식품안전 연구개발 시스템은 나름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식품안전 업무가 다원

화된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 업무의 다원화로 연구개발사업에서 다소 중복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규제과학 

개념의 도입은 물론 식품안전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위해성 평가를 위한 조사와 연구의 

체계적 수행 등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U의 경우, 식품안전관리 및 

연구개발 정책 업무가 일원화된 상황에서 식품안전 연구개발사업도 명확한 목표 속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연합체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 등 선진국 현황 분석을 통해 정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학술적으로 명확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던 식품안전 관련 과학기술이 이제는 규제

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학문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둘째, 일본의 식품안전 연구개발 로드맵은 그 내용은 물론 접근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조사·연구사업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식품관리체계가 다원화된 상황에서 연구사업의 중복적 운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식품안전 연구사업 주관을 일본은 식품안전기관이 하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식품안전기관보다 전문적인 연구관리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주도

하고 있다. 여섯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처 본부에서 연구사업을 총괄하면서 민간 연구자 

대상 사업과 정부연구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사업 및 과제를 분석해보면, 식품안전 연구비는 대략 3백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식품안전을 명시한 사업 예산이 과학기술표준분류나 키워드를 활용한 경우보다 예산이 

많은 이유는 영양관리 등 표준분류나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NTIS에 입력된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약청과 농진청의 식품안전 연구에 대한 접근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품 등 안전관리사업의 연구수행주체 중 대학의 비중(38.2%)이 가장 클 

정도로 식약청은 자체연구보다 대학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반면, 농진청은 농식품위해

요소안전관리기반·평가체계구축사업과 농산물안전성연구사업에서 국공립연구소의 

비중이 각각 60.9%와 100.0%로 상당히 높다. 둘째, 기초·응용·개발연구라는 분류 방식이 

식품안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식품안전 관련 중분

류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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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식품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원칙은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으로, 연구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에는 물론 정부와 민간, 대학과 출연연 간에 

명확한 역할 분담 속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원칙은 문제해결 중심

(Focused on the Problem Solving)으로 기본적으로 식품안전 연구는 정책결정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으로 면밀한 기획과 함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차근차근 확보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안전 연구개발사업이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 연구개발 종합·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식품안전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부서와 연구기관, 대학과 국공립연구소, 출연연 사이의 역할분담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모니터링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식품안전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에 대한 개념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식품안전,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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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Analysis, Evaluation and Planning Toward Enhancing Evidence Use in 

Health Polic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거중심 정책과 실무란 “특정 질환이나 문제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중재에 

대한 최선의 근거를, 실무와 정책적 의사결정에 숙고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근거중심정책이 시작되고 발전하였던 서구 유럽에서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근거”의 검토와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근거를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정 

주제나 영역에서의 근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근거를 정책과 실무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보건정책에서 근거활용과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 정책의 

근거활용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여, 향후 근거고려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정책영역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에 대한 관점을 

정립한다. 2) 정책에서 근거활용에 대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의약품 급여 관련 3개 사례 

및 치매환자 조기검진 정책을 분석한다. 3) 정책담당자,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 실무에서의 근거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4) 보건정책에서 근거

활용을 증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필요성이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근거와 정책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은 지식전파(knowledge transfer), 연구의 영향

평가(research impact assessment), 근거중심정책(evidence based policy), 근거

고려정책(evidence informed policy)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WHO가 추진하고 있는 “근거고려정책”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근거의 검토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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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는데, 1) 연구근거만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2) 연구근거는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정의

(justice) 등과 같은 가치의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외국의 근거중심정책 추진전략으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캐나다의 것을 살펴보았는데, 

두 국가 모두 근거기반정책을 담당·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있으며, 연구근거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내부정보망 활용, 리포트 생산, 근거활용 평가지표 마련 등)을 적용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국내 보건정책 사례 분석과 관련해서는, 근거의 활용을 중심으로 정책과정 단계를 구

분하고, 이때의 연구자공동체와 정책담당자(실무자)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틀을 개발·적용하였다. 1) 치매 조기검진의 경우, 치매에 대한 인식 부족, 

적극적 치매관리에 대한 높은 수요 등 치매 조기검진의 도입에 지역적 맥락(local 

context)이 작용하였다. 2) 글루코사민제제와 인태반주사제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

근거를 생산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밀기(push)”한 사례이다. 3) 기등재약목록재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의 단계에 따라 분석 내용이 달라진다. 시범사업에서는 정책담당자의 

끌기(pull)가 강력히 작용하였고,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주로 국내 연구(local evidence)가 

사용되었으며, 정책변화에 대한 결정에서는 주로 체험적 지식과 내·외적 맥락 요인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정책에서 근거 활용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조사 결과, 연구근거는 주로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혹은 정책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근거의 정책 활용 장애요인으로 1) 정책담당자 측면에서는,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점, 근거 수집과 연구과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2) 연구자 

측면에서는, 새롭고 심층적이며 다각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 

업데이트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3) 정책환경 측면에서는, 담당자 교체가 잦은 점, 단기

간에 성과를 보기를 원하는 구조적 문제, 정책담당자가 정책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미흡한 점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보건정책에서 근거활용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조사 결과, 연구자 대부분이 정책과정에 

연구근거를 활용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에 동의(97.3%)하고 있었다. 

수행 연구과제의 확산 방법으로는 다수가 지원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며(64.8%), 정책 요약(policy brief)을 제공하는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9.7%)을 

보였다. 또한 연구근거 활용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충분한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원, 둘째, 연구의 질과 신뢰도 제고, 셋째, 정책 환경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연구결과(특히, 국내연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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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현대 보건의료체계의 복잡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거고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거의 과소이용 혹은 오용 문제가 국내 보건정책에 다수 존재

하고 있었으며, 정책과 연구 환경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보건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들이 정책의 합리적 수행에 

“근거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건정책에서 “근거 검토와 평가과정”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연구, 근거 활용, 근거고려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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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임과 동시에 정부의 각종 규제가 

작용하는 산업 영역으로서, 정부는 제약산업 선진화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제약산업 육성·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국내외 시장환경의 변화와 주·객관적 역량 보유 수준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제약

산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둘째,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이에 근거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약 3.4배의 시장확대를 달성하여 

외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또한 제약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 및 민간 기업의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

산업은 영세적인 시장규모, 영업 및 마케팅 등 판매관리비의 높은 비중과 R&D 투자의 

상대적 미흡 및 초기(up stream) 단계에 치우친 투자행태, 비정상적인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지속 등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출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제약시장은 아시아 등 신흥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을 전후로 하여 만료되는 대형 제약회사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이후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성장 및 미충족 의료분야인 종양(Onco), 감염 및 면역(I&I) 

질환 등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시도, 중개연구 중심의 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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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비해 생

산성(productivity)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라이센싱 인/아웃 및 M&A 등을 통한 R&D 투자비용 절감과 핵심 포트폴리오 재구조화 

등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5년 동안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측면에서 파악한 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 제약업체에 비해 중소형 업체의 성장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영업활동 위주의 수익창출 행태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

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은 지표상으로는 자유경쟁시장에 

가까운 특성임에도 실제로는 상하위 기업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고, 특히 하위 업체들의 

경우 매우 영세하여 제약기업 수에 비해 과점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단일 치료

제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인 고혈압치료제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장점유율은 

가격, 제네릭제품 수 등이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격과 포트폴리오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제약기업 중심의 시장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은 첫째, 연구개발(R&D)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연구개

발의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저하되는 혁신 결핍증(innovation deficit) 문제를 해결하고, 

‘미충족 의료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신약 개발 모형에서 벗어나 전문화·다각

화된 R&D, 강점을 가진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하는 R&D 모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

한 차원에서  VIPCO(virtua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 모형 도입 및 중개

연구와 임상연구 중심으로의 R&D 패러다임 변화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재원 확보 및 전문 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seed money 조성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민간 출자 유도, 세제상의 혜택, 운용 투명화 등)을 결합시켜야 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기업맞춤형 인재 확보를 

양성하되,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허가 전문가(RA), 경제성평가 

전문가(PE) 기술경영 전문가(MOPT)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격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맞춤형 항암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미래주도형 제품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미 

FTA와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으로 발생하는 ‘특허도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시장으로의 진출과 최근 주목받는 ‘틈새시장’인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진출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높다. 

  주요용어 : 제약산업, 연구개발,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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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확립, 의료기관간 기능중복에 따른 경쟁심화, 진료행태 왜곡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별, 계층별 건강수준의 

차이를 야기시킨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환자의 능력함양이나 개별화된 의료제공에 대한 욕구증대는 현재의 

의료기관간의 수평적, 수직적 전달체계를 넘어 환자중심의 통합의료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현실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통합의료로써의 환자중심,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통합의료로써 환자중심,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과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의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사회보험체계에서 통합의료의 실현을 

위한 외국 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통합의료서비스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기관 연계 강화(Integrated Care)이다. 의료기관간 연계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연계란 의료서비스의 끊김 없는 이용

가능성, 보다 쉬운 서비스 검색 등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점에선 전통적으로 

분절된 업무영역을 넘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선 조직간의 목표 및 성취도의 측정 방법의 통합이나 

확대되고 다양해진 직원들의 관리를 의미하며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선 예산을 통합하고 

연구보고서 

12  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Healthcare Delivery Reform for Reducing Health Inequality

연구책임자│신호성

공동연구자│이수형 박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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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정책변화가 다른 분야에 미칠 정책 평가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주치의제도로 주치의제도를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의사의 서비스 제공 연계, 조정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여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일부 전문의 영역을 제외하고 전문적 진료는 모두 의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이 가능하려면 주치의제도의 참여는 획일적인 

정부 방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성에 근거해야 한다.

셋째, 만성질환 관리이다. 만성질환 관리의 구축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관점은 

환자중심, 주치의제도, 의료기관간 통합을 포함하고 의료정보화와 지불제도 개선을 포함

하는 일차의료중심 통합의료 전달체계이다. 

①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병원의 전문의나 개원의

(또는 일차의사) 단독에 의한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보다 환자의 질병 상황에 맞고 다학제 

팀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일차의사 혹은 전문의 또는 

필요한 여러 의료공급자가 만성병질환자의 필요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생협과 같은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공급자 조직이나 새로운 만성

질환 관리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공급자 조직과 건강보험공단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해 계약을 체계하여 공급자의 역할 및 의무, 지불보상 방법 등을 결정한다. 

공단은 의료의 질과 가격,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의 제공범위에 대해 의료공급자, 의료

소비자, 건강보험공단이 합의하여 작성된 표준진료지침을 따름이다. 

③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가입여부는 다학제팀의 일차진료의사에 의해 판단되며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이나 진료비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④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서 공단은 환자교육지원, 참가의사 명단 제공, 약속날짜 

환기(환자, 의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통합적 

의료정보의 제공 및 관리가 주요한데, 공단은 통합적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⑤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의 만성질환 프로그램에 의사나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에서 특정 진료과정이나 만성질환 프로그램 개발 유도, 의료의 질 등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 방법으로 행위별(의료

서비스 제공 후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해 사후적 보상 방법) 또는 사례별(특정 서비스 

제공에 미리 확정된 금액 제공)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며 재정적 인센티브의 크기도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책정한다(영국의 경험에 의하면 의료 성

취도에 따른 보수지불 방법을 사용할 경우 총 수입의 25% 정도는 되어야 의료의 질 



62

2012 Annual Report

62

관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⑥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3년을 주기로 인증을 받는다. 해당 만성질

환관리프로그램이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의료생협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합적 의료전달체계는 아니지만 현재적 조건에서 

통합의료의 내용에 가장 실재적으로 접근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주어진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의료생협은 협동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독일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을 매개로 한 소규모 개별 집단 계약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의료생협에 

주목하는 이유는 통합의료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들의 네트워크가 필수

적인데 의료생협은 다양한 의료공급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료생협의 특성상 통합의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의료 전달체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 계약(의무적조건)을 

선택적으로 계약 가능하도록 하고 일률적인 계약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환자나 의료공급자 혹은 의료기관 등이 일정한 요구조건(일정 요구조건으로 증거에 

기반한 진료지침의 수행, 질 보장 수행 측정 평가, 피보험자(환자)의 참여 보장,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교육/훈련, 진단, 치료과정, 진료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

문서의 도입, 진료결과 및 비용에 대한 평가 수행)을 만족할 경우 다양한 인구집단(혹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한된 특정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의료는 환자를 중심에 두는 전달체계이다. 환자의 질병 양상이 다양한 만큼 의료

서비스 전달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주요용어 : 건강형평성 제고, 환자중심 일차의료, 통합의료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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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10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Health Statu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Health Policy Recommendations

연구책임자│김혜련

공동연구자│여지영 정진주 백소혜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들의 체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과 프로그램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에 대한 건강 관련 실태와 문제를 전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들의 요구에 대응해 적절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의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첫째,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 실태 및 건강서비스 요구도를 종합

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실태분석과 국내외 다문화가족 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의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요구에 부응한 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2008년 40개 지역에서 조사된 ‘결혼이주 여성의 생식건강실태조사’와 

2011년 26개 지역에서 조사된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조사, 2009년 전국다

문화가족실태조사 등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가임기에 있으며, 아직까지 임신이 종료되지 않은 

대상자로 본 연구 조사시점에서의 임신경험횟수는 평균 1.31회로, 88.0%의 이주

여성이 임신을 경험하였다. 결혼후 첫 번째 임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3개월로, 1년 

미만 이내에 86.3%의 이주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결혼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한국 정착 초기에 문화적, 언어적 장애를 겪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건강정보와 자녀 건강 및 육아

문제에 대한 건강정보 요구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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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의료기관 이용시 겪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이었으며,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다소 줄고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긴 이주여성들도 여전히 의사소통 

문제는 의료이용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 체류후 체중변화를 보면 저체중 여성 비율이 내국인 여성보다 높으나 체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저체중이 줄고,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한국의 

식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식습관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 및 실무자, 결혼이주여성과의 FGI와 심층면접을 통해 건강상태 및 한국정착 

후 건강의 변화, 의료이용의 장애요인, 서비스 제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심층

적으로 파악하였다. 전문가 및 실무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식건강, 모자건강, 

구강건강, 영양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통역요원 배치를 통하여 보건의료 

이용 편의제공, 교육상담, 건강서비스 연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초기 정착 및 적응과정에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였으며, 의료기관 접근에서 의료이용 절차의 어려움, 의료종사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및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존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건강관리 요소를 강화하며, 다문화가족 

사업 관련 부분 간의 협력과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이루어지고, 

이주자 포용적·친화적 건강서비스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착초기부터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입국초기, 자녀 출산 양육기, 정착기로 단계적으로 기본적 건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건강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제공하되, 도시와 농촌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여부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역 여건과 다문화가족의 

요구도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보다 다문화사회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의 정책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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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주여성을 위한 ‘(가칭)이주여성 건강센터’의 설립을 보건소에서 설립 운영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one-stop 이주여성 건강

서비스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정신건강센터, 가족상담센터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정신건강 관리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문화가족 특성에 적합한 다국어건강교육 자료 및 정보 개발과 확산이 필요

하며, 다문화가족 건강 모니터링과 통계 산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주요용어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건강서비스 지원,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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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12 정신건강 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Strengthening the Mental Health Care Systems for High Risk Groups

연구책임자│정진욱

공동연구자│채희란 천재영 윤시몬 이홍석

 김율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어 오면서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고위험자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위험자가 발생

하였을 때 이들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한 현황 및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신건강서비스 요구 실태 조사를 실시 

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국내 정신건강고위험자의 현황을 보면, 일반인구의 2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의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을 보면 일반인 10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고위험자를 추정해 볼 

때, 남자는 1,098,847명, 여자는 2,585,955명 전체 3,681,94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도움을 요청한 전문기관을 보면, 일반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정신

보건센터는 적었다.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관련 정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지

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식 정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정도 등의 분석에서 알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평소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대부분 방송매체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정신과 병의원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은 모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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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지역사회기관에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가장 많았으며 희망하는 정신건강서비스는 스트레스 관련 서비스, 우울증, 

불면, 불안 등의 순으로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

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

하지 않겠다가 가장 많아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  

정신건강고위험자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투자가 미흡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정신보건센터는 수요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정신보건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주요 업무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에 따른 

교육 및 인프라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보건법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연계체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한 관리는 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정신건강고위험자에 대한 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일반 

국민 또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자원 및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투자가 미흡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정신보건센터는 수요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정신보건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주요 업무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에 따른 교육 및 인프라 또한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관련 

연계체계는 정신보건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정신건강고위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정신보건 자원 및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과 지역 정신보건기관과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의 연계체계 및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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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현행 정신건강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소와 정신

건강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 안배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시설의 확충과 정신보건 전문 요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정신건강 고위험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 하므로 고위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과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이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이용

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지역 관련 시설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전달체계 

마련과 다양한 대상자에 맞는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용어 :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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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13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방안

Build up The Food Survey System for Improve on Food Safety

연구책임자│정기혜

공동연구자│윤시몬 김어지나 조주연 박상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산 멜라민 파동,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 등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심각하고 정작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는 학교급식 사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위해만 

논하기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절실하다. 부처간 식

품안전관리가 다원화된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행태, 

수요 변화를 시계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취약하다. 또한 식약청, 농식품부 등이 

각각 수행하는 조사는 기관의 입장에서 기획되다보니 매년 조사방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소관 분야에 집중하고 조사도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실제 소비자의 식품

안전 관련 행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가 부재한 실정이며, 부처간 공유는 물론 외부에 대한 

공개를 꺼리다보니 관련 정책 개발 및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타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식품안전분야도 식품패널을 구축하여 정형화된 시계열적 조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식품안전관리가 다원화된 상황에서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추진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주기적인 조사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세부목적은 ① 기존 소비자 인식도 조사

체계 분석, ② 기존 패널조사에 대한 분석, ③ 일본 등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동향 

파악, ④ 식품패널 구축을 위한 이론적 접근, ⑤ 식품패널 구축에 대한 소비자 인식 파악, 

⑥ 식품안전패널 구축 방안 모색 등 이다.

Ⅱ. 주요 연구결과 

기존의 소비자 인식조사의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식약청의 경우 조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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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의 성인이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국민이 21.6%였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전문가, 가정주부, 공무원, 학부모 순이었다. 조사방법으로는 면접 

조사가 38.1%로 가장 많았고, 자가기재, 전화조사, 온라인웹조사, 우편조사, FGI, 앙케트 

조사 순이었으며 전체의 9.5%정도는 조사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사 척도는 42.9%에 해당하는 15개 연구에서 일부 

문항에서만 리커르트 척도(5점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및 일반국

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보편화된 조사 틀이었고 특히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

증은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되어있는 실정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에는 

패널 미구축으로 조사대상, 조사척도, 조사방법이 제각각이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 

소비자 인식조사는 조사설계가 미흡하고 조사연구 주제가 시의성있게 변화하고 있었

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검증 부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경우 영국과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은 Tracker 조사라는 이름으로 매년  

2회씩 소비자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식품안

전위원회가 주관하여 해마다 2회씩 일반적 조사내용과 해당년의 특징적인 조사내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 패널조사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는 패널이 구축되어 

조사에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등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운영하는 패널이 총 15개였으며 2008년 이후 구축된 패널도 4개나 

되었고, 예산은 패널 규모와 비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대표적인 사회조사는 패널이 

구축되어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패널조사는 대부분 정부가 

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 패널은 조사

목적에 따라 인구, 지역, 소득, 연령 등 특성별로 층화되어 선정되고 소요예산은 패널 

규모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널 구축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는 조사설계를 위하여 전국 대상으로 성인 500명을 

인구비례로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기존 사회 조사참여 여부, 식품조사 

참여여부, 패널 구축 참여 여부, 선호하는 조사방법, 조사답례품, 시간대 등을 조사하였

으며, 조사는 전화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화조사팀이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회조사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이 전체의 21.2%로 조사횟수는 2회가 전체의 

32.4%, 1회가 27.4%, 3회가 18.9%로 3회 이내가 전체의 80%정도였다. 사회조사 

참여자 중 식품관련 조사에 참여할 대상자의 전체의 3.8%인 4명으로 나타났고, 조사횟수는 

1회의 3명으로 전체의 75.0%로 나타났다. 전체의 65.4%가 식품패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2.0%가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 비참여 이유 중 44.7%는 바빠서, 

28.2%는 식품분야 비전문가라서로 조사되었다. 어린 연령층보다는 50, 60대 연령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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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연 바람직한 조사횟수는 2회, 조사

방법은 전화조사, 사례는 조사시마다, 패널규모는 1,000명으로 조사되었다. 50, 60대는 

사례품으로 농축수산물을 20, 30대는 모바일상품권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60대는 전화조사, 면접조사, 20, 30대는 휴대폰조사, 웹조사, 이메일

조사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복지, 보건의료, 고용, 고령, 취업, 재정 등 중요한 사회분야에서 해당 정책의 일관성 

및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나름의 고유한 패널을 구축하여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식품패널은 구축되어야 

한다. 식품패널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예산, 관리 등의 제한으로 미구축될시라도 소비

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한 정형화된 조사체계가 설계되어 조사가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조사결과에 대한 통

계학적 검증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는 조사결과 활용에 큰 오류를 초래할 수 있어 조사 

성격과 분석 방법에 따라 적합한 통계검증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주요용어 : 식품패널, 조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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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3차년도)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Health

연구책임자│신호성

공동연구자│이수형 서성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5년 단위로 적응대책을 수립(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해양 등 10개 

분야 7개 과제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차체는 소관사항에 대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또한 미미한 상태

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모형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틀을 마련할 필요 있다. 

본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년간(2010~2012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로, 3차년도 연구에서는 ① 1, 2차년도에 거쳐 개발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모형을 수정·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②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성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건강 적응대책을 평가하여 ③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건강 적응대책을 모색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이에 본 연구는 ① 이미 개발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기 개발된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를 재측정

하고 ②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성 심층분석과 ③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시도 단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평가 등을 통하여 ④ 궁극적으로 정부, 시도, 

지자체 단위에서의 건강위험요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으로, 자체 개발한 취약성 모형의 지표가 

경제·인문사회
연 구 회
협동연구총서 

12-16-01

협 동 연 구
보 고 서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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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강영향의 취약정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도 분석은 생태학적 타당도 검정으로,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실무자 대상(보건소, 

구청 관련 공무원,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교수 등) 조사결과,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지표의 타당도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과는 별개로 기후변화 취약성 모형의 

지표 개선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건강영향 취약성 지표를 재산출

하였다. 지표의 개선작업은 최근의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작업과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변수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변수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정·보완된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이용하여 

해당 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개체감염병의 경우 같은 광역시도라도 해당 

시군구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1, 2차 연구결과 모두 유사

하였다. 매개체 감염병 취약성 하위 20개 지역은 경남지역 3곳, 부산지역 4곳, 전남지역 

7곳, 전북지역 4곳, 제주지역 1곳, 충남지역 1곳이었다. 

식품매개질환의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또한 2차년도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만, 

경기도지역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경상남도, 제주도, 전북지역은 취약

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 하위 20개 지역 또한 2차년도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홍수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 지역은 전통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경기, 경남, 부산, 인천 

지역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은 경남, 경북, 부산, 전남 등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3차년도 연구결과는 2차년도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추가변

수와 개선된 변수의 영향으로 보였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 하위 20개 지역은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지역이었다. 경북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도시 지역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또한 2차년도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전체적으로 2차년도 건

강영향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결과와 3차년도 연구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시도 단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적응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적응대책 평가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도출된 평가기준과 2차년도 취약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시도 단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기후변화 건강 적응대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인벤토리(Inventory) 구축’이다. 

이외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건강 적응대책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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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건강 적응대책으로는 ① 적응대책 효과 

평가 및 우수정책 보급, ② 건강영향별 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기준 설정 및 DB 구축, 

③ 건강영향별 피해 저감을 위한 정보제공을 들 수 있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후

변화 건강 적응대책으로는 ① 기후변화 적응방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② 맞춤형 문자

서비스 제공을 들수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는 1개의 통합지표와 5개의 건강영향

별로 복합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합지표는 다시 각 건강영향별로 6개의 1층 하부

지표가 된다. 즉, 각각의 건강영향별로 복합지표 1개, 하부지표 6개, 총 7개의 지표가 

산출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복합지표는 건강영향별로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하부지표는 취약성의 중요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호성 외, 2011).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적용하여 보다 정교한 지표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기후변화 건강영향 취약성 

지표와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지자체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적응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용어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지표,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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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년차)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s of Nonprofit Corporation

연구책임자│오영호

공동연구자│김대중 이난희 천재영 오광호

 한국행정연구원 고려대학교

 차의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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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정부와 시장 역할의 한계는 오늘날 비영리기관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런 비영리기관의 증가는 정부나 기업의 보완과 대체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그 수적 증가가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기도 하였다. 시대와 문화 및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제3부문의 조직들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의 사회서비스들의 고부가가치성 인정과 노동시장 확대의 가능성 등 시장화, 산업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들 조직에 있어서 관련 과세제도, 거버넌스, 지원체계, 

조직 역량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비영리 조직들이 사회적으로 책무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통해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책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책무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책무성은 크게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요소로,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의 요소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인 전체 

비영리 기관은 총 1,107개였으며, 조사대상 비영리분야는 의료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종교 분야이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차이를 보면, 보건의료, 

사회복지, 학교, 문화 그리고 종교 등 분야에 따라 모든 책무성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종교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 의료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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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차이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분산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OLS를 

사용한 모델에서는 내부책무성, 외부책무성, 그리고 전체 책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직유형, 설립주체, 조직규모,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귀속 등이

었다. 비영리분야에서는 보건의료분야, 학교 및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이 종교분야 

비영리법인보다 내부책무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외부적 책무성은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이 종교분야 등 다른 분야의 비영리법인보다 크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 

책무성은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 반면 보건의료분야와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AHP분석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소 사이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일부 분야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문제점과는 다르게 

항목별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분야별 비영리법인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설문응답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대다수의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체 법인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항목 중에서 전문성의 경우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의 상대적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 비교에 어려움이 있

으며 이를 고려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체 유형에 대한 평균에서는 내부적 책무성에서 

투명성과 형평성 항목,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는 합법성 항목의 세 항목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났으며 합법성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내부적 책무성의 민주성, 효율성 항목,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의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 미만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전문성이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반응성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타 유형 비영리법인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 분석되었으며 특히 투명성항목에서 타 유형 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 법인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는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즉 비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자나 실질적인 소유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이사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 법인의 경우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지배

구조의 비효율성,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국고 보조금 횡령 및 부당 집행 

등 다양한 문제점에 비하여 내부적 책무성에서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

에서 합법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에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설문 응답 점수를 받았다. 이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

문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결과 이거나 내부 구성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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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에 관대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항목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 합법성, 대표성 반응성 항목에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중간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설문 분석결과가 나타나 책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성 항목의 상대적 낮은 점수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학교법인의 학

교운영에 대한 개입 등으로 인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만족할 만한 재정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에서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항목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최하위는 아니었으나 외부적 책무성

에서 대표성을 제외한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들이 대부분 소규모로서 내부적인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 분야의 구성 항목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항목에서 타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종교의 이념적 특성, 예식과 행사의 관행, 그리고 신자 등의 인적 요소 등이 

결합하여 외부적 책무성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무성 분석을 통한 책무성 제고방향으로 첫째, 본 조사대상집단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평가에서 외부적 책임성이 내부적 책임성보다 높았고, 또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각 비영리법인의 외부적 책무성이 내부적 책무성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 책무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AHP분석결과에 의하면 외부적 책무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은 형평성 항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다음은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내부적 책

무성에서는 투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의 순서로 나

타났다. 즉 AHP 분석결과 우선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비영리법인 내부의 민주성을 향상시켜 책무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적 책무성의 설문조사결과 합법성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며 대표성, 

반응성, 전문성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그러나 AHP분석결과에 따르면 외부적 

책무성에서는 대표성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법성, 반응성, 그리고 전

문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따라서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표성을 제고시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내·외부 책무성의 8개 항목의 48개 

지표별로는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기관 활동의 일관성”이 비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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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정도”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상근인력의 배치 여부”가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

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경제의 규모가 작던 시대에는 온전히 정부의 몫이었던 공익적 활동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일정부분 민간으로 넘어와 비영리분야가 형성되었다.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민간의 자발적인 비영리활동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되어 진

행되어왔는데,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기관

에서의 검증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며, 공익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갈수록 더욱 증가할 비영리조직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보다 새롭고 투명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며, 공공성과 공익

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용어 : 비영리법인,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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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48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onitoring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Health Care Resources, 

Korea, 2006~2011

연구책임자│오영호

공동연구자│도세록 이난희 유형석 김혜남

 오광호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 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자원의 과잉 공급은 공급자 유인 수요 및 과다 

경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 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 

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감소를 초래하므로 적정 수준의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확립하여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료비 적정 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자

원에 대한 적정 수급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

공하며, 보건의료 분야 지식 기반의 초석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16개 광역 지방자치

단체와 24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기획·시행하고, 능동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OECD 등 

국제기구의 보건자원관련 통계 요구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과 2011년 전체 보건의료기관수는 

72,867개소에서 81,664개소로 연평균 2.3% 증가하였다. 보건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3.2%였고,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과 제주

지역으로 각각 1.5%증가하였다.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2006년과 2011년을 비교

해보면, 각 지역별 비중변화는 크지 않지만 비중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지역과 울산으로 

경기지역은 19.1%에서 20.0%, 울산은 1.9%에서 2.0%로 증가하였고, 비중이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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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지역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병의원은 2006년 26,584개

소이던 것이 2011년 30,086개소로 증가하여 연평균 2.5%씩 증가하였다. 치과병의원은 

2006년 12,768개소에서 2011년 15,003개소로 6년 만에 약 2,200개소가 증가하여 

연평균 3.3%증가하였다. 한방병의원은 2006년 10,061개소이던 것이 2011년 12,317

개소로 연평균 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2006년 총병상은 325,169개에서 2011년 479,309개로 5년 동안 총 154,140

개의 병상이 증가하였고, 급성병상은 2006년 296,909개였던 것이 2011년 354,968개로 

증가하였고, 장기요양병상은 2006년에 28,260개였던 것이 2011년에는 124,341개로 

증가하여 5년 사이 약 4.4배 증가하였다. 지역별 2006년과 2011년 병상수를 비교했을 

때 총 병상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지역이었으며, 그 다음이 부산, 서울, 광주, 

전북 지역 순이었고, 가장 적은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총 1,326 병상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병상 수의 연도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병상은 2006년 673.3병상에서 2011년 978.4병상으로 5년 동안 약 300병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이 2006년 721.2병상에서 2011년 1505.3병상으로 5년 

동안 784.1병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 서울이 5년 동안 305.1병상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현황을 보면, 의사의 수는 2006년 66,207명, 

2011년에는 87,395명으로 5년 동안 총 21,188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5.7%씩 증가하

였다. 치과의사는 2006년에 17,787명, 2011년에는 22,238명으로, 연평균 4.6%씩 

증가하였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2011년 16,819명으로 2006년(12,911명)에 비해 약 

4천명 증가하여 연평균 5.4%씩 증가하였다. 약사의 경우, 2006년에 29,973명에서 

2011년에는33,988명으로 연평균 2.6%증가하였다.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2006년에 

92,216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39,247명으로 4만 7천명 가량 증가하여 연평균 

8.6%증가하였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2006년에 92,560명에서 2011년에 

137,383명으로 연평균 8.2%씩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11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서울,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지역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는 서울, 광주 지역 

순으로 많이 증가하여 2006년에 비해 인구 10만명당 각각 15.3명, 13.4명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남 지역과 광주의 경우 인구 대비 한의사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

는데, 2006년에 전북의 인구 10만명당 한의사 수는 31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44.9명으로 5년 동안 13.9명 증가하였고, 전남은 2006년 22.3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 

34.7명으로 12.4명 증가하였고, 광주의 인구 10만명당 한의사 수는 2006년 22.8명

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4.1명으로 11.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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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 광주, 서울, 대구, 제주의 순이었는데, 특히 부산은 2006년 

인구 10만명당 간호사가 196.1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47.7명으로 지난 5년 간 

15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수는 전북과 대구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은 2006년 64.1명에서 2011년 76.1명으로 12.0명 증가하였고, 대구는 

2006년 65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76.8명으로 11.8명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 중 CT촬영장치는 2006년 1,556개에서 2011년 1,760개로 

약 200개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MRI는 2006년 616개에서 2011년에 

1,036개로 증가하였고, 체외충격파쇄석기는 2006년 481개에서 2011년에 715개로 

증가하였고, 방사선치료장비는 2006년에 269개였던 것이 2011년에는 오히려 260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전자 단층촬영장치는 2006년 59개, 2011년 159개로 총 

100개 증가하였고, 감마카메라는 5년 동안 81개 증가하였고, 혈관조영장치는 5년 동안 

67개 증가하였고, 단층촬영장치는 99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서 2009년간 OECD 보건자료에 의하면 OECD국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이 감소추세에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은 OECD국가 전체평균보다 1.5배와 

3.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09년에 증가하였지만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의사와 치과의사는 OECD국가평균이 우리나라보다 각각 

1.6배와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사의 경우도 OECD국가평균이 우리나라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8개의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감마

카메라(Gamma Cameras), 혈관조영장치(Angiography Units)를 제외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유방촬영장치

(Mammographs), 양전자단층촬영기(PET)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전체평균)보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5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56배, 체외충격파

쇄석기(ESWL)는 5배 이상,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1.83배,  양전자단층

촬영기(PET)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의료자원의 적정수급 및 배분정책이란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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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책들을 진행해왔지만 지역 간 상대적인 불균형 분포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자원 부족과 불균등은 의료이용의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의료이용시 간접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하고 

의료혜택도 덜 누리게 되어 건강 및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그 

틀 안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용어 :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병상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 838282

연구보고서 

12-50-1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Development of Strategy for Community-Based Adaptation to the 

Health Impact of Climate Change

연구책임자│김남순

공동연구자│정성희 채수미 김동진 최지희

 서성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의 물리적 환경, 사회구조, 대응체계의 취약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건강문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대응 노력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가 건강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

사업을 평가하고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적응대책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 

둘째,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현황 분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두 

개의 분석을 종합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적응대책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완화

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보건학적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개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지역사회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폭염의 건강영향

대상지역에서 2003~2011년까지 여름철(5~9월)에 기온이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열성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온 1℃ 상승에 따른 건강위험도가 

허혈성심질환(입원)은 1.042, 뇌혈관질환(입원)은 1.030, 열성질환(외래)은 1.122로 

나타났다.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도시에서는 기온이 상

승함에 따라 발생위험이 증가했으나, 농촌에서는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열성질환은 

도시와 농촌 모두 기온에 따른 발생위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2 Annual Report

84

만성질환은 기온 상승에 따라 발생위험이 증가하다가 일정수준 이후에는 상대위험

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온이 상당히 높은 시기에 노출을 피하기 때문일 

수 있고, 입원환자의 발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원보다 심각한 건강결과를 초래하여 

입원 발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열성질환은 기온의 상승에 따라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폭염의 건강적응대책 효과 평가

폭염의 건강적응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건강적응대책의 수행정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건강적응대책의 수행정도 평가는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 수행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으로 두었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하였다. 

정량평가 결과 도시지역(60.8점)이 농촌지역(60.0점)보다 다소 높았고, 도시지역은 

지역별로 평가결과의 편차가 높았다. 정성평가에서는 농촌이 68.8점으로 도시보다 

0.2점 높았다. 사업운영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성 및 정량평가에서 도시와 농촌 간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기온, 질환발생, 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폭염의 건강적응대책의 

효과를 장, 단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단기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2011년)에 이루어진 

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에 따라 분류된 지역군별로 동 기간 기온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사업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질병발생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정성평가에 따른 관련성이며, 정량평가(사업수행 

실적)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장기적 측면에서 2003~2011년 동안 질병 발생 위험이 

2011년의 건강적응대책 수행정도와 관련성을 검토하였는데, 허혈성심질환, 뇌혈관

질환에서는 질병발생 위험의 차이와 현재의 적응대책 수행 노력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3. 곤충·설치류매개 감염성 질환의 건강적응대책 

보건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예방의약 관련 부서에서 감염병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곳에 불과하였다. 지역별 

모니터 망이나 모니터 요원 숫자는 서울지역보다는 경남북 지역에서 더 많았고, 감염병 

매개체 감시체계는 서울지역에서 더 많이 운영하였다. 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사업담당

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감시운영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위기대응역량강화 측면에서는 경남북 지역이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모니터요원 직무교육 

등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전반적인 사업체계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이 

전반적인 사업 여건을 더 좋게 평가하였고, 경남북 지역은 외부전문가 참여가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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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판단하였다.

4. 기후변화 건강적응을 위한 보건학적 중재 개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고혈압 지식점수, 폭염대처 지식점수에 대해 중재 

후 효과를 평가하였다. 중재 후 고혈압 자기효능감은 중재군이 816.11(±65.00)점, 대

조군이 734.21(±105.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재 후 고혈압 

지식 점수에서도 중재군이 16.22(±2.66)점, 대조군이 13.42(±2.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폭염대처 지식점수에서도 중재군이 15.44(±2.03)점, 

대조군이 11.10(±2.96)점으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핵심 내용은 첫째,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건강문제에 대한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며, 둘째, 기온의 변화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셋째, 질병과 매개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이며, 넷째, 기후변화 

및 건강문제, 건강에 대한 적응방법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 대처능력을 

증진하고, 다섯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강적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여섯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일곱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은 매우 크므로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앙차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 적응대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서 지역사회에 공급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지역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제공하고 민간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서울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주요용어 :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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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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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 정지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외식 이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식품접객업소는 자영업비율이 높은 생계의존형 

업소가 대부분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식약청의 연도별 식중독통계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의 식중독 발생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업소의 위생수준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발생 대형화의 잠재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안전사고 및 위생관리 현황과 기존의 위생

관리 지침 및 매뉴얼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기후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대규모 식중독 등의 위험성을 사전 예방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국내외 참고문헌 

및 자료를 고찰하고, 자문회의와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국내외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면접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업소 현장의 위생수준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점을 도출하였고, 영업주의 인식과 행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기후변화 대응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의 중점 항목은 크게 종사자 위생관리(건강검진/ 종사자의 위생

습관/ 위생 교육 및 훈련), 작업 중 위생관리(교차오염 방지/ 고위험 식품의 적절한 

취급/ 냉장, 냉동고의 온도 관리), 장비 위생관리(세척 및 소독 장비/ 소독 및 살균 및 

건조 장비/ 온도계의 검정)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도는 높은 반면, 냉장·냉동 시설의 용량이 부족

하거나 대부분은 관리가 미흡한 상태라는 점이 낮은 영업주의 실천 정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보관단계에서 온도·시간의 관계를 반드시 통제하여야 하고 해동단계에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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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적합한 해동법을 사용한 후 냉장 보관해야하는 등 조리 후 보존단계에 대한 

영업주와 종사자의 실천행태 변화가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위험항목 집중관리는 음식의 종류별(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로 구분되어 맞춤

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식은 식기위생과 고위험 식품의 보관, 중식은 원재료 전처리와 

종사자 위생 및 건강검진, 일식은 소독·살균과 전처리 식품의 보관, 서양식에서는 종사자 

위생과 고위험 식품의 보관 등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에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영업주는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영업주의 역할이 구분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천함이 바람직하다. 

정부부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나 이상 기후의 경우에 식중독지수 외에 식품

위생경고를 전달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보와 위생관리기술을 전수하며, 예측과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업주는 업태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업소 실정에 상응하는 ‘자체 위생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종사자 위생교육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종사자에게 음식점 위생관리의 실무기술을 전달하여야 한다.

  주요용어 : 기후변화,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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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증가추이를 고려해 볼 때 국민의료비의 지출 비중이 높은 여타 선진국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양상과 패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주기적이고 장기간의 추적 조사형식으로 이루어

지므로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정책이 의료비지출,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료패널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 및 가구단위의 의료비 규모 산출, 의료비 재원 분석,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행태 및 공급자 특성 분석,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보건

복지관련 지표 생산, 건강보험급여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전체 의료비 데이터생산, 국민의료비 

산출 및 변화 양상 추적, 주기적, 종단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비의 흐름 분석, 보건의료정

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동태적 보건복지관련 지표 생산, 의료비 지출 양상과 패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근거를 생산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한국의료패널은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건강수준에서 의료비지출로 연결

되는 과정들을 포괄하는 설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연간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 조사결과, 2010년 하반기 조사결과, 2011년 조사결과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그래서 한국의료패널 가구 중에서 2010년 연간 의료비 

지출 내용에 대해 응답한 5,912가구 및 18,277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에 10.1%가 입원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입원환자 1인당 평균 1.48회를 방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입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당 평균 본인부담액 805,425원

연구보고서 

12-56-1
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Ⅰ)

A Report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10

연구책임자│정영호

공동연구자│고숙자 손창균 김은주 서남규

 황연희 안수지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898888

이었고, 2009년 798,622원으로, 전년대비 본인부담액이 다소 증가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약 81.7%가 외래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외래이용은 247,831건을 이용하여 외래환자 

1인당 평균 16.6회를 방문였으며, 2010년 외래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7,602원이었고, 2009년 17,682원으로, 전년대비 본인부담액이 다소 감소하였다. 

50대가 되면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게 되며, 56.8%가 

60세 이전에 고혈압이 발병되며,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중에 당뇨병 발병의 

50% 이상이 50~59세에 발병되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및 50대에서의 당뇨병 예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009년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우는 34.1%이었으며, 자연분만은 65.9%이었으며, 

제왕절개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의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는 112만원이었으며, 자연분

만으로 출산한 경우의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는 42만원이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평균 3.4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999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 만성질환 수는 3.76개인 반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평균 

만성질환 수는 3.13개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보유 수가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2010년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일인당 평균 861,074원이었다.  

건강검진을 받은 응답자당 평균 50,364원의 본인부담이 지출되며, 무료의 건강검진을 

제외한 건강검진의 경우 평균 105,209원의 본인부담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999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단일검사를 위해 평균 48,432원을 지출한 반면, 

5,0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평균 71,478원지출하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방차원의 단일검사를 위한 비용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특성에 대해 생애주기별,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향후 국민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

의료비 규모의 증가추이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며 효율성·효과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은 의료비 지출 양상과 패턴에 관한 다양한 시계열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입원 다빈도질병, 외래 다빈도질병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계층, 

도농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의료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 한국의료패널, 본인부담의료비,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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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보건정책당국은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을 치료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이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근거한 처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3개년간 축적된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

이용의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주제별로 성, 연령, 소득수준 

등 인구집단별 및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의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평가하였다.

세부 분야로는 1)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2) 급성기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3) 만성질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4)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이용 행태, 5) 처방의약품 이용자의 

의료이용행태, 6) 기타 의료이용 행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Grossman모델(1972)에서와 같이 나이가 증가

할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소득과 교육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단정적으로 부호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 증가시 건강투자에 

대한 생산성 증가로 의료이용의 증가가 가능하나, 건강투자를 위한 다른 투입요소로의 

대체효과가 상쇄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

효과와 다른 투입요소에 대한 대체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리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의료이용 행태 분석을 당뇨병, 고혈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당뇨병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평균이동거리는 8.7km, 고혈압은 7.2km로 당뇨병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919090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등 질환에 따라 의료기관

까지의 이동거리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거주지에 따라서 이동거리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의료이용은 아동의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환경변수의 영향을 받았다. 

응급 및 입원 의료이용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남자일수록 방문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았고, 입원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입원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예측요인 분석을- 스트레스취약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은 60세 이상 노인 연령층이 60세 미만 연령층 보다 

2.4배 정도 이용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이용횟수가 

60~74세 초기노인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급성기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상해를 원인으로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적용 환자의 경우, 대졸 이상자가 초졸자에 비해,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산재보험 적용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 

적용의 남성은 여성보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동차보험을 덜 이용하며, 대졸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보다, 기혼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보다 자동차 보험 

적용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이용 관련 요인을 의료이용의 특성,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관련요인들과의 

상관성 분석에서는 응급실 수술은 만성질환 여부나, 종별 의료기관, 의료이용특성 및 

소득분위에 상관성 없이 이루어지며,  현재 응급실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응급실 내원 수요자에게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복합만성질환자 유병률 및 의료이용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복합만성

질환의 유병률은 약 65%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모두 순환기계통 질환,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이 공통적으로 복합만성질환자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만성질환 

그룹으로 나타났다. 치료의 지속성이 낮은 환자일수록 일반 입원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입원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상용치료원과 건강성과를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건강성과인 EQ-5D 또는 EQ-VAS에 양(+)의 방향으로 



2012 Annual Report

92

영향을 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2009년 연간 외래 이용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이용 행태

저출생체중아(2,500g 미만)와 정상체중아(2,500g 이상) 전수가 연간 1회 이상의 

응급·입원·외래의료를 이용한 가운데, 입원의 경우 정상체중아 대비 저출생체중아가 

입원율은 약 2배,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2.7배(’08년)~9.5배(’09년), 1인당 연간 입원

의료비는 2.9배(’08년)~3.6배(’09년) 많았다. 이를 총 출생아에 적용할 경우, 저출생

체중아의 연간 입원일수는 총 출생아 중 저출생체중아 분율인 4.7%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 분석 결과, 연도별 출산 연령은 30~34세

에서 증가하고 있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에는 교육수준이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출산 관련 입원의료이용 요인 분석에서 입원 일수는 분만방법에서, 출산관련 

입원비용은 경제활동여부, 분만방법, 개인 소득에서 유의하였다.

5. 처방의약품 이용자의 의료이용행태

의료기관종별 처방의약품 비용 및 순응도 분석 결과, 종합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고혈압환자의 58.7%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42.3%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연속 복약순응군은 고혈압 환자 78.7%, 당뇨환자 77.8%로 연도별 불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복약불순응 사유는 ‘경제적 이유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6. 기타 의료이용 행태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의료이용 경험률의 경우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7.8~10.7%까지 의료이용률이 감소하였고, 중증도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8.0~12.0%까지 의료이용률이 

검소하였으며,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이용경험률이 

6.1~8.7% 감소하였다.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EQ-5D, EQ-VAX, 만성질환 발생, 

만성질환 보유수, 우울증, 연간외래방문건수, 연간외래본인부담 등 다양한 형태의 건강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모든 건강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즉 은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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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차이 분석결과, 의료이용 행태를 미충족

의료와 고급의료로 고려하였을 때 소득계층간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의료이용행태 및 의료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취약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지리적 접

근성이 낮다는 점과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서비스, 바람직하지 않은 출산

결과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 운동이 의료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현황분석과 향후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용어 : 한국의료패널, 의료이용, 심층분석



9494

연구보고서 

12  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 한미FTA 중심으로 -

The Chances and Challenges of the Free Trade in Healthcare Sector : 
Based on the KORUS FTA

연구책임자│김대중

공동연구자│최 철 배성윤 오영호 이난희

 조현민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체결하여 2012년 시행한 한·미FTA는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인 협정으로, 보건의료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FTA 협정문의 제5장 의약품·의료기기 상품분야, 제11장 투자분야,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8장 지적재산권 및 관련 부속서, 부록 및 서한 등을 

검토하고, 1)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영향의 분석과 대응방안, 2) 의약품·의료

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 변화에 따른 영향의 분석과 대응방안, 그리고 3) 한·미FTA 

체결이후  의약품산업의 국제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한미 FTA를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의약품관련 지식재산권 규정 중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구체적인 실시방향에 따라 국내 의약품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1984년 미국의 Hatch-Waxman법에서 제네릭 의약

품의 신속한 출시를 통한 저가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자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여 신약개발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오리지널 제약

업자의 이익을 연장하기 위한 제도적 남용행위(에버그리닝 전략)와 제네릭 제약업자에게 

부여한 인센티브 제도를 왜곡하는 담합행위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바 있어 논란이 

많은 제도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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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사의 특허 소송의 증가가 예상

하고, 후발의약품 시판지연에 따른 제약산업 기대매출 감소와 의약품 접근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특허 소송 진행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절차 과정이 자동 연계되어 허가 승인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허권

자가 특허 소송을 제기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예를 들면 등재 가능한 특허 범위 

제한), 2) 특허 소송 패소시 오리지널 업체와 제네릭 업체의 소송비용을 차등하여 제네릭 

업체의 특허 무효소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도전 방법이 비교적 쉽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손쉽게 특허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제네릭 업체는 허가신청 단계부터 철저하게 특허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게임모델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제약사와 퍼스트제네릭 제약사간에 담합인센티브를 

분석한 결과, 미국처럼 퍼스트 제네릭에게 시장독점을 부여하는 등 퍼스트 제네릭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역지불 합의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향후 논의될 수 있는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시장독점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의약품·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의약품·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미FTA 제5.2조 

규정(‘혁신에의 접근’ 조항)은 호주·미국 FTA 조항과 비교하여 적용대상의약품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고, 당사국에게 주어진 의무 이행의 책임정도가 크며, 이해당사자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의약품관리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거나 의약품가격의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

등재와 약가산정 과정에서 이의 및 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적 업무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 제5.3조 규정(‘투명성’)은 정부당국이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의 모든 조치를 

공개하도록 하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모든 단계마다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운영에 있어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투명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행정절차 

개선 및 제도의 선진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기관의 조치를 공개하는 것은 

이미 우리 법에서 규정되어 있거나 예정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 제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 제5.3조 제5항 ‘독립적 검토절차’ 조항에서 ‘검토(review)’라는 단어의 의미 

해석과 검토결과의 반영범위가 중요 쟁점이나, 독립적 검토절차가 원심의 결정을 번복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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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약회사의 독립적 검토 요청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와 이의 신청 요구가 증가

하여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행정소송 등 정부와 기업간 갈등 및 분쟁의 발생가능성은 

높게 분석되었다.

3. 한미 FTA 이후 의약품 산업 국제화 전략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취지는 시장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미

FTA를 통한 제도적 변화는 우리 제약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국제화를 통한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수위주의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제약산업

구조는 가격경쟁을 기초로 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연구개발 역량의 확보나 선진국 

수준의 규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 역량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1) 특정질환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된 틈새

시장(niche market)을 목표로 하여 신약개발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2) 국제적 가치

사슬 구조의 경쟁력 있는 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적극적인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현지국 규제제도의 

파악 및 시장개척을 위한 노하우 축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와 의약품·의료기기의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 변화로 보인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구체적 실행방향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의료기기의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 방식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현행 의약품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의 변화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 검토절차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서 호주 등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실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를 통한 제도의 변화는 제약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의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대응방안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용어 : 한·미FTA, 의약품 지적재산권, 허가-특허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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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03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for Food Safety Cont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xtbooks

연구책임자│김정선

공동연구자│정기혜 김어지나 정지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고 있고, 특히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은 식품안전 확립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교과서를 통한 효율적인 내용전달 및 소통은 초·중등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국민들의 위해식품에 대한 판단과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초·중등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식품(안전) 내용의 현황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취약점 및 오류 개선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당국의 교과서 

편찬 및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질적 및 양적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내용의 이해도 및 최신 내용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 검정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잘못된 내용 여부, 식품안전 정책 트렌드의 시의성 있는 반영 

여부 등을 분석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내용 제공 및 최신의 연구결과가 반영되도록 

정책 제안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초·중등학교 교과서(1학년~12학년) 수록된 식품안전교육의 내용요소가 분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을 통해 지도되어야 하는 식품안전 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분석대상 초·중·고 교과서 총 100권 중 89권에 식품정보가 수록되어 있었고, 수업시수 

대비 양적 분석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5학년과 6학년에, 중학교는 기술·가정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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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등학교는 보건(안전과 건강)에 식품정보가 가장 많이 기술되어 있었다.

초·중·고등학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 식품분야 교육내용 중에서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내용은 영양과 식생활에 대한 내용 대비 양적으로 1/5에 해당하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대부분 식품의 성분과 영양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식품분야 내용을 안전, 위생 및 관련 질병 항목을 포함하여 주제별로 5가지로 분류

하였을 때 중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식품안전 정보에 해당하는 안전, 위생 및 관련 질병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식품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학교급별 식품분야 교육내용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 교육도 학교급별로 대상에 맞게 교육 내용의 수준을 적정화하고 체

계화하며, 특히 부처의 교육 및 홍보자료를 검토하여 검정교과서의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량학습용으로 교과목간 및 정부부처의 식품안전정보와도 연계한 식품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식품안전 교육도 학교급별로 대상에 맞게 교육 내용의 수준을 적정화하고 체계화하며, 

특히 식품안전 정보는 부처의 교육 및 홍보자료를 검토하여 검정교과서의 내용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량학습용으로 교과목간 및 정부부처의 식품안전정보와도 연계한 

식품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이 바람직하다.

교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8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초·중등 교과서 내용의 연계성 강화

•식품안전 교육 내용 강화

•최신정보 수록 및 보정

•내용 오류 또는 부정확한 내용 수정

•내용 작성 시 표와 그림의 활용도 확대

•식품안전교육과 실생활과의 연계성 향상 및 사례 소개

•사례 연계 식품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계부처의 교육 및 홍보물 활용

  주요용어 : 교과서분석, 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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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0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 실태 
- 건강 및 출산·양육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Health,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of North Korean People

연구책임자│황나미

공동연구자│이삼식 이상영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현재까지도 경제난, 식량난 및 에너지난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미시적인 인간 개개인의 욕구이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보건복지분야를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안정과 남북 내적 통합을 위한 북한 보건복지 개선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인간의 삶의 과정에 필요한 기본욕구(basic 

human need)와 과업을 중심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생활을 위한 북한주민의 

건강수준과 결혼, 출산 및 양육 실태를 파악하여 남북간 상호 이질감을 조기 극복, 남북 

주민간의 사회적 통합을 조기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북한은 1990년대 초,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열악한 의료환경과 낮은 의료서비스로 

인해 영아사망률이 출생 1천명당 19.3명, 모성사망비가 출생 10만명당 77.2명으로 

1993년보다 악화되었고, 우리나라에 비해 공히 약 5배 이상 높다. 평양과 평양이외 함

경남북도 등의 동북부 지역 간에  건강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UNICEF의 추정치

(2009년 출생 10만명당 370명)는 이보다 4배 이상 높아 모성사망 수준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2008년 이후 탈북한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34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산부

에게 흔한 질환은 영양결핍(46.6%), 결핵(8.2%), 부인과질환(7.2%) 등이었다.  

2001년도에 임신한 여성 가운데 11.1%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의사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시술 사유로는 자녀수 제한(41.3%), 원치 않는 임신(33.3%), 

피임 실패(7.9%) 등이 대부분이어서 최근 소자녀 확산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의료여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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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모성의 생식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5세 미만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중등도 저체중(18.8%), 4%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이

었고, 만성 영양결핍은 32.4%, 급성 영양결핍 아동은 5.2%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아동에게 가장 흔한 질병으로 영양결핍(25.4%), 호흡기 질환(23.9%), 위장관질환, 설사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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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은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 노인, 그리고 결핵환자 등의 감염성질환자 등인데, 

이들은 전체인구의 14.3%(총 3,446천명)로 추정되었다. 

청장년 남성의 알코올 섭취율은 44%이며, 1일 흡연율은 53%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성인에게 흔히 발생되는 질환으로 결핵과 간질환(간염, 간경화증)이라고 응답하였다

(각각 29.5%,  20.4%). 

결핵 발생률은 1990년 인구 10만명당 344명에서 2009년 345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7) 달성도의 평가지표인 안전한 식수 사

용비율은 공식적으로 89%이지만 정수시스템의 미비와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며, 기본 위생시설인 ‘개선된 화장실 사용인구 비율’이 59%에 불과하여 

불량한 수질과 열악한 주거 위생환경으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되어 있다.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이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한편, 남한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낮은 북한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합계출산율이 2.0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산기피현상 까지 심화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은 1990년대보다 악화되어 주민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호 

책무와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북한주민의 낮은 건강수준과 저출산·인구 고령화 

현상은 통일 후 북한은 물론 남한, 더 나아가 통일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통일세대의 인구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면한 식량문제와 영양결핍 모성·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우선이며, 동시에 감염병 관리 대책 마련과 기초의약품 생산을 

비롯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가 필요하다. 

북한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스스로 개발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에 둔 보건복지분야 만큼은 국제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 국제사회에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남과 북, 국제기구가 북한 보건의료 재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인간안보, 생애주기 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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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in Health Care Laws in Korea

연구책임자│윤강재

공동연구자│김경래 여지영 최지희 변무웅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경제수준 개선은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법령들은 서비스 특징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의약분업제도 등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가 복잡화되고 사회 구성원간 갈등양상이 다양화하면서 민주

국가의 통치원리인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에게 법령에 대한 

일반적 특징과 법령의 제정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법적 사고(legal mind)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령의 관점

에서 파악하여 이후 정책 개발 및 법령 제·개정 과정에 효용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Ⅱ. 주요 연구결과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여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건권은 국민이 건

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보건에 관한 헌법적 배려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건강생활의 영역에서도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이 보건의료의 일반법으로 구현된 것이 ‘보건의료기본법’

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은 보건의료 제공과 이용 체계,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질병관리체계,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 등의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비교적 우수한 법률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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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체계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의료 분야 법령들은 내용상의 모호함과 

포괄성으로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 분야 직역간 전문 영역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료법 및 약사법의 경우 전문직역간 허용·미허용 영역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 및 다른 법령과의 관련성 등을 두고 전문 

직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영역을 둘러싼 의-한의 갈등, 

간호사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 제도의 효과와 관련한 입장 차이도 있다. 대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10년이 경과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평가와 재편 요구로서, 분업의 형태와 대상

기관, 대체조제 허용 범위, 일반의약품의 판매, 성분명 처방, 처방전 2매 발급 및 조제

기록부 작성 등은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다. 

셋째, 보건의료제도의 가치에서 비롯하는 법적 논쟁이다.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적 

고려를 둘러싼 담배사업 규제 정책들은 2005년 비준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를 고리로 하여 논쟁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건강생활서비스)는 공공-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 도모라는 법적 목적에도 불구

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질적 성격을 둘러싼 의료계의 이견 및 건강증진 영역을 민간에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이견이 여전히 해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보건의료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면서도 ‘의료인’

으로 대표되는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영향력, 자율성과 정보독점성이 큰 영역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전문가집단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법률에 의한 지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령의 형태로 담아서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노력과 아울러 국민 전체의 편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법령 운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담배 규제, 건강

관리서비스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이나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생명윤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의 최대화라는 원칙 하에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용어 : 보건의료법령, 입법과정, 보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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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66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Review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during 
2000~2010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ECD Health Data

연구책임자│김혜련

공동연구자│여지영 강성욱 정영호 이수형

Ⅰ. 연구배경 및 목적

OECD 보건통계는 보건의료 체계 및 정책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각국의 보건의료 위상을 

글로벌 표준에 비추어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의 취약점과 강점을 OECD 국가, 특히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진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 보건통계 2012’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의료자원, 보건

의료활동, 건강수준 지표의 추이 변화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2000년과 

2010년의 위상을 파악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의 취약점과 강점을 진단하며, 보건

의료 정책개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사 및 간호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 병상수, 병원수, 고가의료장비수는 OECD 국가들 

보다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며 

약제비 비중이 높다. 공공의료비 비중은 보장성 확대로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수와 평균재원일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OECD 국가들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OECD 국가의 평균과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높은 외래이용과 긴 재원기간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수가정책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책적 유인이 요구된다. 또한 

1차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대리지표인 당뇨, 천식, COPD 입원율이 높아 1차의료의 

미흡, 진료의 연속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2012 Annual Report

104

우리나라의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평균수명 연장, 조기사망 감소, 

영아사망률 감소 등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고, 인지된 

건강수준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표적인 건강수준 지표가 향상되었음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성과는 지표마다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낮은 의사수와 1인당 국민의료비에 비해 외래는 효율성이 높지만, 입원은 낮다. 

특히, 한국은 병상수와 재원기간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아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낮은 의사수와 1인당 국민의료비에 비해 기대여명은 높고, 

잠재수명손실년수가 낮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고효율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인지된 건강상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건강

수준이 매우 낮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적정 의료인력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장기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수요에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상, 시설, 장비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비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와 입원의 과잉이용 억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1차의료체계의 강화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가정책, 보완적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외에 비의료적 

요인을 통한 접근 정책도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자원과 보건

활동에 비추어 건강수준이 높은 일본과 유사한 ‘일본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일본 보건

의료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투입대비 프로세스측면에서 한국보건의료의 효율성 성과는 지표마다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낮은 의사수와 1인당 국민의료비에 비해 외래는 효율성이 높지만, 

입원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병상수와 재원기간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아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보건의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병상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낮은 의사수와 1인당 국민의료비에 비해 기대여명은 높고, 잠재수명손실년수가 

낮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여타 국가에 비해 다소 고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인지된 건강상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건강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최종 산출물인 건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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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비교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중 외래에서 

큰 향상을 보이지 않아 외래서비스 이용에 대한 형평성 정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2000~2010년의 지난 10년간 보건의료자원과 보건의료활동 및 건강수준의 변화 

방향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달리 

일본과 유사한 ‘일본화’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 일본 보건의료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용어 : OECD 보건통계, 국민의료비, 보건의료자원, 건강수준





Ⅲ
〔기본연구〕

•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확충방안 연구

•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 보험자 내부 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일반사업〕

•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 분석

〔수시연구〕

•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 미래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2012년 주요 연구_2. 건강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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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증대하는 건강증진 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전달

체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현재의 

전달체계로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보건소 중심의 특정집단, 특정사업 위주의 건강증진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건강

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의 다각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첫째, 건강증진서비스 관련예산 현황과 함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종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건강증진서비스 관련정책, 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서비스 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및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 제공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건강증진서비스 연계모형 및 실행방안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U-헬스를 활용한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건강증진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U-헬스를 활용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보고서 

12  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확충방안 연구
Strengthening the Health Promotion Service Delivery Systems 

in Korea

연구책임자│이상영

공동연구자│이주열 조소영 이수형 오영인

 장진영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109108108

Ⅱ.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및 건강증진서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결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보건복지욕구 및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들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조사 및 기관조사 결과, 그리고 주요 선진국(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사회연계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체계의 기본틀로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 완전

연결형 의사소통 모형, 수레바퀴형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결합된 형태를 설정하였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에는 경우에 따라 자원의 공유, 권한과 책임의 

위임, 예산배분,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강한’ 관계(tie)를 설정하였

으며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에는 상호 시설생활자 및 이용자 정보교류, 업무협조 등의 

약한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강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사회복지시설

기타 민간기관

민간 의료기관지역 공공조직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건강증진위원회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연계모형〕

참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가칭 “지역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다. 이에 각 기관·단체의 지역건강증진위원회 참여를 보장

하는 한편, 보건소가 건강증진을 위한 연계사업을 주도하도록 하고, 각 지역사회 기관

단체에서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 활동을 보건소가 대부분 주관하도록 한다.

지역건강증진위원회는 지역단위에서의 서비스 연계에 중점을 두는 만큼 시·도 단위와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며 중앙단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단위에서 지역

건강증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능을 부여할 경우에는 일차

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 지방조례를 제정한다. 한편, 지역건강증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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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는 심의·건의·협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도록 한다.

지역건강증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25~30명으로 하되 기존의 각종 협의체·위원회의 

관계자가 당연직을 참여하도록 하며 담당할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건강증진 연계사업 

추진계획 심의,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참여기관 간 자원공유 및 정보

교류에 대한 협력,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협의 등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및 지원 방안으로 비용지원에 추가하여 정부

합동평가 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아울러 건강증진연계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시·군·구 단위의 건강증진사업 포괄보조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조직을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네트워크에 

참여시키고, 적극적으로 연계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포인트(point) 제도 검토한다. 

포인트 제도는 대상자 의뢰 또는 사례관리에 참여한 민간조직에 해당 건수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해당 점수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의뢰하거나 사례관리에 참여하는 조직에도 건수

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한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기관단체들을 건강증진서비스 공급채널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하는 차원에서 대중밀집 장소에서 U-헬스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범사업 시행시 서비스의 내용, 대상기관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서비스의 내용과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로 지원하며,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건강증진연계사업을 위한 네트워크에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기관, 단체뿐 아니라 

주민센터 등의 공공조직과 함께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등 중산층도 포함된 지역 자생 

조직들도 포함하도록 한다.

건강증진서비스는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특성, 그리고 만성질환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확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공급원이 되어야 한다.

  주요용어 : 건강증진,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전달체계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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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0여 년 동안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왔고 인구고령화 등의 

요인은 향후 약제비의 급등 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정책은 약가통제 중심이었고 사용 합리화를 위한 관리는 미흡

하였으며 특히 총약제비에 대한 목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약제비 지출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총약제비의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예산제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사회보험에 의한 건강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의 약제비 예산제 도입과 시행현황을 비교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Ⅱ. 주요 연구결과

독일, 프랑스, 대만에서 약제비 예산제는 총진료비의 총액예산제와 함께 도입 실시되

었으며,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급등하는 보건의료비용이 자리잡고 있다. 

보건의료 수요의 팽창과 신기술의 도입 등의 요소는 기존 비용통제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전면적인 비용통제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정부는 

진료비 총액예산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강력한 의지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의료

공급자는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의 범위로 볼 때 약제비 예산제는 외래 진료에서 처방하는 약제에 관한 총비용의 

목표관리제도를 의미하며, 외래 진료비를 비롯하여 전체 진료비의 총액예산제가 시행

되면서 그 제도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제비 예산은 외래 총진료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진료비 예산과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 외래 진료비는 총액예산제로 관리되지만 약제비는 현재 예산목표를 설정하지 

연구보고서 

12  06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A Study on Fixed Budget for Pharmaceutical Expenditures

연구책임자│박실비아

공동연구자│박은자 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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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의료기관별 처방 목표량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총진료비에 대한 연간 증가율의 목표가 설정된 후 약제비에 대한 증가율 목표가 설정된다. 

대만에서는 외래 진료비의 총액예산 내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적으로 예산을 

설정하지는 않고 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이 일정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진료비 및 약제비 총액예산은 거시적 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가통제나 사용량 

관리가 제도적으로 엄격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약제비 예산제를 실시함으로써 

총비용의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험에서 볼 때 약제비 지출예산 초과 시 의료공급자에게 집단적 또는 

개인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의료공급자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외래 총진료비 예산 내에서 약제비가 포함되고 목표 지출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진료비

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어 의사들의 집단책임방식의 성격이 있다. 또한 프랑스

에서는 약제비 지출 예산 초과 시 제약기업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제도의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약제비 예산제의 성과는 지출목표의 달성이라기보다는 

약제 사용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산 초과 시 초과 비용의 환급을 

제도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지출목표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거시적으로 약제비 

예산제를 시행하더라도 합리적 약가설정 및 약가 사후관리, 약제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과 사용관리 정책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약제비 지출목표를 달성하면서 

적정 서비스의 공급 및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 현상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약가통제방식이나 

제한적인 사용량 관리제도만으로는 총약제비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향후 총약제비에 대한 목표 예산을 설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총액예산제와 같은 획기적인 재정관리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시행 의지가 요구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의료공급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책임의식이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진료비 또는 약제비 총액예산제 하에서도 의료공급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개별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가 여전히 중요하며 

약제에 대해서는 가격관리와 사용 관리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주요용어 : 약제비, 지출목표,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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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 동안 지역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의 

무의촌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 배치와 보건진료소 설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그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인해 농어촌 보건의료

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있었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화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농어촌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변화는 아직도 

급변하는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농어촌의 부족한 보건의료자원과 열악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환경 

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건강증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각종 보건의료자원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농어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화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건강증진 욕구를 조사하고, 그동안 농어촌을 대상

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의 관련 정부정책 및 사업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농어촌의 인구학적 특성은 전체적인 인구감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급증, 여성 

인구의 증가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농어촌 지역 가구소득은 2011년 현재 농가의 경우 

연구보고서 

12  11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Community Resources Organization Plan for the Health Promotion
of Rural and Fishery Inhabitants

연구책임자│김동진

공동연구자│윤시몬 이수형 나백주 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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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59.1%, 어가의 경우 75.8%에 불과하였으며, 도시에 비해 빈곤율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 농어촌 지역 건강수준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등 급만성 질환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았고, 연령표준화 사망률 또한 농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분포에 있어 도·농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이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저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을 대신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 수 감소 

문제와 질적 수준 제고는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농어촌 주민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시외지역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 이동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이용 시 애로 사항으로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의료 외에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민의 건강관리 비율이 도시에 비해 

낮았으며, 강화되기를 원하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운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정신보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건강증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조직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다.

건강증진재단 중심의 건강증진전달체계는 건강증진 재단 지부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지역별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책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어촌 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린 거버넌스를 활용한 방안은 보건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즈진서비스 외에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 교환, 검토, 평가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진료소 중심의 조직화 

방안의 경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원이 중심이 되어 조직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이 다방면에 걸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해줄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화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재가서비스 등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통합 모델을 활용한 조직화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살린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모델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 각각의 조직화 방안은 각각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정책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선

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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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농어촌에서 증가하는 보건의료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만한 보건의료체계의 강화 

정책이나 사업은 근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어촌의 보건의료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

될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는 민간과 

공공을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지역사회 자체적인 자원조직화를 통해서라도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문제에 직접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원

조직화를 위해 건강증진재단 중심의 전달체계, 근린 거버넌스를 활용한 방안, 보건

진료소 중심의 조직화 방안,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화, 보건복지통합 모델을 활용한 

조직화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 모델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어떤 형태든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원서비스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농특세 등을 활용한 농어촌 보건의료 투자의 방향이 재설정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어촌 보건의료에 대한 기술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농어촌, 자원조직화,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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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양적인 성장을 이루

었으며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89년에 도입된 전국민의료보험 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2010년 건강보험 급여율은 62.7%로 

나타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를 

완성하고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용 또한 급등하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부담능력이 

증대되면서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방안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안정이 급선무이고 이를 해결하는 

경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에 있다. 그러나 진료비 지불제도만 개편해서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의료공급체계 및 의료전달체계와의 

통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진료비 규모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지불제도를 개편하되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료공급 및 전달체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확대, 요양병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은 

3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원 병상수는 74.1%의 증가하였으나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분포하여 지역별 병상 과잉 및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의 

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원급은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병원급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은 연평균 13.8% 증가하면서 암과 같은 급성기 환자의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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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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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현상 심화 등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행위별지불제도 하에서는 의료사용량을 포함한 일체의 공급자 행위에 대한 

모니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가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인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과도하게 

제공되고 및 이는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이어져 온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 등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7가지 수술 입원환자의 입원

진료비에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였으나 기 시행된 포괄수가는 행위별 수가제 하

에서의 진료비보다 약 18%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급여비의 증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2년 18조 8317억원에서 

2010년 43조 6283억원으로 증가하여 약 2.32배 증가하였고, 동 기간 국민의료비도 

2.35배 증가한 반면 GDP는 약 1.63배 증가에 그치고 있어 소득 증가속도 보다 보건

의료비용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새로운 Paradigm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담보를 위한 

총액계약제, 인두제 도입 등 의료비의 예측가능성 확보, 의료 자원배분의 왜곡 통제를 통한 

의료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CCO(Coordinated Care Organization)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CCO는 현행처럼 건강보험공단의 단일체계를 유지하되 공급자끼리 자발적 Network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CCO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필수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추가 급여 Band를 이용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계이다. 진료비 지불방식은 가입

자당 정액으로 하되 연령 및 과거 병력에 따른 위험이 조정된 정액을 CCO에 지급하며 

CCO내 기관 간 분담은 자발성을 부여하되, 할당된 예산은 가입자의 수, 연령, 병력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총의료비용이 사전에 결정되는 수가조정기전을 마련하여 매년 

수가 변동내역을 공급자가 예측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는 국민

에게 CCO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Quality Control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치료결과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새로운 Paradigm을 통해 의료공급량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동 조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 의료전달체계, 의료공급체계, 지불제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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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이후, 2000년의 직장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조직통합, 

2003년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제도는 다보험자 방식에서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변화하

였다. 건강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위험분산(Risk pooling) 기능과 

사회연대성(social solidarity)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과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의 개선노력이 부족

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쟁상대가 없는 단일 보험자 방식인 현행 

건강보험 관리체제는 하나의 보험자로 인해 가입자가 보험자를 선택할 수 없어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단일보험자방식에 대한 다른 비판은 경쟁 메커니즘 부재로 

관리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거대한 단일 조직에 따른 관료화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효율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강보험 내부경쟁을 통해 

재정지출 관리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부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문헌연구 및 내부경쟁사례를 분석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우선 보험자 내부경쟁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징수, 보험급여 및 건강지원분야가 있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활용 또는 적용하고 있는 업무 평가와 실적기준은 매우 

계량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질적 수준이나 고객 입장에서의 평가 도구 개발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궁극적으로는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건들의 지사별 또는 지역본부별 형평성이나 위험균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 조성을 각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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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조건 마련을 위한 가입자의 위험조정 

또는 건강상태 보정 기술인데, 과거 조합방식에서 사용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국가의 경쟁체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만은 통합된 단일보험자 내에서 경쟁

체계를 도입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6개 지역본부로 나누어 예산절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공정하고 규제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전체 재정의 

55% 이상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가입자를 위해 보다 많이 배정함

으로써 소득재분배는 물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독일은 2008년 국제 재정위기와 인구고령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당국은 질병금고 간 규제된 경쟁을 위해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보험료율을 동일화하는 혁신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가입자는 질병금고 선택권을 통해 추가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질병

금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금고 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급여비를 절약하고, 관리하는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다보험자방식과 

단일보험자 방식이 모두 포함된 외국의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규제 속에서 제한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단일보험자 방식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집중화된 건강보험서비스 체계를 지역별 

특성이나 가입자의 특성을 감안 적절한 분권화를 시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분권화 수준은 민영화나 탈집중화 보다는 권위와 책임을 이전하는 이양과 위임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단일보험자 방식인 국민건강보험체계 내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내부

경쟁체계의 방향은 기업경영과 같이 시장경쟁에서 제시되는 외부경쟁을 목적으로 내부

경쟁을 강조하기보다 경쟁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직내부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경쟁 체제를 위한 지사별 목표급여비 산출을 위해, 지사별 특성자료를 중심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지사별 목표급여비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본부 관할 지사인 서울1지사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는 702,514원이나 

목표 급여비는 550,546원으로 1인당 연평균 151,967원의 급여비가 절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목포급여비 추정에 있어서는 지사별로 네덜란드 사례에서와 같이 보건복지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지역본부별 혹은 

지사별로 가입자(국민)의 성별, 연령, 질병 및 장애정도, 직업 유무, 소득수준, 지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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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동기금을 가입자가 속해 있는 보험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선 지역본부별, 지사별 진료비 편차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관리측면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한 내부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내부경쟁의 방법은 완전시장경쟁보다는 관리된 

또는 규제된  조건하에서 경쟁을 의미하며, 단일보험자내에서 다보험자의 진료비 효율화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진료비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체계 운영방법과 다보험자 방식의 국가에서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위험

조정프로그램의 적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적정한 대안으로 고려된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통합방식의 단일 보험자의 위험분산 

효과는 극대화하되 지역 간, 지사별 경쟁시스템을 다보험자 방식의 사전적 위험분산 

기전으로부터 차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내부경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리 운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기능과 역할을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 도입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 자료 이용의 

한계로 인한 문제도 제기 될 수 있지만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향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내부 경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용어 : 건강보험, 내부경쟁, 재정지출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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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4%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약 900만 명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10년 후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부문은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부문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는 

보건의료 부문의 근본적인 환경변화요인이고 노인의료비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의료비는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질병구조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의료이용을 적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장 제도의 개선이나 관리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시 말해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질병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적정치료를 위해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라면, 이는 적정의료이용으로 효율적인 의료

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및 노인 의료이용의 실태

분석과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의료비 및 노인 의료이용 

실태는 노인인구 증가, 요양기관종별 증가, 질환별 증가, 고액진료비, 장기입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노인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노인의료비 증가요인 분석을 통해 노인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측면과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보고서 

12  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Efficient Management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on the Elderly

연구책임자│신현웅

공동연구자│임지원 윤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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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주요 연구결과

건강보험 노인의료비는 2003년 4조에서 2011년 15조로 연평균 16.9% 증가하였으며, 

전체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1.2%에서 33.3%로 증가하였다. 

의료이용형태별로 보면, 입원부문은 연평균증가율이 19.8%로 세 부문 중 가장 높았으며, 

분석기간 동안 64세 이하대상자 진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점유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인의료비 증가 기여도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형태에 따라 대상자수 증가가 

26.5%~35.8%, 1인당 내원일수가 22.1%~60.5%, 내원일당진료비가 5.1%~46.1%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원의 경우 1인당내원일수 증가가 60.5%로 다른 노인대상

자수, 1인당내원일수 두 요인에 비해 기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약국의 경우 내원

일당진료비의 기여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증가 항목별 기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노인대상자수 4.9 30.4 4.9 26.5 4.9 35.8 4.9 31.8 

1인당내원일수 4.9 30.4 11.2 60.5 3.7 27.0 3.4 22.1 

내원일당진료비 6.3 39.1 2.4 13.0 5.1 37.2 7.1 46.1 

진료비증가 16.9 　 19.8 　 14.3 　 16.1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65세 이상 노인의료이용양상에 가장 큰 요소는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이용 빈도, 특히 외래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른 인구,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은 고정효과를 통제할 경우 

추정값과 통계적 유효성이 다소 상이하여 향후 상세한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특히 만성질환에 관한 결과는 노인들의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이은경(2012)의 결론과 일치한다. 또한, 

미국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만성질환자수의 증가와 복합질환 

환자의 증가를 증거로 제시한 Thorpe와 Howard(2006)와도 일맥상통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공급자측면, 수요자 측면, 건강보험제도적 측면

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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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측면에서는 과다의료이용 유발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노인의료비용 정보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 노인의료비 관리지표 개발 

및 내부경쟁 체제 유지, 노인들에 대한 유인진료행위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생활습관 및 건강운동실천사업 강화, 합리적 의료이용 

교육 및 정보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방안 마련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측면에서는 노인의료체계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제도화, 노인 연령 기준 변경 및 본인부담 조정, 요양병상 적정 공급 및 기능 정립과 

통합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능 재정립 등을 들 수 있다.

  주요용어 : 노인의료비, 진료비증가, 증가요인, 효율화방안



124124

연구보고서  

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Implementing the Health Impact Assessments on Cultural Policies

in Korea

연구책임자│이상영

공동연구자│박순우 홍지영 김어지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든 정책이 건강친화적으로 수립·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건강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하부 인구

집단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정책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도 보다 넓은 의미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화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의 수립·

집행단계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일부 

문화정책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문화정책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화” 및 “문화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문화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건강영향평가 대상 문화정책의 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건강영향평가 측면에서의 문화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건강영향평가 

대상 문화정책 선정을 위해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

정책의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기준을 설정

하고 건강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중 예술강사지원 

지원사업, 인터넷중독예방사업, 지역문화축제 지원 등의 일부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정책을 DCMS(2000)나 Matarasso & Landry (199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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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연·영상예술·공예·패션, 미디어·영화·TV·비디오·언어, 박물관·공예품전시장·

자료실·디자인, 도서관·문학작품·도서출판, 고건축물·건축·자연경관·고고학, 스포츠

게임·스포츠시설, 공원·야생거주지, 아동놀이·운동장·놀이활동, 관광·축제·명승지, 여

가활동 등에 관한 정책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경

로를 살펴보면, 문화정책은 단순히 영상물 및 공연, 미술, 건축,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등에 대한 접근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의 향유를 통해 

다양한 가치의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을 크게 구분하면 문화정책 부문은 문화정책 일반, 국어민족

문화정책, 지역문화정책, 국제문화정책, 도서관정책, 박물관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다문화정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 사업, 지역축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일차적인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평가대상 세부문화정책 선정은 예술강사지원

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지역축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중에서 건강영향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건강영향의 크기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는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을 세부 평가대상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건강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가와 

근거의 확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건강영향평가를 모든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는 건강과 해당 사회정책에 대해 공통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평가의 

밑바탕이 되는 근거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정책과 같은 사회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도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건강영향평가에 활용

할 근거의 확보도 미진하다. 따라서 각종 사회분야의 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전문가와 근거를 축적해 나가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평가 전문가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평가가 용이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기대효과는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 제고, 인터넷 중독 인구의 감소, 인터넷의 장점을 활용한 

인터넷 이용 효율성 증대,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고용창출 효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 및 사회적 확산 등이 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으로는 인터넷 중독 선별 검사의 부정확성, 낙인효과 및 

악순환, 인터넷 중독 검사의 효율성 저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한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의 잠재적 부작용, 인터넷 사용의 강제적 규제에 대한 저항 및 부작용, 정책 

수혜자 범위의 형평성과 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등이 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의 건강영향평가 접근 방향으로는 정책 대상 집단의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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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접근성 및 형평성, 낙인효과의 예방, 예방교육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 정부부처

간의 협력 등이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중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의 하나로서 취약

계층이나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증진이 고유목적인데, 예술에 대한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취약계층 학생에게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건강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할 전문가와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의 축적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자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축제 지원사업이 가지는 전체적인 건강영향의 크기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효용성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축제 개최과정의 안전

관리 등 과정평가 결과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추진해가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필요 

있다. 만성질환이 환경 등 복합적인 병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부처에 

걸친 공동의 문제인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용어 : 건강영향평가, 문화정책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 127126126

연구보고서 

12-49-2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on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Health Policy

연구책임자│김동진

공동연구자│채희란 김공현 김진희 김현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양한 인간의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유해 인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환경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정책이나 사업 등으로 인한 부정적 건강

영향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과 개선안에 대한 선택지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한 공공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건강영향평가는 모든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 등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보건 분야의 정책 등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현실은 제도의 여건 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은 환경영향

평가와 건강영향평가가 대등한 관계에 있지 못하고, 건강영향평가의 대상도 국한되어 

있어 특정 정책에 대한 환경 영향과 건강영향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

보건정책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시되는 사업 중 환경과 건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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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환경과 건강의 측면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건강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절감 대책을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이다. 그러나 건강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생의학적 영향 위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맥락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

하고 정량적인 분석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HIA 실시를 

위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EIA내에서 포괄적인 건강 영향이 검토되도록 대상 사업, 평가 항목과 범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스크리닝이나 스코핑 단계에서부터 보건 및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협력 관계의 구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건강이나 

웰빙 관련 지표의 개발,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건강 및 환경 관련 자료 수집,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국내 사례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방역

소독 사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역용 살충제를 오남용 할 경우 

수질, 토양 등 환경매체는 물론 인체에도 다양한 부정적 건강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상당수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 등 

비전문가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때문에 효과성이나 전문성 저하로 인해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기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용 살충제는 식약청의 의약외품 관리로 인체 독성과 환경 독성이 관리되고 있으나, 

살충제의 특성상 인축에 대한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살충제 사용시나 취급시 각별한 주의와 지식이 필요하다. 보다 안전한 

살충방제를 위해서 공간 방제를 하는 연막방제나 미립자 방제 등의 경우는 방송이나 

확성기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제실시를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잔류분무나 유충구제 등 국소 부위 처리 시 처리대상주민이 방제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자체 인력을 비롯한 자율 방역단 등 방제 

활동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위한 교육, 실습 등의 기회가 부여되

어야 하며, 개인 보호장구 착용 등을 의무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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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주요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체적으로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닌 건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강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평가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의 

맥락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량적인 분석 위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방역용 살충제에 의해 영향평가 결과, 방역용 살충제를 오남용 

하였을 경우 수질, 토양 등 환경에 대한 영향은 물론 인체에 대한 영향 또한 심각할 수 

있음을 많은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방역의 목적은 감염병 매개체를 제거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방역용 살충제를 

잘못 취급하였을 경우 작업자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독성에 노출되어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다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때문에 보건소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역용 소독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양, 

수질오염 등 환경매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평가는 물론 인체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방역사업 담당자는 물론, 전문 작업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영향평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연계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담당 

부처 간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해 

평가지침과 프로토콜 개발, 그리고 전문가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또한 우선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주요용어 :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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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Health Impact Assessment in Asia-Pacific and European Region

연구책임자│최은진

공동연구자│노정미 여지영 정지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에서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지역의 환경정책과 보건

정책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환경보건장관포럼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서 2013년간에 

집중적인 환경보건정책개발을 추진하려는 핵심분야가 7가지가 선정되어 Thematic 

Working Group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질(Air quality), 식수와 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폐기물(Solid and hazardous substances), 기후변화 및 오존층파괴와 생

태계변화(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nd ecosystem changes), 환경보건위기

대응계획(Contingency planning,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environmental 

health emergencies),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등이고,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건강영향평가TWG의 의장기관을 맡고 있다.

현재 TWG 회원국은 8개국(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한국)

이고, 2012년 10월 인도네시아 보건부처가 가입하였다. 회원은 기관회원이 원칙이다. 

건강영향평가TWG의 Business meeting은 2010년 4월 처음 개최된 이후 2010년 11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년 7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10월 다시 서울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법제도의 추진동향을 

분석하고, 관련전문가 및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다.

•환경보건포럼 산하의 TWG활동 추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추진하는 건강영향평가 

TWG의 의장기관 업무 수행

•�TWG의 Workplan(2010~2013)에 있는 기관별 업무 수행으로 우리 원에서는 건강 

영향평가 영문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회원기관간의 정책정보 수집 및 정보공유 담당

•�2012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제6차 환경보건고위급회의에 건강영향평가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131130130

작업반 경과보고

•�아태지역 건강영향평가의 국제학술세미나를 서울에 유치하여 관련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

Ⅱ. 주요 연구결과  

1. 문헌고찰의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순수 ‘건강영향평가’ 연구만을 분류하여 선정된 학술지의 건수는 

총 148건이었다. 검색은 2009년부터 2012년 6월초까지로 제한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 6월초까지 발표된 학술 논문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였다. 검색된 

논문의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유럽, 특히 영국이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및 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건강영향평가 연구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건강영

향평가의 방법, 역량 강화, 정책 개발 및 건강영향평가의 평가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았다. 

건강영향평가 사례 연구에서는 환경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와 반대로 농업, 교통, 

영양, 식품안전 및 건강 평등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였다.  

2. 제4차 아시아태평양국제학술대회 결과 

•�일시 및 장소: 2012. 10. 9.(화) 09: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아시아개발은행, 미국질병관리본부 등

•�참석자 :  정현미 박사(WHO WPRO Technical Officer), 오가와 박사(Former Regional 

Advisor, WHO WPRO), 최은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수 선임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은정 교수(순천향대학교), 태국대표단 

대표 Ms. Siriwan Ms Siriwan Chandanachulaka(Ministry of Public 

Health),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몽고 대표

•�주요 참관자 :  Amit Prasad (고베 WHO center), Genandrialine L. Peralta(아시

아개발 은행 ADB), Richard Morgan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Ben 

Harris-Roxas (호주 뉴시우스웨일즈대학)

본 학술대회 논의결과 건강영향평가 법제도는 조직적인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협력적이거나 저항적인 경향이 있었다. 정책결정자의 조직에서 건강영향평가의 인식은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책이 공중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는 핵심적인 조직개발, 다른 부처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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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보, 민간과의 연계체계구축 등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속적인 건강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조건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지원 네트워크 유지 및 활성화인데, 

태국이 ASEAN의 건강영향평가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역량개발을 위한 

조건은 건강영향평가 실시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정책결정자를 위한 역량

개발프로그램 보급 등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건강영향평가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에 맞는 건강영향평가 도구 및 방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늘리며, 보건 분야 내에 뿐 아니라 그 이외 다른 분야에도 건강영향

평가연구를 적용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의사결정자

들에게 건강영향평가를 알릴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2012년 10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

포럼의 고위급회의에서는 환경과 보건정책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개별

분과의 TWG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강영향평가 학술대회와 TWG 활동의 성과는 향후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지역 내 

다양한 요구도와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력과 지원을 낳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개발된 다양한 도구 및 가이드라인이 각 국가에 적용할 때의 

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새로운 방법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차원

에서 시범사업의 사례, 정책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각 국가들이 법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consulting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주요용어 : 건강영향평가,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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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4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 분석

Social Capital and its Impact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연구책임자│최은진

공동연구자│유승현 손창균 오영인 여지영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가건강검진

사업 등 국가적 차원의 건강증진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적인 건강

증진서비스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근거가 불충분하다. 정부에

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여 만성질환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생활습관개선 및 

건강정보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일반국민이 자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을 수립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으나 근거기반의 정보가 부족하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둔 건강관리서비스가 공급적 측면에서 제도화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은 개인적 노력과 함께 집합적 노력이 함께 조화될 때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크며, 이것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건강

증진역량으로 보고 있다.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연대감과 

협력을 이루어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조병희 등,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건강행동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연구하여 건강증진서비스의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건강증진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사회 

자본과 사회환경적 요인 연구

•��만성질환예방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건강증진연구를 통하여 

건강한 노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결정요인 연구

•�장년기와 노년기의 건강생활과 만성질환예방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연구

•��건강생활과 관련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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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강증진 관련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환경적 정책전략 개발 

Ⅱ. 주요 연구결과

2012년 7~8월 서울시민 1,203명((50~69세 남녀성인)을 대상으로 가구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용IRB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1. 건강신념의 영향

50대 초반에서 약 1/3정도는 건강검진받는데 장애요인을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질병에 대한 민감성 및 감수성도 낮게 나타났지만 건강검진에 대한 유익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검진수검과 건강신념의 자기효능감 변수를 분석했을 때 인지된 유익성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3년이내 수검의 경향이 높았다.

장애요인의 극복가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과 운동실천율 등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남자의 정상체중자 비율은 50대 초반에서 75.0%였고, 60대 후반은 71.1%로 나타났고, 

여자의 정상체중자 비율은 50대 초반에서 78.2%였고, 60대 후반에서 59.8%로 감소하

였다. 비만으로 나타난 비율도 여자에서 높았다. 60대후반 남자의 비만비율은 28.9 %

였는데, 여자의 비만비율은 36.4%로 높았다.

흡연율과 연간 음주율은 각각 16.0% 35.4%였고, 남자의 흡연율은 44.6%, 여자의 흡

연율은 4.1%였다. 연령증가와 더불어 남자의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간

음주율도 60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사회적 자본의 영향

본 조사의 응답자들 중 711명(59%)만이 10가지 직업 중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안다고 응답하였고, 결과적으로 41%의 사람들은 한 가지 직업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지위점수가 학력, 개인월수입, 가구월수입과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참여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사회적 자본의 요소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인의 관계망을 활용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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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50대와 60대는 장년기와 노년기의 세대를 같이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용상태, 직업상태 등은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일종의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안정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인 국민연금의 

가입상태 등 소득보장의 상태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

으로 남아 있다. 

사회적 자본의 건강증진역할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근거기반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면적인 조사연구였지만 사회관계망의 지속성과 역할을 보다 종단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지만, 건강검진의 결과로 발생하는 치료비부담, 후속적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유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인지하는 유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질병의 조기치료와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의 개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과 집단에 속한 개인을 건강도우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직업지위지표로 대표되는 집단의 사람들이 중요한 건강증진추진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주요용어 : 사회적 자본, 노화,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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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Activating the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Law

연구책임자│이상영

공동연구자│김어지나 이수형 신정훈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1년 후인 2012년 4월 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 2012년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쟁점들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주어진 제약조건

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운영현황과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의료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의료조정제도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둘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 분쟁조정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단계에서의 제도 정착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앞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 사안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통계자료 형성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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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사협회 공제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2012년)은 국내 의료사고 발생 현황을 

추계하고 국내 병원에서 연간 약 4만명이 사망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공인기관의 

의료분쟁 접수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9년 3,409건으로 약 2.2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① 의료기관 난동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명시, ② 강제 출석 및 현지 조사 폐지, ③ 무과실 강제 분담금 폐지, ④ 의료기관 

요양급여에서의 대불금 원천징수 폐지, ⑤ 증거수집을 위한 자료제공 의무 관련 대책 

마련, ⑥ 의료사고 감정부에 의료전문가 배정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자 측에게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당사자 의료인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여

하자는 것은 시민단체 등의 일관된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형사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사자간 합의 유도에 치중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무과실 국가배상제도를 제한

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3,000만원의 

보상금액으로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손해배상금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강제가입을 전제로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는 종합보험 형태의 

보상체계가 아니라 대불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trust)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진 단계에서는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의 결과에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피해구제 신청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일시에 조정제도 

이용자를 대폭 증대시키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건수가 

적더라도 조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점차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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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규명과 조정을 떠나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법률적 

안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 하에서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 이익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쟁

조정이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절차 등

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조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사고의 보고 및 신고 

체계, 통계자료 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OECD 등도 환자안전을 보건의료성과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의료분쟁의 

조정 이전에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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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2
미래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Tasks for Future Health and Welfare Policy

연구책임자│신영석

공동연구자│강신욱 강혜규 고경환 김미곤 이삼식

 이상영 윤석명 정영호 장영식 정홍원

 고숙자 김동진 김문길 윤강재 이윤경

 황도경 강지원 이지혜 전지현 이정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화두는 단연 경제 성장이었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고 교역량이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등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국가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존의 시장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원칙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사회통합과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라 우리사회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와 경제성장율 감소, 비정규직 증가, 

자영업자 증가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는 보건복지정책의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내수부진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사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의 

경직성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환경의 변화는 보건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것 역시 복지욕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만혼 등 

독신가구 증가,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 자녀양육 및 보육에 

대한 부담 증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사회불안 요인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

인성질환과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증 등 복지욕구를 야기하는 요인들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의 보

건복지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분야별 원고를 작성하였고, 

대국민 복지욕구 및 의식조사를 통해 일반국민들의 생각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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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되는 사회 

실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선제적 질병예방과 건전한 의료안전망을 내실화하여, 건강한 출산·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다층 안심 노후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큰 틀에서의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방향,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야별 세부과제는 보건부문, 복지부문, 저출산·고령사회부문, 사

회복지재정·통계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총 10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각 과제별로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후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10개의 핵심 과제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40개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실태 및 근거, 해외 동향, 대안들, 기대효과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보건부문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진료비보상제도, 의료

서비스 질 제고의 3개 중과제가 제시되었고,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진료비 지불단위 포괄화, 거시의료비 관리방안 마련, 성과보상제 확대, 

통합의료관리체계 구축, 환자중심의료 고도화, 환자안전 강화, 의료의 질 인프라 확충 

등 9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복지부문은 사회서비스관리체계 효율화,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고용·복지

통합연계의 3개 중과제가 제시되었고, 사회서비스부문 품질관리 체계화, 사회서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전달시스템 마련, 저소득 순수자영자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사적연금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자료 구축, 임시·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연금사각지대 해소,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모색, 복지·

고용 연계 전달체계 개편 등 10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부문은 보육 및 아동정책의 합리화,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보호 정책의 2개 중과제가 제시되었고, 0~2세 아동 시설보육과 시설 외 보육간 균형, 

근로-보육 연계 강화, 신혼부부 주택 지원, 다자녀 가구 조세 지원 확대, 아동수당/교육수당 

도입, 부모보험제도 도입,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및 등급체계 개선, 포괄케어시스템 개발, 

서비스 평가체계 개선,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체계 정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체계 개편, 

유사서비스간 기능정립, 장기요양 돌봄 가족 지원 강화 등 13개 세부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재정·통계부문은 복지재정의 적정화 및 재원조달과 정보활용의 극

대화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의 2개 중과제가 제시되었고, 2017년도 우리나라 복지

재정의 적정수준, 복지재원조달방안, 보건복지 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의 

체계적인 개발 및 수집,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활용 등 6개 

세부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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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국민의 복지욕구 및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소 생활하는 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후준비(41.1%), 

자녀교육문제(31.9%), 일자리 등(27.3%), 소득 및 생활비(24.9%), 건강 및 의료

(23.6%), 먹거리, 범죄 등 사회 안전(22.6%), 가계부채(16.3%), 주거(8.2%),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2순위 중복응답).

또한 신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보건복지정책은 취업 및 일자리지원(48.4%), 

의료비 부담경감(30.1%), 저소득층 소득 지원(26.3%), 노인의 삶의 질 향상(24.8%), 서민 

주거지원(24.4%), 보육지원(20.6%),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19.9%), 기타(0.6%)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2순위 중복응답). 

마지막으로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 관련 인식은 ‘세금 인상을 하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40.0%)’는 응답이 가장 높고, ‘복지수준이 낮아도 세금을 더 인하해야 한다

(26.0%)’는 응답과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25.4%)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한 탐색과 핵심과제의 도출을 통해 신정부의 

복지정책 비전과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용어 : 복지정책 전환,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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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Issues and Directions for a Rapid Increase in Suicide in Korea

연구책임자│이상영

공동연구자│노용환 이기주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대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증하여 최근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다. OECD 회원국(표준인구 10만 명당 평균 12.9명) 중에서 가장 높은 33.5명

(2010년 기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증가 속도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자살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순위 중 1993년 9위에서 2002년 7위로, 그리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 주요 사망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왕성한 노동연령층인 20~39세 국민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불안의 1차적인 피해자인 중장년 남성과 노후대비가 

불충분한 노년층의 자살률은 양적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자살률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사회를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 

전통적인 자살의 원인 외에 한국적인 자살률 증가 속성을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연령별 패널자료 및 OECD 국가와의 국제비교를 통해 

총량적 자살 실태를 기술적·다면적으로 파악하고, 경기지표(경제성장률, 실업률, 부도율 

등)와 사회지표(소득불평등도, 이혼율, 혼인율, 출산율 등) 등의 총량지표가 자살률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확률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성별 자살률 추이를 보면 장기 증가 추세에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높고, 특히 자살률의 성별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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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커져 2011년 현재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이 

바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급격한 자살자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월별 자살자수 추이를 보면, 5월 자살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12월, 1월, 2월 겨울철 자살자수는 다른 계절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강한 계절성을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의 사회자본 관련 지표와 자살률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나 종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는 있으나 자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자살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소득수준이 높고,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살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자

본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자살률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일관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자살생각 결정요인 추정하면,  첫째, 자살

생각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제 자살률 통계와는 달리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U자형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살은 

분명한 ‘성 격차’(gender differences)를 보인다는 점으로, 자살생각은 실제 자살률과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취업유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남녀 모두 유의한 수준

에서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집단에서 고졸이상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흡연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비흡연자 집단에 비해 더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정도가 심할수록, 알코올 

중독위험이 높은 집단일수록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자살이라는 인간의 행위(혹은 선택)는 예측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자살 원인은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살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면 동시에 자살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치유

하는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고 섬세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살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살은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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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들이 가난, 고독, 

질병, 무직업에 대응할 충분한 물질적·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다. 또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층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 있는데, 미래의 주역이자 꿈을 

펼쳐야 하는 청소년층의 우울증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문제, 학습장애문제 등을 해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원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소그룹 및 종교적 치유그룹을 확대해 가야한다.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가계에 대해서는 긴급재정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노력을 강구하고, 신용불량자

들에 대해서는 개인파산 허용 후 인생 2라운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저소득층에 대

해서는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개인의 속성별로 세심한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자살이 국민 전체의 사망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는데, 

자살의 중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온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비용 부담 역시 증가해 왔다. 

우울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여 우울증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

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자살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알코올중독환자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우리의 음주문화가 높은 자살률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알코올중독 치료시스템 지원, 음주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용어 : 자살 생각, 자살발생 원인, 예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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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본연구〕

•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 청년층 근로빈곤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터키)

•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 2012년 빈곤통계연보

〔일반사업〕

•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수시연구〕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2012년 주요 연구_3. 사회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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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도 도입이래 재정불안정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불안정 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는 소득

대체율 70%를 60%로 10%pt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대폭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요인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 도래에 맞추어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적정부담 수준을 검토하여 2013년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선택

가능한 재정안정화 조합과 이들 조합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사회정책 작업반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대간 연대성(Inter-generational solidarity)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의 작동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세 가지 다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통상적인 보험 수리적인 방법을 채택한 재정추계모형을 

이용하여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필요보험료를 

추정하였다. 현실적인 보험료 인상 대안들을 고려하기 위해 본문에서의 재정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은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할 

경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201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15.65%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시기를 2023년으로 늦출 경우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은 

연구보고서 

12  16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Contribution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연구책임자│윤석명

공동연구자│Ismo Risku 최기홍 전영준

 신화연 양혜진 이힘찬 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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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로 2013년에 비해 1.4%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퇴직연금 보험료율 8.3%를 합할 경우 이미 부담률이 

17.3%에 달하고 있다. 공적연금만 비교할 경우에는 유럽국가에 비해 국민연금의 부담

률이 매우 낮으나 유럽국가들의 경우 사적연금 부담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고려한 부담률은 그리 낮은 편이 아니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여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거를 받아

들일 경우  보험료율을 14~15%까지 올리는 것도 수월치 않아 보이며,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인상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장기에 걸친 재정추계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과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또다른 연구방법론인 중복세대 일반균형 모형 (Overlapping Gener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분석결과가 유사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복

세대 일반균형 모형의 모수개혁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 이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보험료가 20%대라는 점에서 급격한 보험료 상승에 따른 

가계와 거시경제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본문에서 시도해 본 다양한 분석 내용들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가급적 빨리 일정수준까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계와 거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방법론으로 세대간 불평등도(GI)를 판단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세대간 회계

(Generational Accounting) 개념을 활용하여 연금제도뿐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세대간 불평등 정도를 평가해 보았다. 세대간 회계 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정부

정책이 잔여생애기간동안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산출된 현재세대의 회계에 비해 미래

세대의 순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대간 불평등도의 

수준이 약 16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세대에게 현행제도가 그대로 적용

된다는 전제 하에서 현세대 중 연령이 0인 세대의 순재정 부담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순재

정부담이 160% 높은 수준이 되어야 정부의 장기재정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세 가지 다른 연구방법론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 모두 이들 제도에 기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

할 때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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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2013년 예정인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보험료 인상시기가 늦추어지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인상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구체적인 인상 스케줄과 관련하여서는 정책 당국의 보다 정교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성 제기가 자칫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제도도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

하고 있다. 이미 인구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저부담·고급여’ 연금제도가 성숙

단계로 진입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연금재정 불안정에 노출되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급여의 대폭 삭감 또는 보험료(또는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여타 OECD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인 국민연금의 경우 잦은 제도개혁에 따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저하 및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의 기본틀(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과 급여의 연결고리 강화를 통한 소득비례 속성이 

강한 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초래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저연금 

문제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지급을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이원화된 접근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하여야 할 국민연금제도는 평균수명 연장

추이를 연금수급기간에 연동시키는, 즉 평균수명이 증가하더라도 평균적인 연금수급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동안정화장치

(Built-in-stabilizer)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용어 :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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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보전급여의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

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소득보장체계 외연상 발전이 있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는 소외되었던 일부 장애인에게도 소득보장

제도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각각의 공적제도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서로 

달리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장애에 대해서도 소득보장제도간 수급조건(장애발생원인 

및 시점,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에 대해 장애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써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관련 소득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비교분석하고 해외

연구사례를 통해 제도간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분석 및 개선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장애급여가 전체 중증장애인의 절반 정도를 포괄하는 독일, 미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체계는 장애인 소득보장에 있어 그 역할이 

취약한 상태이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대비 2.8%이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서 장애인에 대한 빈곤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해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장애발생시점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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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여가 전제조건이 되므로 선천적 장애나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간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어 주변적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독일, 

캐나다 등과 같이 중추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편성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추계에 의하면, 현행 장애연금을 유지하는 한 장애연금수급자 규모나 

노령연금수급자 대비 장애연금수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지속된다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열악한 근로활동상태나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국고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성격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단순히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에 장애로 인한 실제추가비용의 상당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가급여를 

인상한다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향후에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인상할 경우 부가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대상자와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추가지출비용을 상당 수준 보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급여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실제추가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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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직역연금제도에 대한 재정평가 및 공적연금관련 정책현안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본 연구는 매년 당해 연도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은 부정기적으로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직역연금별로 재정계산이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통합된 관점에서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은 각각 2010년과 2011년 신규 입직자부터 더 내고·

덜 받는(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또는 더 내고 그대로(군인연금) 받는 식으로 연금법을 

개정하였다. 직역연금법을 개정할 당시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개정을 반영하여 

장기재정전망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과 달리 재정계산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급여지출규모 및 직역연금의 적자 보전액이 증가하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직역연금 전반에 관한 재정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연금제도별로 5년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재정계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계산 수행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역연금의 경우 공식적인 재정전망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재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초 정부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군인

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한 뒤, 현재 군인연금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현행 제도 하에서의 군인연금 재정전망을 시도하여 군인연금 재정상태를 점검

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재정전망 외에도 재정전망과 관련된 정책현안을 분석하고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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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그동안 1995년, 2000년 및 2009년 등 3차에 걸친 재정안정화 개혁을 

실시하였고 2009년의 경우 개혁의 규모도 컸으나 재정수지는 여전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충당부채의 규모 역시 급여지출의 증가와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수지차가 2008년과 2009년도에는 1조 4294억원, 1조 9028억원으로 각각 증가

하다가 2009년 개혁으로 다시 1조 3072억원으로 줄어들었음. 그러나 2009년의 개혁

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수지차가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수입이 연평균 3.3% 증가하나, 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없는 한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회계법’에 따라 산정된 2011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재무결산보고서에 따른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289조 8444억원, 퇴직수당충당부채는 26조 1620억원으로, 향후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및 퇴직수당의 충당부채액 총액은 316조 66억원

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발생의 내적요인으로는 연금제도 내의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구조, 공무원연금 급여에 포함된 공로보상이나 인사정책적 기능,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사용자(정부)부담 등이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부양률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09년 이전 입직자와 

2009년 이후 입직자에게 차등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집단 내에서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에 10만명, 2045년에 13만명, 2070년에는 14만명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의 총수입은 2011년 1.07조원에서 2080년 19.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의 경우 2011년 2.3조원에서 2080년에는 수입 19.9조원, 

지출 52조원으로 총 32.1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 재정문제의 원인으로는 도입초기부터 수급자가 발생하여 적정한 기금

조성 기회가 없었고, 군간부들이 퇴직연령이 대부분 45~56세로 연금수급기간이 장기화

되어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개혁방향 역시 수입보다는 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4년여의 논의 끝에 2009년 12월 31일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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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장기적으로 정부의 추가부담을 51% 정도 절감시킨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재정절감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의 수급구조 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보전금제도 하에서 향후의 남아있는 재정 어려움을 미래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직역연금의 재정불안정성 문제는 그 동안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 이러한 재정

문제는 심각한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안정하기는 하나 

2009년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으나 군인연금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인연금법 법안 작업 과정

에서 국방부에서 포괄적으로 판단한 재정효과를 준용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시한 

재정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 이후에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무원연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재정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므로 

주기적인 재정계산을 통한 재정상태 점검이 시급하다. 그러나 2007년 제2차 재정계산 

이후 재정계산을 위한 후속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재정상태를 점검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특수직역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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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욕구별 급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차별화하고, 일부 급여의 경우는 

현행 기준보다 선정기준을 높여 더 많은 계층을 보호하며, 주거급여의 사업방식을 

바꾸어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자는 것이 급여체계 개편론의 주요 논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빈곤정책 제도개선방안 연구』1)는 

기초보장급여체계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그 해결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하고 있어 향후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현실적 노력이 본격화 될 경우 이 <기획단(안)>이 

중요한 준거점이자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획단(안)>에서 다루어진 기초보장 급여체계에 대한 주요 논의를 출발점

으로 하여 급여체계의 개편이 초래할 효과를 추정하고 급여체계 개편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 내외부의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편은 기타 관련 제도들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아울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으나 개편된 급여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

분들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제시되는 몇 가지 기준선은 제도 개편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가상적 수치라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복지

패널> 6차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가구 단위의 분석을 원칙으로 하였다. 

1) 이태진 외(2012) 『빈곤정책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2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Development of Income Support Programs of Korea According
to NBLS Reformation

연구책임자│강신욱

공동연구자│정은희 김수현 황덕순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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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개편에 따라 생계급여의 상한선은 현행 현금급여 기준선에서 주거급여 중 임대료 해당 

부분을 제외한 액수로 가정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와 같이 조정된 생계급여 

상한액은 최저생계비의 약 72.0% 수준에 해당된다. 한편 소득인정액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기준선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가지 재산기준선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이 결과 개편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국 가구의 약 3.9∼4.2%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거급여의 개편안은 임차가구 가운데 가구의 총자산이 최저기준전세가격 기준(현행 

기초보장제도 상의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이용)에 미달하며, 소득평가액의 20%가 가구별 

최저기준 임대료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거급여 최대액을 결정하는 

지역별 최저 기준임대료의 경우 <기획단(안)> 안에 제시된 금액 중 1, 2단계 안을 이용

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6.5%∼11.8%가 주거급여 대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의료급여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의료급여체계이나 그 자격기준을 

생계급여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15%의 인구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후의 본인부담액에 대해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편된) 생계급여 수급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행 전체 가구의 약 

7.5%로 추정되던 것이 약 4%로 감소되나,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의 비율은 약 24.2%에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의 개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체 가구 가운데 

17.8%가 개편된 생계, 주거급여와 의료비지원 가운데 하나의 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6.2%가 두 개, 3.2%가 세 개 급여 모두를 수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27.3%가 세 급여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수급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비율 추정치인 6.9%나 의료급여 수급가구 비율 추정치인 

7.5%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급여의 개편안은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선의 200%이하, 자산기준을 총

자산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한 순자산이 재산기준선의 120%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교육급여 대상가구는 현행 교육급여 가구의 약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었다(전체

가구의 0.9%에서 2.9%로 증가).

수급자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취업 여부 관리 및 

소득 파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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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고 기초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복지제도의 단순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를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빈

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 즉, 고용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① 전세제도의 존속과 월세

시장과의 이중구조, ② 소득파악 인프라 취약, ③ 민간임대시장의 불투명, ④ 도시 저렴 

임대시장 재고의 불안정성, 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전망 취약 등의 특성으로 요약

된다. 이러한 인프라의 미비를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료 보

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한국적 상황을 감안한 별도의 절차와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편은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변화 폭은 의료비 지원방식의 변화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변화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급여체계의 개편이 빈곤예방과 탈수급 촉진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여타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들이 동시에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주거급여제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욕구별 급여, 주거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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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29
청년층 근로빈곤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f the Youth Working-Poor and Policy Measures

연구책임자│김태완

공동연구자│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청년층은 실업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남유럽국가들인 그리스, 스페인은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이탈리아는 세 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OECD에서도 청년실업은 중장년층의 실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년들은 일을 해도 안정적 직업보다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음으로써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근로빈곤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빈곤의 정의를 광의로 해석

하고 청년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그 지원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OECD 청년빈곤 및 실업 실태를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8~25세 청년층의 빈곤의 

상대적 위험도가 높았다. 또한 청년층의 빈곤에 대한 위험도는 경기변동이 심해지면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남유럽국가들은 청년빈곤의 지

속성이 높은 반면에 북유럽국가들의 청년빈곤 지속성은 낮았으며, 복지레짐별(사회민주

주의, 대륙형, 남유럽국가로 구분시) 또는 국가별로 청년빈곤에 차이를 보였다.

청년빈곤의 원인으로는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20대 초반의 

조기 독립으로 인해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다소 부모로부터 늦게 독립하는 

남유럽국가들의 청년들은 빈곤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들의 조기 실업과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장년이 되어서 생활을 유지하거나 

노년 이후의 소득보장 및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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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빈곤층의 동태적 변화 및 특성을 보면 지속빈곤(4년 연속 빈곤)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반복빈곤에 비해 일시빈곤(평가기간 중 1회만 빈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5~2011년(7년간)의 빈곤형태를 살펴보면 장기간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반복빈곤과 일시빈곤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반복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높다는 점에서 현재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결국 

청년근로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실업기간 지속과 연금수급권의 관계에서는 청년기 실업을 경험한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획득 측면에서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연금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높았다. 또한, 연금수급권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연금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청년실업층 지원을 위한 제도와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청년취업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빈곤 및 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 재평가를 통해 단순히 예산지원

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고용-복지가 함께 연계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과 더불어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및 임금수준을 보장

하며, 청년들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체제에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시 이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빈곤청년들의 소득지원체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범위를 청년까지 확대

하며,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직업훈련이나 직업연수 

또는 각종 기술습득의 프로그램과정에 속하거나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층에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청년근로빈곤층의 장기적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취업이후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방안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족의 확대로 인한 그 자녀들의 양육, 교육 및 취업의 문제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현황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 자녀들의 국내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요용어 : 청년, 근로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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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30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Analysis of Asset Holdings and the Possibility of After-retirement 
Poverty of the Baby-boomers

연구책임자│남상호

공동연구자│이경진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베이비 붐 세대란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는 약 713만명으로 총인구에 대한 비중은 14.6%에 

달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주된 이유로는 현재 이용가능한 

조사자료들은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수위험(longevity risk)은 은퇴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후 소득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중·고령자계층 중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분석하고, 은퇴 이후 소득의 충분성을 살펴본 다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한국복지패널, 노후보장패널, 가계동향조사, 가계자산조사, 고령자

패널 등을 결합하여 베이비부머들의 보유 연금형태별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공적 및 사적연금 보유현황과 소득·소비지출을 비교하고, 이에 기반하여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는 가계총자산 3억 4천만원 중 부동산 

형태로 2억 6천만원, 저축 형태로 약 7천만원,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 950만원 정도를 보유

하고 있었다.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는 부동산이 76.3%, 총저축이 20.8%, 기타자산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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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었다. 또, 베이비붐세대는 평균적으로 5800만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은행권 대출이 4100만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받은 것이 1700만원이었다.  

금융자산규모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는 평균적으로 7042만원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식저축이 3160만원, 전세보증금이 1481만원이었다. 목돈투자 중 예치식

저축은 1223만원, 주식투자는 4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은 4.2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 저축, 부채가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자산, 저축, 순자산 등의 전체평균이 4분위의 평균값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자산의 대부분이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통하여 공·사적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 종류라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1.5%이었으며, 베이비붐세대의 절반을 넘는 

58.5%는 노후를 위하여 가입한 연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34.5%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19.0%이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11.7%인데, 그 중에서 개인연금만 가입한 

사람은 6.1%, 퇴직연금(퇴직금 포함)에 가입한 사람은 13.3%인데, 그 중에서 퇴직연금

에만 가입한 사람은 1%에 불과하였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2%,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9.9%, 그리고 세 종류의 연금을 모두 가입한 

사람은 2.4%이었다. 

취업자 중에서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7.4%,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9.9%,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3.0%이었다. 취업자 중에서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24.5%, 개인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5%,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4.9%, 그리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4%이었다. 또 취업자 중

에서 무연금인 사람은 46.2%이고, 비취업자 중 무연금인 사람은 82.9%에 이른다. 

순가용자산이란 비주거용 부동산자산과 총저축의 합에서 총부채를 뺀 값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8,900만원 정도의 순가용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을 가진 사람들이 4,4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무연금인 사람들은 936만원으로 가장 적은 순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층의 월평균소득은 180.2

만원(연간으로는 2,161.8만원)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26.5%로 가장 높고,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등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소득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학력자는 공적이전소득(36.1%)과 재산소득

(16.3%)의 비중이 높았으나, 무학인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41.3만원이었는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 20만원 

정도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후반과 85세 이상가구에서 1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161160

있는 반면, 75~84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27~12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소비지출이 월 2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독거노인이 월 63.4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관련비’와 의 지출(43.0%)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보건의료비’가 24.7%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모든 구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010년 현재 노인부부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18.6%, 부부 중 1인만 소유한 경우가 75.0%, 그리고 부부가 모두 부

동산을 소유한 가구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가구의 평균금액은 2억 

1742만원이었고, 성별로는 남자의 10.2%, 그리고 여자의 25.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자의 평균 금액 또한 남자가 2억 6807만원, 여자 

1억 7899만원으로 약 9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부부)를 기준으로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17.8%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부부 중 한사람만 보유한 경우는 41.9%, 

그리고 부부가 모두 보유한 경우는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유

중인 금융자산의 평균값은 2,554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가 

3,4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독거노인가구가 934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부부기준)의 부채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71.6%에 이르고, 부부 중 한사람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27.1%, 그리고 부부 

모두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3%이었으며, 평균 부채규모는 1,7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론 및 시사점 

향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의 4934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부터는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은퇴 이후 현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행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은퇴준비가 미진한 편이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은 2억 8천만원인데, 대부분의 자산이 

거주주택 형태이고 금융자산이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에 추가적인 소

득이 없다면 은퇴이후의 소비지출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경우에는 현재소득이 1~2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후소득

부족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3분위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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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에는 1~4분위에서도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자의 경우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약 6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은퇴이후 소득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은퇴자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소득계층 외에도 보유 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및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건강한 고령자들이 근로를 통한 소득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와 같은 중고령층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방안,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 변화폭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한데, 

특히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요용어 : 노인빈곤,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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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31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Old-age Poverty in Korea and How Should

the Government Reduce It

연구책임자│여유진

공동연구자│김미곤 권문일 최옥금 최준영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 및 교육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준비

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적소득보장의 혜택에서도 소외된 세대이며,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좀 더 현실성과 실현성을 갖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와 노후소득보장체계 설계상 원칙을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2) 현세대 노인의 빈곤 및 노후소득보장 실태에서는 

구체적인 미시자료를 통해 현세대 노인(가구)의 기본적인 특성과 빈곤 및 불평등 실태를 

가구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7년과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가 활용되었다. 3）OECD 국가들 중 몇 가지 

기준을 통하여 선정된 국가들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주요 특징 및 내용을 개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4)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평가하고,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혹은 개혁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먼저, 현세대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특성과 빈곤 실태,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수급

현황과 소득재부분 효과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구유형별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적인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유형별 가구 특성과 가구주 

특성을 교차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 단독가구는 여성, 고령, 저학력, 비경활의 

대표적인 특성을 지닌다. 둘째,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소득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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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열악하고, 따라서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셋째, 노인가구의 

경우 여전히 사적 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현세대 노인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수급 실태를 살펴본 결과, 기초노령연금과 공적 노령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결합적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 수급의 보편성 

측면에서 검토 국가 대부분이 느슨한 수급 조건을 통해 공적연금 수급의 보편성 확보

하고 있었으며, 공적연금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검토 국가 대부분이 적정한 수준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사적연금의 적절한 역할분담측면에서 

대부분이 퇴직연금을 통해 공·사적 연금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화의 방향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둘러싼 

우리의 사회경제적, 제도적, 문화의식적 제약 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와 같은 세부 

원칙하에 빈곤 완화 기능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원과 재정방식, 

급여수급요건 등 제도의 적용원리 면에서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적용원리 면에서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도 통합보다는 별도의 제도로 존속시키면서 

제도의 역할 조정 내지 연계를 통해 빈곤방지 효과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은 

자조와 사회연대성의 이념을 결합하고 있고 기여와 급여 간 연계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이 

높으며, 권리의식의 고양을 통해 조세보다 부담에 대한 저항이 낮은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빈곤방지와 관련한 중추적 기능을 행하는 제도로 위상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대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급여수준 및 수급자격을 설정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체계와의 기능 통합 또는 

조정을 통해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넷째, 현시점에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적정부담수준은 OECD의 평균공적연금 지출인 GDP 대비 10% 이내일 것이다.

이에 재구조화를 위한 모델 분석은 대안 2가지로 구성하였다. 1) 국민연금의 내실화 

및 가칭 ‘경로부조’의 도입이다. 본 대안의 장점은 제도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고, 공공부조제도의 대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정지출 절약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제도를 중추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등

이지만 단점은 기초노령연금 기득권자의 반발, 노인특별부조 운영에 따른 노인계층 내, 

노인계층 간 비형평성 문제, 저소득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피 확률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2) 기초연금도입과 국민연금의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이다. 본 대안의 

장점은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인빈곤의 근본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적용 및 

수급의 사각지대를 근절할 수 있으며, 사회권으로서의 연금수급권의 위상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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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 등이며, 단점은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사회적 지출에 대한 잠재적 구축효과가 있을 수 있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기초연금지급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노인단독가구의 80% 내외, 노인부부가구의 50% 내외의 가구가 경상소득 하위 20%에 

몰려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공적 역모기지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올려놓고 우선순위와 

현실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야한다.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평균적

으로 재산수준이 비노인가구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적 

역모기지제도의 도입과 적극적 활용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재정안정성이라는 전제(목표가 아니라 전제이다)에만 몰입하다 

보니, 현세대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노인까지도 상당 비율이 빈곤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산조사형 보충급여, 기초연금, 

최저보장연금 등의 형태로 최소 평균소득의 20~30%의 소득을 노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저보장에 비교적 성공한 나라들은 오히려 GDP 대비 노인지출 수준이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 수준이며,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데도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즉 국민연금의 포괄성을 대폭 넓히면서 보완적으로 

공공부조제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외부에 빈곤경감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제도를 또 하나의 기둥(pillar)으로 세우는 방안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을 요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며, 특히 현세대 노인에 대한 빈곤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전제

한다면, 이는 현세대 경제활동인구가 감당해야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용어 : 현세대노인빈곤,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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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

Alternative Approach to Measuring Poverty
- Multidimensional Analysis Considering Basic Needs-

연구책임자│이현주

공동연구자│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원적인 빈곤 측정 방식의 한계를 논하고 다차원

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빈곤집단의 규모와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정책은 일부 빈곤집단을 배제시키며 각 욕구영역에서 

기초욕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들이 정책적으로 표적화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빈곤의 다차원성을 전제로 빈곤을 측정

하고자 하였다. 

전반부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존에 주로 활용되어 온 접근, 즉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한계를 논의하고 빈곤 측정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빈곤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정책에서 소득빈곤이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있었다. 비교적 

측정이 쉬운 소득은 빈곤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왔다. 빈곤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소득만으로는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일차원적인 측정과 비교하여 다차원적 접근은 빈곤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분석방법으로 잠재적 집단분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주로 사회적 배제와 박탈의 개념을 활용하여 빈곤이라는 추상적인 현상을 

두 개의 이분화된 집단, 빈곤과 비빈곤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방법으로 잠재적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빈곤집단을 비빈곤집단과 구분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빈곤집단도 특성이 다른 여러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전제하여 개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167166166

Ⅱ. 주요 연구결과

소득에 기초하는 간접적 빈곤 측정의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소득자료

(LIS)를 활용하여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5개 국가의 빈곤을 비교하였다. 가처분

소득빈곤과 가처분소득에서 주거, 의료, 교육의 기초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을 

감안한 수정 가처분소득빈곤을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두 개의 빈곤율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비지출을 고려한 수정가처분 소득의 빈곤율을 보면, 한국의 빈곤율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한국에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료비의 경우는 미국의 빈곤율 상승이 가장 커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처분소득빈곤과 욕구영역별 고정비용을 제거한 수정 가처분소득 

빈곤의 차이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지출이 각 국가의 사회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분석결과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측정은 각 

국가의 빈곤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득빈곤은 여타의 접근과 중첩도도 낮다.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의료, 교육, 근로영역에서의 박탈이나 과부담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정의되고 측정된 

빈곤과 소득빈곤을 비교하여 각 빈곤 집단이 어느 정도 중첩되는지 분석하였다. 주거 

과부담 가구, 주거 박탈 가구, 의료 과부담 가구, 의료박탈 가구, 근로박탈가구, 실업자 

가구를 구분한 후, 이들 집단이 소득 빈곤 가구와 어느 정도 중첩되는지, 중첩되지 않는 

집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빈곤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 빈곤 집단을 파악하는데 있어 하나의 완벽한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는 분석이었다. 

분석 결과, 주거, 의료, 교육 등 각 욕구 영역에서, 제 빈곤집단이 소득빈곤집단과 중첩

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중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소득빈곤이나 각 욕구영역에서 

하나의 빈곤이라도 경험하는 가구는 전 가구의 11.93%로 나타났으며, 소득빈곤은 

아니지만 주거, 의료, 교육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전 가구의 4.19%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빈곤은 아니지만 기초 욕구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1/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빈곤만으로는 각 욕구영역의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욕구영역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표적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이외의 다른 

특징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첩되거나 중첩되지 않는 각 집단의 특성은 

주거점유형태, 거주 지역, 가구규모, 성, 연령, 교육수준, 기초보장 수급여부, 경제활동

상태, 순재산, 월소득,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노인·아동 유무 등에서 상이하였다. 

빈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며, 한 시점의 빈곤율은 전체적인 빈곤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시간적 차원에서 빈곤을 분석하고자 한국복지패널 1차~7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역동성을 기준으로 빈곤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

였다. 분석 결과, 7년 동안 한 시점에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30%이고, 이 중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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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가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곤은 반복되기도 하며, 

지속되기도 하여 한 시점에만 한정하여 파악한 소득빈곤은 빈곤을 정확하게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반영하는 대안적 분석방법으로 잠재적 집단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된 잠재적인 집단들을 발견해내는 분석방법이다. 잠재적 집단분석방법은 한 대상자가 

반드시 하나의 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탐색적인 차원에서 빈곤집단의 유형을 밝히는데 이점을 가진다. 본 연구

에서는 M-Plu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용, 주거, 교육, 의료, 금융과 관련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잠재적 집단분석을 실행한 결과, 비빈곤집단을 제외하고 빈곤집단은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집단으로 근로가 미

약한 경우가 많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이며, 자가 주택인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집단은 근로 가능한 집단이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거박탈, 의료박탈, 신용

불량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 집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는 박탈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나, 주거비를 과

부담하고 있는 집단으로 대부분 근로가 가능하며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 개 집단들의 특성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구분하는 것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기준선만

으로는 다양한 빈곤집단을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빈곤집단은 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으며, 각 욕구영역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집단이 소득빈곤으로 측정할 때 빈곤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결국, 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하여야 

한다. 현재의 빈곤정책은 소득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빈곤은 아니지만 

다양한 욕구영역에서 빈곤한 집단들을 배제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욕구영역별 

빈곤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빈곤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빈곤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따라 빈곤집단의 규모와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수용하게 

되면 빈곤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과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정책도 다르지 않아서 빈곤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책의 대상을 표적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주요용어 : 빈곤, 기초욕구, 다차원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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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33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Lifestyle Analysis of the Poor Using Time Use Survey and Time 
Geography: Implications for the Community Care Facilities

연구책임자│염주희

공동연구자│정홍원 최준영 손정렬 권규상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빈곤연구에서는 빈곤의 개념과 원인을 시간과 결부시킨 사례가 드물었다. 

최근 들어서 시간도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게 되어, 빈곤층의 라이프스타일 및 시간 

사용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 지 연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복합적인 빈곤연구에 있어 선행조건

이라고 보고,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한 방식으로 시간사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변수들을 이용해 빈곤층과 비

빈곤층의 생활시간을 비교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케어 시설 운영에 관련된 

제안점을 제시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사용량 비교 연구 및 자유재량시간을 활용한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시간사용 범주는 크게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

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의 8가지 행동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이 8가지 범주에 걸쳐 40여개의 중분류가 있고 각각의 중분류 아래에는 

하위범주로 2개에서 8개의 소분류가 분포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수면시간이 길고, 자가치료와 아파서 

쉬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구직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이 길었고, 10대들의 학습 관련 문항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정규수업시간 외 

관련 활동시간은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항목에서는 빈곤층의 이용 시간 평균이 비빈곤층의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전화 또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교제 활동의 경우 빈곤층의 시간 사용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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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시간 사용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설의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빈곤층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전일제) 

비빈곤층에 비해 점심시간에 재량시간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는 점심시간

에도 주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비빈곤층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빈곤

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이동가능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경우 비빈곤층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동가능거리와 접근가능한 시설의 공간범위를 거리의 형태로 변환시키면 

오히려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지역사회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며,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근로 빈곤층의 경우 재량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평일에 재량시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 빈곤층은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분석 모델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제공 시설의 시/공간적 접근성을 

평가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전달체계를 다룰 때 있어 

본 연구와 같은 방식을 접목해 봄으로써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되는 면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주요용어 : 빈곤층, 시간지리학, 접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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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34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

Social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of Turkey

연구책임자│이현주

공동연구자│강신욱 최슬기 Kadir Ayhan

 박형존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중 기존 연구에서 배제된 비주류 국가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특징을 파악하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터키를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을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터키는 OECD 

국가 중 국내 연구자들의 사회정책 분석에서 소외된 사례이지만 경제적 수준 등 여타의 

조건에서 비교가 유용한 국가로 판단된다. 특히 터키는 과거 주 연구대상국가의 종교적 

배경과 달리 이슬람 전통의 국가여서 사회문화적, 종교적 특성에 대한 분석에 이점을 

가지며 국가 간 비교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터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 해당국가의 사회정책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 해당국가의 사회통합과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회정책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함께 분석한 이유는 사회정책은 

사회통합과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정책이 결국 사회의 통합을 증진하였

는지가 최근 연구와 정책의 관심사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터키의 사례가 과연 사회

정책과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기존의 일반론에 부합하는지, 또는 터키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을 설명할 새로운 논리개발이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의 핵심적인 초점으로 

유지하려 노력했다.

사회정책은 사례 국가의 인구학적 특성,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한편 사회정책은 사회적 참여, 사회적 신뢰 등 사회통합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구에서는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을 구분하여 관계 규명을 시도하였다. 

즉, 종교와 문화가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나타난 

경제, 사회, 정치적 특징이 사회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터키의 

사회통합을 사회적 응집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터키의 사회통합이 사회정책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비전형적 특징들을 포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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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터키는 OECD의 초기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수준은 한국에 비해 다소 낮다. 

한국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비공식부문의 크기도 큰데 

최근에는 그나마 공식부문의 고용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사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거의 접근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불평등 정도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다. 반면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과 더불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터키의 사회정책 환경이 한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은 오랜 정치적 불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주의와 세속주의를 둘러싼 갈등, 군부의 개입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 등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불안으로도 연결되어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였다. 

수시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에는 거시경제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논리가 압도적인 위상을 유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책이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로 간주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가 젊다는 점과, 정치적 참여가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종교적 배경에 바탕을 둔 기부와 나눔의 정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정책의 

확대에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터키 사회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사회

보험이 발전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안정적인 대규모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은 혜택 수준이 매우 높다. 둘째, 공공부조는 매우 취약하다. 전체 사회지출에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과 보건을 제외하면 다른 지출의 수준은 매우 낮다. 빈곤

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셋째, 민간과 가족중심의 보호체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배경으로 민간의 사회적 참여가 강하고 이 

조직들이 사회적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정부는 공공부조를 전달할 

책임으로부터 물러나 지방정부, 민간, 가족, 개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을 여러 

연구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사회보장은 사회권에 근거한 것이기 보다는 자선의 

결과로 파악하는 경향이 짙다. 국가권위주의가 강한 터키에서 일종의 후견인주의적 

사회정책의 전통이 유지되었다. 

2001년 이후 새로운 집권당의 등장과 EU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이유로 사회정책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보건서비스의 보편화, 민간연금의 도입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개혁, 교육서비스에서의 보편성 제고 등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영역에 보편주의적 지향이 구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재정적·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에 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농업종사자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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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비공식부문의 취업도 그 규모가 큰 상태에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제한된 

사회보험 중심의 터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은 고조되고 있다.

터키 사회정책의 이러한 특징은 보수적 조합주의적 특징과 함께 중동모델의 특징을 

공히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중동지역에서 예외적인 국제적 요인, EU가입준비가 작용

하여 신자유주의적 요소도 강화 중에 있다. 터키 사회정책의 제 특징에 대해서는 복지

레짐을 둘러싼 연구에서 도출된 일반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터키 사회정책의 특징과 

그 특징을 발현시킨 경제, 정치, 사회적 제 요소들이 기존 연구에서의 논리적 전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론으로 유형화하기 이전에 각 사회의 독특한 역사,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에 초점을 두어 사회통합을 논하였다. 사회적 응집성은 

신뢰, 사회적 관계, 통합적 규범 내지 가치, 정체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네 가지 차원의 측정은 터키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회응집성 측면에서 터키는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뢰 차원에서 볼 때, 

터키의 기관신뢰도와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 참여

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다. 동거하지 않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터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모임, 시민단체 등 공공의 성격을 띠는 모임에 대한 참여경험도 

높았다. 봉사나 자선활동의 경우도 터키의 참여율이 높았다. 

통합된 규범/가치 차원에서도 터키에서 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증대라는 의견이 대립되었던 반면 터키는 복지증대에 대하여 다수가 지지를 

하였다. 특히 터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상층에서도 복지증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수준으로 기타 다른 계층과 유사하였으며, 터키의 중간층은 증세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정체성 측면에서도 소속감, 국가 자긍심 두 영역 모두에서 터키가 

한국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이 저발전된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수준은 역시 낮다. 하지만 터키의 사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슬람의 종교적 특징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약하다. 종교적 시민사회는 강력한 

민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소극적이다. 특히 케말 이후의 정권은 이슬람 문화를 

정치에 좀 더 투입하면서 이슬람의 이러한 특징은 정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국가권위에 대한 인정의 수준이 높고, 

따라서 정부신뢰도 높으며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후견인주의에 기초하여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 사회통합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나타난 특징을 잘 설명한다. 그리고 

이슬람 사회에서 강하게 유지되어 온 민간의 자조적인 활동도, 사회적 신뢰와 소속감이 

정부의 사회정책 수준에 덜 민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174

2012 Annual Report

174

Ⅲ. 결론 및 시사점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은 사회정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그 중 강력한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슈화에서 터키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이 현재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터키에서 가족과 

친족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며 시장이 성장 중에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득권 밖의 일반 시민들이 국가 권위에 대한 인정과 소득과 

부의 격차에 대한 수용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도 지켜볼 일이다. 만약 터키의 

종교적 전통과 이와 관련된 문화의 변화가 진행된다면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관계도 

변할 것이고 터키 사회정책의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도 강화될 것이다. 

터키의 사회정책을 분석하면서 각 사회의 사회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노동시장, 노조와 정치 등 중간단계의 요소들에 한정할 때 일반적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 그러한 일반적 요소들이 작용하는 기제는 각 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특이성이 작용하므로 이점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경로를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주요용어 : 이슬람국가 복지국가유형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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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명연장과 저출산에 따른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노인가구 증가, 가구규모 축소 등 가구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를 가지는데, 출산율 하락에 

의한 무자녀 부부가구의 증가는 균등화소득을 높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1인 가구의 증가는 균등화소득을 낮추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순효과는 이 두 가지 인구집단의 상대적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구규모 축소를 특징으로 하는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과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공공정책에 있어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우리

나라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부터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1990년과 2011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소인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구구조가 변화했다. 특히 무자녀가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같은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중치

조정 방법을 통해 가구구성의 변화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엔트로피 분해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유형의 가구형태가 전체 소득불평등 

변화를 주동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가중치조정 방법을 통해서 가구구성의 변화가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변화에 일정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수별로 

상반된 패턴을 보여 이 결과로부터 함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엔트로피 

연구보고서 

12  35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Effect of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on Inequality

연구책임자│김문길

공동연구자│김태완 박형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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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결과 구성비가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현재 상대적으로 큰 구성비를 가지는 가구

유형일수록 전체 소득불평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없는 가구일수록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반면, 아동이 있는 다인

가구일수록 소득불평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장소득 기준과 경상소득 기준 비교를 통해 아동이 없는 성인 2인 가구에 있어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은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정책에 있어서 인구변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이 없는 가구로의 가구규모 축소 경향이 전체

적인 소득불평등 확대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소득재분배 정책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세-이전체계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재분

배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상반된 효과를 고려할 때, 이른바 ‘분배지향적 가구구성’을 

지향하는 인구정책이 효과적인 소득재분배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인구구조 변화, 불평등, 가중치 조정방법, 불평등 분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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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36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2012)

연구책임자│김미곤

공동연구자│염주희 최현수 정희선 김성아

 김은빈 권지성 이은미 정선욱

 조준용 하경희 이현주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빈곤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

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빈곤실태에 

관한 정태적 현황 및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 즉 역동성을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빈곤 연구 경향을 변화와 확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반은 1990년대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패널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빈곤실태 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다차원적

이며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패널자료를 통한 연구방법은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며,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과 관련된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패널 

자료를 이용한 질적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질적패널 자료의 구축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양적 패널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였던 상황과 비견될 정도로 빈곤의 다차원성 및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 영역과 

연구방법론의 또 다른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을 활용하게 된다면,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질적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추가되면, 양적연구 결과와 함께 풍부한 설명과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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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회성 횡단면 조사에 의한 정책현안에 대한 

평가 또는 실태분석과 양적 연구방법론 중심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합한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저소득

층 중심의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질적패널 자료를 통

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는 것이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내용을 총 4부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제2장 1절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와 관련된 혼합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

론의 특징과 장점이 어떠한 측면에서 양적 연구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2장 2절에서는 혼합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의 필요성과 의의를 빈곤 역동성 연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최근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경향에서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 필요성과 본 연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이 지닌 의의 

및 질적 조사내용 및 질문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패널자료의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와 연계하여 1차 한국

복지패널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중 1~7차 패널조사를 

모두 완료한 표본가구(2,880가구) 중심으로 저소득층 양적 패널자료를 구축한 과정과 

이들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차 조사에서 추가된 표본인 25가구의 

일반적 특성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질적조사의 경우 자료 수집과정의 엄밀성이 양적조사 보다 더 강조

되므로, 자료 수집 및 활용시 필요한 윤리적 사항 등을 적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복지

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과정을 담고있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 3부에서는 먼저 제6장에서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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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제8장에서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에 대한 심층분석, 제9장에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 제10장에서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에 대한 심층분석, 제11장에서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인식 및 욕구에 대한 심층 분석, 

제12장에서 빈곤 여성 노인의 일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질적 패널자료의 지속적 구축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구축된 양적 & 질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구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질적 패널

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수행 계획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양적 패널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공개 및 활용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질적 패널

자료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질적 연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한국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상호 보완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하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 빈곤층 100가구를 표본으로 ‘한국

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즉,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모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근로 및 탈수급 등 저소득층의 자활과 역동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위해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동 패널자료는 자료명이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연계’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질적패널’이라는 점은 빈곤의 다차원

성에 대한 동태분석을 질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는 향후 한국복지패널과 더불어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 질적 패널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질적 연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

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학문적 교류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보건사회



180

2012 Annual Report

180

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통계청의 전국 가계동향조사 및 여타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축

하고 있는 양적 패널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 다차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패널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표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 질적패널, 다차원적 빈곤연구, 혼합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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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Poverty Statistical Yearbook 2012

연구책임자│김문길

공동연구자│김태완 우선희 이서현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의 시계열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실태를 

횡단면적, 종단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마련 및 

정책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2011년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기준의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2.0%, 경상소득 

기준 7.8%, 가처분소득 기준 9.6%, 소비지출 기준 10.9%, 가계지출 기준 6.0%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시장소득과 소비 및 가계지출 기준 빈곤율은 0.1~ 0.5%p 감소,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0.1%p 증가,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은 변동이 없었다.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6 10.7 7.6 9.0 10.9 6.0 

2007 11.2 7.8 9.1 11.1 6.6 

2008 11.6 8.0 9.4 11.2 6.5 

2009 12.8 8.4 10.4 14.6 8.5 

2010 12.1 7.8 9.5 11.4 6.2 

2011 12.0 7.8 9.6 10.9 6.0 

 주 : 1) 농어가 제외, 2)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1년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7.0%, 

경상소득 기준 14.1%, 가처분소득 기준 14.3%, 소비지출 기준 8.6%, 가계지출 기준 

9.7%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경상소득과 소비지출 기준은 각각 0.1%p, 

0.2%p 증가, 가계지출은 0.2%p 감소,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은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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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6 16.1 13.8 13.8 7.6 8.8 

2007 16.7 14.6 14.4 8.1 9.4 

2008 16.7 14.5 14.6 7.8 9.4 

2009 17.3 14.6 14.8 9.0 10.5 

2010 17.0 14.0 14.3 8.4 9.9 

2011 17.0 14.1 14.3 8.6 9.7 

 주 : 1) 농어가 제외, 2)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인구유형별(여성가구주, 아동, 노인, 한부모) 빈곤율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여성가구주의 절대적 빈곤율은 22.1%, 상대적 빈곤율은 32.0% 

수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은 1.2%p 증가한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0.3%p 감소하였다. 

또한 아동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은 6.5%, 상대적 빈곤율은 9.9% 수준으로 다른 

유형의 가구 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 대비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다소 증가하였다.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절대적 빈곤율은 36.1%, 상대적 빈곤율은 48.8% 수준이며, 전년 대비 

각각 1.8%p, 1.6%p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빈곤율을 살펴보면, 절대적 빈곤율은 16.2%, 상대적 빈곤율은 

24.9%이며, 전년 대비 각각 2.6%p, 2.7%p 감소하였다.

구분
인구유형

여성가구주 아동 노인 한부모

절대적

빈곤

2006 19.2 7.0 30.6 16.1 

2007 17.5 7.1 30.9 14.9 

2008 18.6 6.8 32.4 17.8 

2009 21.4 7.3 35.5 15.6 

2010 20.9 6.4 34.3 18.8 

2011 22.1 6.5 36.1 16.2 

상대적

빈곤

2006 29.4 10.6 44.9 25.6 

2007 29.0 11.1 45.2 25.9 

2008 29.8 10.1 46.0 26.4 

2009 32.0 10.2 47.6 25.2 

2010 32.3 9.5 47.2 27.6 

2011 32.0 9.9 48.8 24.9 

 주 : 1) 농어가가구 제외, 2) 가처분소득 기준, 3)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을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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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60세 이상 연령층의 절대적 빈곤율은 29.0%, 상대적 

빈곤율은 40.0% 수준이다. 이에 비해 40~49세 연령층의 절대적 빈곤율은 4.8%, 상대적 

빈곤율은 8.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분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절대적

빈곤

2006 7.3 5.8 5.2 6.5 27.3 

2007 8.0 5.0 5.5 6.7 26.5 

2008 6.1 4.6 5.9 7.4 27.6 

2009 8.0 5.5 7.1 7.2 28.8  

2010 8.5 5.4 5.6 5.8 28.5 

2011 8.5 5.1 4.8 6.2 29.0 

상대적

빈곤

2006 14.0 9.1 8.3 10.6 40.2 

2007 14.5 8.6 8.9 11.3 39.0 

2008 12.5 7.4 9.3 11.5 40.7 

2009 16.4 7.5 9.9 11.3 39.8 

2010 15.9 8.2 8.6 9.6 40.0 

2011 13.6 8.0 8.0 9.8 40.0 

 주 : 1) 농어가가구 제외, 2) 가처분소득 기준, 3)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규모별 빈곤율을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모두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인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인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30.8%, 상대적 빈곤율은 45.2% 수준이고, 4인

가구의 빈곤율은 각각 4.5%, 6.8% 수준이다.

구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절대적

빈곤

2006 24.1 17.5 7.2 4.7 8.8

2007 24.1 17.6 7.0 4.9 8.3

2008 23.6 20.2 6.5 5.1 8.3

2009 28.5 21.0 8.0 5.2 8.8

2010 30.3 18.5 7.2 4.7 6.3

2011 30.8 19.8 6.8 4.5 6.7

상대적

빈곤

2006 41.2 26.8 11.2 7.6 11.3 

2007 41.8 26.8 11.9 7.2 12.1 

2008 42.1 28.8 11.6 7.8 10.3 

2009 45.3 28.9 11.4 7.7 10.7 

2010 45.7 28.1 11.0 7.3 8.9 

2011 45.2 27.7 10.7 6.8 10.6 

 주 : 1) 농어가가구 제외, 2) 가처분소득 기준, 3)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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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불평등 수준을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2011년 시장소득 기준 0.331, 

경상소득 기준 0.304, 가처분소득 기준 0.302, 소비지출 기준 0.246, 가계지출 기준 

0.263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 수준은 전년 대비 모든 기준에서 0.001~0.11 정도 

감소하였다. 소득보다는 지출 기준의 지니계수 감소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6 0.323 0.305 0.300 0.258 0.276 

2007 0.333 0.312 0.306 0.263 0.285 

2008 0.337 0.315 0.308 0.253 0.277 

2009 0.336 0.311 0.308 0.266 0.284 

2010 0.332 0.306 0.303 0.256 0.274 

2011 0.331 0.304 0.302 0.246 0.263 

 주 : 농어가 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결론 및 시사점

2006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빈곤율은 대체적으로 2010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니계수로 측정된 불평등 수준도 증가세가 2009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용어 :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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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51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 빈곤정책
Poverty Reduction Polici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Trends, 

Strategies and Challenges

연구책임자│홍석표

공동연구자│김지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인류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현대사회에서도 이 옛 속담이 읊어지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 빈곤이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이고, 탈빈곤은 국가적 난제로 꼽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빈곤은 오늘날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의 당면과제로 꼽힌다. 풍요 속 빈곤을 경험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빈곤의 대물림을 앓는 국가도 있다. 빈곤은 다양한 맥락에서 그 원인을 

짚어봐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국가 정책 뿐 아니라 자연환경적 요인에서부터 

전쟁과 내부분열 등 역사적 경험, 이념과 종교 등 사상과 문화적 측면까지 다양한 요인

들이 상호 결합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로서 정부의 탈

빈곤 노력에 보다 많은 제약 요인이 따르는 동남아8개 국가(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를 선정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빈곤유발요인을 검토하고, 다각적 접근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연구자료와 차별성을 갖는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예측가능한 범세계적 위기에 따른 잠재빈곤층의 발생가능성도 짚어본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지역의 빈곤감소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대한민국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ODA 전략을 구상하고 국제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아시아권의 동남부는 다수의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빈곤 

전략 수립에 있어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 등 보다 많은 복합성을 감안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동남아시아는 수천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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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와 메콩강을 중심으로 내륙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인 대륙부로 구분된다. 이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권 하에서 지진과 홍수, 

태풍 등의 피해가 잦는 등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여 ‘바람 아래의 대지(lands below 

the winds)’로 불리우기도 한다. 동남아시아의 상당수 국민들이 농업을 주된 경제활동

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지형학적 취약성은 해당 국가의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태국을 제외한 9개국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겪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은 현재의 탈빈곤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근대사적 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피지배국은 지배국의 편의에 따라 대

도시와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 이와 같은 특정 지역 중심의 개발은 독립 후 도시

슬럼가 형성과 도농간 격차, 도시빈곤층 문제를 가중시켰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하

에서 이들 국가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였지만, 외적 풍요와 내적 궁핍을 동시에 경험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고된 노동은 일차 산업에만 국한되었고 국민들은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국가는 수준 높은 인적자원과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이 시기에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가 유입되었다. 필리핀은 인구의 

80%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고, 인도네시아는 인구 중 8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말레이시아 헌법에서는 ‘말레이인은 무슬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는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다. 종교를 통한 신앙은 전국민 화합과 결속의 

원동력이 되는 한편, 사회분열과 소득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적 종교성은 

산아제한과 가족계획 등 탈빈곤과 연계된 국가의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종교와 정치가 늘 충돌하고 있으며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다. 

서구열강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경제, 사회적 자립이 시급했지만, 국가적 과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배계층의 지도력과 통솔력,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과 전 국민의 

의기투합이 미약해,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랐다. 아울러 개방정책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등 한때의 식민지배국이자 현재의 원조공여국이며 탈빈곤 노하우 보유국인 선진국가

들의 국가개발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한 국가들이 있는 한편, 베트남과 미얀마 

등 사회주의 정책 또는 폐쇄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하여 경제, 산업부문에서의 개방을 

견제하고, 빈곤감소에 보탬이 될 수도 있었던 경제발전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취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오랜 식민역사와 독립운동, 내분과 혁명 등으로 피폐해진 과거사는 세월 따라 국민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고, 식민지시기를 겪으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와 행동가짐을 

오랜 기간 동안 강요받은 국민들은 외부의 충격에 견뎌내고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계발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는 탈빈곤과 국가개발을 향한 지배계층의 노력이 

일부의 부정부패와 과도기적 국가운영능력과도 맞물려,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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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근로의욕상실을 부추겼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첫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탈빈곤 정책은 단기적 혹은 한시적인 사회부조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같은 중·장기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한다. 효과적인 

탈빈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탈빈곤 제도의 개념을 확장하고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관리 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탈빈곤 제도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자국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사회 규범, 역사적, 제도적 전통, 경제발전 단계, 지자체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부조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단기적으로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빈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영양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사회보장 서비스와 연계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탈빈곤 프로그램의 재정운용과 관리 효율성 향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는 예산, 행정 인프라,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평가를 위한 역량 

등이 부족하다. 자금의 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나, 이것은 투명성의 부재 혹은 부정

부패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그릇된 표적화 방식, 미흡한 관리 능력, 불충분한 사전대응 

등으로 야기된 결과일 수 있다.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조정 기관의 설립, 가이드

라인과 평가체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재정의 누출을 막고 탈빈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수급자격을 갖춘 이는 누구인지 등에 관한 신뢰성 높은 정보의 확보가 필수

적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영업자와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 

수집이 특히 어려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다자적, 양자적인 사회부조 기관이 탈빈곤 프로그램 고안, 표적화, 모니터링,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직원 교육, 전문가 자문 제공,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주요용어 : 동남아시아국가의 탈빈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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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The 2012 Korea Welfare Panel Survey(KOWEPS) : Descriptive Report

연구책임자│최현수 이봉주*

공동연구자│이현주 손창균 전지현 신재동 정희선

 이경진 박나영 김태성 구인회 강상경

 이상록 정원오 오욱찬 변금선 조영조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들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가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실태를 보여주고 복지욕구 및 인식을 일회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의 변화 등을 적절히 추적하여 이를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복지

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6년도부터 구축하였으며, 현재 7차 조사를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출발한 한국복지패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둘째,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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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매년 5월 무렵 시작되었던 조사 수행시점으로 인한 회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반적인 한국복지패널 추진일정을 개선하

였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 활용에 있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었던 시차(time lag)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년도 다음해인 9월말 개최되었던 학술대회를 그 당해 연도 11월

말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패널조사 자료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적시성 높은 연구 성과를 생산하는 

동시에 정책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즉, 이를 통해 조사 기준시점과 최종 데이터 

제공시점간 시차를 기존의 2년 이상에서 거의 1년 수준으로 단축함에 따라 6차와 7차 

조사 데이터의 경우에는 2013년 3월경 동시에 구축 및 제공할 예정에 있다. 

한편,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구 수행과정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 원표본 가구 7,072가구로 시작한 한

국복지패널의 원표본 가구는 여전히 5,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여타 조사에 비해 

원표본 규모가 크다는 장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1~2차 패널조사 수행 중 561가구(전년

대비 7.93%)의 원표본 가구가 소실된 이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5차 패널조사 완료 기준으로 80.25%, 2011년 6차 패널조사 완료 기준으로 

75.44%에 이르렀다. 이처럼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신규 표본

가구 추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한 예비조사를 2012년 

하반기 중에 수행하여 1,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는 예비조사가 완료된 신규 표본가구 1,800가구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7차 조사 수행 중에 한국복지패널(KOWEPS)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6차 복지패널조사 당시 소실되었던 원표본 가구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였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지도원을 중심으로 그 동안 수행되었던 2~6차 한국복지패널조사 

과정에서 소실된 가구의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재추적 및 설득, 복원 조사를 시도하여, 

총 66가구의 원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7차 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로 복원하였다. 

이와 같이 2012년에 완료된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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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1년 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가구 기준으로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예정 

가구 규모는 5,735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5,335가구, 2~6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인해 발생한 신규 가구는 400가구이다. 원표본으로 복원된 가구를 제외할 경우 

6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5,335가구 중에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소실된 

원표본 가구는 130가구로, 5,205가구에 대한 7차 패널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7.5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초 원표본 7,072가구 기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73.60%이며, 전년도(75.44%)와 비교한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폭은 1.84%p이다. 

한편, 원표본으로 복원된 66가구를 포함할 경우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더욱 높게 나

타나는데, 6차 조사 완료 기준 5,335가구 중 7차 패널조사에서 소실된 원표본은 130

가구(2.44%)지만, 복원된 원표본 66가구를 포함할 경우 최종 원표본 가구는 5,271

가구에 이르러 이를 기준으로 한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최초 7,072가구 대비 74.53%

이며, 전년도(5,335가구, 75.44%) 대비 7차 패널조사 원표본 소실 가구는 65가구, 

원표본 유지율의 최종 감소폭은 0.91%p이다. 

7차 복지패널 신규 (분가)가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7차 신규 (분가)가구를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 신규 가구는 485가구(2~6차 400가구, 7차 85가구)이며, 이 중 7차 한국복지

패널 조사완료 가구는 461가구(2~6차 383가구, 7차 78가구)로 신규(분가)가구의 조사 

완료율은 95.05%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7차 복지패널 조사완료 총 표본가구, 즉,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예정 가구는 복원된 원표본 66가구를 제외할 경우 

5,666가구에 해당하며, 7차 복지패널 총 조사대상 5,820가구 대비 조사 완료율은 

97.35%이다. 복원된 원표본 66가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7차 복지패널 조사완료 총 표

본가구가 5,732가구로, 7차 복지패널 총 조사대상 5,886가구 중 97.38%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론적으로 6차 조사완료 기준 총 표본가구 규모(7차 

복지패널 조사예정 5,735가구)와 비교하면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서 

표본 규모가 3가구 감소하여 5,732가구가 유지되고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한국복지패널(KOWEPS)은 7차 조사를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패널데이터가 구축됨으로써,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 

사회보장,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의 경제, 사회적 

행태변화, 특히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규모와 실태변화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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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 통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당수의 사회복지관련 통계조사는 관련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서 패널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통계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사회복지 관련 기초자료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및 기초분석 보고서, 설문지 등 패널조사 관련 기초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를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서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연구 활성화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연구의 속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 및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 7차 한국복지패널(KOW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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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by Means of KOWEPS Data

연구책임자│남상호

공동연구자│문석웅 이경진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정책대상 분야 중에서 사회정책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커지면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초조사 자료의 필요성과 그들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결과의 유용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발표하는 

‘한국복지패널(KOWEPS)’ 각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 자료(2006년 조사)부터 6차 자료(2011년 조사)까지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사회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분석에 필요한 각 사회지표의 

정의 및 산출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개인(individual)'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값을 가중치로 하여 분석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가구균등화지수가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분배를 연구할 때 분석단위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관심대상이 개인의 복지(welfare of the individual)에 있기 때문이다. 균등화

척도(equivalence scale)란 소득과 가구특성 벡터로부터 조정된 소득을 구하는 함수를 

말한다. 통상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균등화지수로 이용하는데, 이 경우 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불평등지수 및 빈곤지수가 균등화척도에 따라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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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이동성의 현황 분석

소득이동성이란 ‘사회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척도’ 혹은 ‘기회균등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이다. 빈곤의 동태적 지위 분석을 통하여 빈곤경험가구의 특성이나 빈곤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분석 등 빈곤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이동성 또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에 비하여 저소득계층의 소득이동성이 낮다는 사실은 

곧 항구적인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간소득계층의 소득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Gini지수를 불평등 척도로 사용한 경우에서도 소득

이동 경직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소득계층의 소득이동성이 하위소득계층

이나 상위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시기에 빈곤선 위에 있던 가구가 다음 기에 빈곤선 아래로 진입하게 될 확률을 

빈곤진입률이라고 하고, 특정시기에 빈곤에 머무르던 가구가 다음 시기에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을 빈곤탈출률이라고 한다. 빈곤진입률은 일정범위에서 등락을 거듭

하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빈곤 또는 장기빈곤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가

능성을 시사한다. 

경상소득의 경우 2007년을 제외하고는 빈곤탈출률이 2006년의 32.6%에서부터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경상소득의 경우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

는데, 2006년의 35.4%에서 점차로 낮아져 2008년 31.1%, 2009년의 3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CGE모형을 이용한 소득분배 구조 분석

미시자료 및 거시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정책효과를 일반균형분석법을 이용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복지 

관련 부문 3개 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5% 증가시키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 

소득 10분위 계층 중 상위 3분위 계층에 대하여만 소득세율을 5%p 증대시켜 본 결과, 

다른 대안적 시나리오에 비하여 GDP 증대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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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흡연 및 

음주에 관해서는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들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도록 힘써야 하며, 

장애인, 노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이 필요하다.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급증, 저출산 및 만혼 또는 이혼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소득보조를 통한 일시적 빈곤탈출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빈곤가구가 장기적 소득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데 복지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및 노인가구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빈곤율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다양한 외부적 충격이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나이 그 자체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와 연계를 통한 정년연장 등의 제도 도입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정책당국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려 할 때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와 산업 활동에 

미치게 될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세밀한 

사전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디자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빈곤,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소득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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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01-01
~12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 of 11 Nations

연구책임자│정기혜

공동연구자│김용하 이지현 (편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경제위기 이후 2011년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시 도래

하면서 국가차원의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악영향을 완충시켜줄 수단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저성장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영미형, 유럽형 등 주요 선진국의 발전사를 답습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해당국의 제도적 실패로 더 이상 참고국(Reference Country)이 

없이 한국형 사회보장제도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 등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는 더 이상 특정 국가를 참고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최근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 등이 강력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 의한 국가적인 

정책요구라고 할 수 있다.  

실효성있는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제도 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의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11개국의 사회보장제도 

연구는 매우 시의성있는 연구로 세부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사회보장

제도 및 사회보장 개혁 동향에 대한 총괄적 검토, 2) 고용보험, 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가별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3) 의료보험 등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한 국가별 현황 파악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Ⅱ.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11개국(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한국, 호주)의 최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한국형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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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전 영역을 아우르기 위하여 크게 3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 개혁 동향에 대한 총괄적 검토를 다루고 있으며, 2부는 

고용보험, 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3부는 의료보험 등의 의료보장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주거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필작업에는 연구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여러 연구

기관과 대학교의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였다.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체계는 일반적으로 혼합유형(hybrid type)으로 기초연금과 

공공부조, 급여의 수급조건이 관대하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새 

연립정권의 아젠다 2010(Agenda 2010)의 기치 아래, 만성적인 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일체화하는 개혁을 조치를 단행하고, 과거와의 “단절과 혁신”

(Aufbruch und Erneuerung)이라는 새로운 원칙 아래 사회보장개혁 개혁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선진국 복지체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인 사회복지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보장분야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재원과 운영지침을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제공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의 특징은 고세금, 고혜택의 틀 속에서 

국민들이 폭넓은 지지로 현 제도의 지속적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베버리지 보고서(Beverdige Report)로 알려진 ‘사회보험과 연계서비스에 관한 중앙

정부간 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의 발표로 시작되었고 특별히 연금(Pension) 개혁은 과거 

신노동당의 개혁원칙이었던 다섯 가지 원칙 즉, ‘개인 책임증진’(promote personal 

responsibility), ‘공정화’(be fair), ‘단순화’be simple), ‘지속적제공가능성’(be 

affordable), ‘유지가능성’(be sustainable)을 계승하여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고, 근로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지출은 2009년 28.4%로 EU 15개 

국가의 평균수준이며, 최근의 개혁 경향은 복지지출 삭감, 보험원리의 보다 엄격한 적용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위험부담 증가, 그리고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제도구축의 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특징은 ① 연금, 의료, 개호를 포괄하는 국민 

皆보험 皆연금제도, ② 보험료(약 60%)와 세금(국비 약 30%, 자산수입 약 10%)을 합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③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과 자영

업자, 농민, 고령자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2가지 제도로 

운영하며,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 市町村)가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한다. 

연금 등은 국가가, 의료행정은 지자체(都道府縣)가, 복지행정은 市町村이 각각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는 모자이크식 비스마르크 복지모델 

또는 다양한 직종과 직역단체의 이익을 반영한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으나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보장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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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별 개혁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호주의 사회보장 개혁은 자유주의 노선과 병합하여 민영화와 개인화의 방향으로 진행

되어오고 있고 일련의 사회보장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의 보장성이 약화되는 추세가 

보이는데 주원인으로는 국가 주도의 세금정책과 소득이전매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율성의 

약화가 주요하다고 사료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1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동향 파악으로 우리나라 고유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수립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었으며, 여러 국의 제도 비교에 의한 사실에 근거한 

정책수립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올바른 수립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각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등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야할 것이며 나아가 보건복지정책, 특히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체감도를 제고시켜 원활한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 사회보장제도, 한국형 복지모델,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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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67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A Study of Composite Index on Health and Welfare

연구책임자│남상호

공동연구자│김영숙 주영선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1인당 GDP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주로 하였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복지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환경이나 행복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복지지표를 통

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하는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이 보편적

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에 대하여 사람

들의 의견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개발계획 초기에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위주로 하였음에도 별다른 사회적 저항이 없었으나,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의 복지체감도 또는 만족도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복지지출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상대적 위상은 

어떠한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문제의 연장선

상에서 2011년에 이루어진 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비교 연구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OECD 30개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부문별 지수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종합하는 지표를 작성하여 국제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김용하 외(2011)의 연구방법론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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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각 부문의 개별 구성지표의 입수 시차에 ‘전후

방으로 2년 미만’라는 제한을 두어 적시성(timeliness)을 가지도록 하였다.1) 실제로 

1회성 지수의 작성을 염두에 둔 많은 연구에서는 상당한 시차를 수반하는 지표를 다양

하게 포함시켜 종합지수를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종적인 지수가 해마다 또는 

격년마다 작성되어야 할 경우에 5~6년의 시차를 가지는 변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작성된 종합지수는 유용성이나 시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적시성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수집된 개별 구성지표는 척도(scale)와 측정단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표간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로 사용되는 

표준화 방법은 대상군 가운데 해당 지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해당 지표에서의 특정 국가의 수치에서 최소값을 뺀 값에 

대하여 범위(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range)로 나누어 표준화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

한다. 그런데 역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역계열)에 대해서는 최대값에서 특정 수치를 뺀 

값을 범위(range)로 나누어 표준화해야 한다. 

개별지표를 종합한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개별지표간 또는 부문간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야 한다. 상대적 중요도는 가중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 크게는 각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2) 여기서는 

국가의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표마다 다를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각각에 대하여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김용하 외(2011)에서는 개별 지표에 대한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사회복지학(50%), 경제학(22%), 사회학(18%) 등의 분야의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들 전문가들이 

응답한 부문지표와 개별지표의 가중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5개 부문별 지표인 경제활력지표, 재정지속지표, 복지수요지표, 복지충족

지표, 국민행복지표를 종합하면 각 회원국들의 종합적인 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종합지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가중치는 김용하 외(2011)

에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합복지지수가 높은 국가로는 스웨덴이 1위, 노르웨이가 2위, 

아일랜드가 3위, 그리고 네덜란드가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들의 종합복지 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동구권 국가, 미주 및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  2008년도에 결측항이 있는 경우 이들을 업데이트 하였으며(국가부채비율), 2010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09년 자료를  
 이용 하였다(일본의 국가부채). 

2)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종합지수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평점체계(scoring system)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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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에는 26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나마 향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보다 낮은 순위의 국가로는 그리스(30위), 터키(29위), 멕시

코(28위), 헝가리(27위), 미국(26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성 축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복지수요의 충족 정도와 국민들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당국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력과 재정지속 부문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지충족지표와 국민행복도 지표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들이 

가장 높은 종합복지 수준을 향유하고 있었고, 일본과 미국은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

하고 종합적인 복지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합복지 수준은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2008년에 26

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나마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자살률의 하락,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의 국내동향을 연구함에 있어 지역별 지표, 성별-연령대별 지표를 구분하여 분

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복지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복지정책을 입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체

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관적 지표들에 대한 조사의 정례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와 통합되어야만 유용한 종합적인 지표가 작성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용어 : 보건종합지수, 복지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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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일반사업〕

•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3차년도)

•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Ⅱ: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관련사업〕

•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2012년 주요 연구_4. 사회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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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확대의 계기가 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2007년 도입 이후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의 단초가 되었다. 시행 5년을 지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적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 및 서비스 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용자지원 방식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

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고, 바우처사업기관이 갖는 강점, 

약점, 잠재력을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 연구 및 최근 자료 검색을 통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현황 

및 제도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시행 이후 실시된 정부의 

사업 평가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

하고, 넷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투자정책의 배경 속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인 확대

일로에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예산은 2007년 보건복지부 소관 3개 사업이 

2,279억원으로 출발하여, 2011년 기준 6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 예산이 3,95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자 조사 결과, 바우처가 지닌 이용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과정의 권한 증대 등의 정책 취지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연구보고서 

12  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Analyzing Research for Policy Effects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연구책임자│강혜규

공동연구자│박수지 양난주 엄태영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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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시간 부족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이용자로서의 권한 실현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은 시행 초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지역별로 ‘제한된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져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영리기관의 신규 진입이 미미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는 주체가 

기존 사회복지분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았다. 바우처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자 

확보, 제공인력의 낮은 급여 등이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복지 실현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목적이자 

바우처사업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돌봄인력의 고용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기관의 인력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비중은 평균 35.9%로 2012년 전체 임금노동자 내 정규직의 비중 

52.5%보다 17%p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이후 실질적인 기관 내 

인력관리 상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돌봄서비스 인력의 임금수준은 바우처사업 초기와 

비교하여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운영자는 인력의 ‘일할 권리’와 이용자의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라는 두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 수용적이었지만, 두 측면의 

중요도를 단편적으로 비교할 때,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에 다소 비중을 두고 있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사회서비스 정책관리 차원

사회서비스 정책은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시행을 통해 본격화되면서 ‘바

우처’ 방식이 혁신 서비스이며,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선택과 기관간 경쟁을 조건으로 

하는 시장친화적 제도로 이해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현장의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권한이 약화됨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연계의 한계,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한 상황은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

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모니터링 체제 구축, 서비스 정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적극적인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품질관리, 기관운영 등에 활용할 취합 데이터셋의 개발, 재구성 등이 요청된다. 

2. 사회서비스 이용 차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과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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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증대시킨다는 정책 목적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서비스 자체에 대해 이용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질 개선이나 도움충족 정도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과정의 문제

(월 이용시간의 부족, 본인부담금 수준의 문제), 이용자의 체감 내용의 다양한 차원, 

가족의 돌봄부담 영역에 대한 실태 파악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사회서비스 공급 차원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이용자 확대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한 운영 확대라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

하여, 경쟁력 있는 비영리기관을 지자체별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공급은 기존 사회복지기관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새롭고 고유한 사회서비스로 수용하고 발전

시키려는 제공기관의 노력이 기존 사회복지사업의 관행과 도그마, 기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관계 안에서 혼용되고 한정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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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주로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복지를 

지향해 왔다.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는 구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학대예방, 아동

안전, 아동보건, 아동권리육성 사업등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주로 요보호

아동과 지역사회빈곤아동에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아동복지지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제비교 등을 통해서 적정 아동복지지출 수준과 복지지출을 위한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지출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복지지출 

동향과 규모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수준을 진단하고, 적정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설

정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분석수준을 3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이 포함되는데,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간 비교를 실시하고, 중범위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고, 미시적 수준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지출수준을 고찰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실태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34개국 중 32위, 2009년 기준)으로 앞으로 지출규모를 지속적

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대부분 보육분야에 치중되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은 복지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이상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을 볼 때에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제고는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보고서 

12  39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Child Welfare Expenditures and Optimal Child Welfare 
Expenditur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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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과 지방의 아동복지지출 실태

첫째, 아동발달단계별 예산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보육예산이었고, 그 다음은 아동

예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예산이었다. 보육의 경우 저출산 인구고령화 시대에 국가

사업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자체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는 영유아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

구하고 복지지원이 미미한 상황이다. 보육의 경우는 점차 보편적 복지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긴급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둘째, 복지지출규모는 행정구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행정구역별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모두 시의 예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유아 및 아동은 자치구, 청소년은 

군이었다. 행정구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청소년지출은 

규모가 가장 적었다. 

셋째, 아동발달단계별 지출의 지자체사업비 비중은 청소년예산이 가장 많았고, 영유아 

보육지출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자체사업비 비중은 영

유아와 청소년은 자치구와 시, 아동은 군이 높았다. 이는 중앙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미미한 지원을 보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지자체 자체 부담이 평균 53.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설

운영 및 활동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청소년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보았을 때 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유사하였다. 회귀

분석결과 아동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주로 재정자립도나 지역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예산의 증가액과 관련된  점증요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지역의 

복지수요 요인이나 지자체의 정치행정 특성 등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은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지자체의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지역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재원규모에 의존한다.

3. 아동복지시설 지출 실태

아동복지시설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 

대비 지역아동센터는 공무원 보수의 39.1%, 그룹홈은 공무원 보수의 57.8%, 그리고 

아동생활시설은 공무원 보수의 11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생활시설 

대비 지역아동센터는 43.2%, 그룹홈 63.9%, 아동생활시설은 121.6% 수준이었다. 사

회복지이용시설 대비 지역아동센터는 37.4%, 그룹홈 55.3%, 그리고 아동생활시설은 

105.3% 수준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의 급여수준은 수당이 포함된 급여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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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급여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37.4% 수준으로 60%

이상, 생활시설인 그룹홈의 급여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63.9% 

수준으로 35%이상 급여가 인상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적정 아동복지지출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아동정책 학계 전문가 및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아동복지지출의 보편성 필요여부, 적정한 가족복지지출 수준, 중앙

정부의 아동복지지출에서 시정되어야 할 점, 아동수당제도 관련하여 도입 필요여부 및 

도입시 방법, 아동복지재원 마련방안 등이다.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대부분(72%) 아동

복지지출이 보편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적절한 아동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768%라고 지적하였다.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에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 확대, 새로운 아동정책 도입, 아동인프라 확충을 위한 증액, 아동시설 및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지적하였다. 아동복지지출 확대시 바람직한 확대 방향은 대상자 

확대가 가장 많았고(490%), 그 다음이 1인당 지원금 확대(40.8%)이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은 대부분이 찬성(84.0%)하였고, 적정한 금액으로는 10만원(39.0%), 적정대상은 

0~18세 미만(38.1%), 적정 계층은 모든 계층(46.3%)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위한 복지

재원 마련방안으로 세금 증액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32.7%), 그 다음이 아동기금

신설(28.6%), 복지세 신설(20.4%) 등이었다. 

5.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적정 아동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적정한 

아동복지수준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1은 재원과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아동복지 

수준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단,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동수당도입을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이때 연령 및 계층대상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예산을 추계하였다. 

현 아동복지수준은 유지되면서 모든 아동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하였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영유아만(약 2.6백만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3조 1,700억원이, 초등

학생까지(약 5.8백만명) 제공했을 때는 6조 9,981억원이 소요된다. 모든 아동(약 9.8

백만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총 11조 8,162억원이 소요된다. 현재의 아동복지예산과 

추가비용을 합하면 매년 최소 3.1조원이 최대 11.8조원이 소요된다. 아동수당을 재정

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아동인 차상위계층 아동까지만 제공하였을 때, 영유아

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대상아동수는 227천명이고, 소요예산은 2,273억원으로 추계

되었다. 초등학생까지 포괄하였을 경우, 대상아동수는 50만명이고, 소요예산은 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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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모든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했을 때 대상 아동수는 85만명이고, 

소요예산은 1조 8,468억원으로 추계되었다. 현재의 아동복지예산과 추가비용을 합하면 

매년 최소 1조 6백억원이 소요되고 최대 12조 6천억원이 소요된다. 

시나리오 2는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지출 수준을 GDP 대비 1.768%수준으로 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21조원 수준이다. 현재 아동가족복지 수준이 영유아 

보육비를 포함하면 9조 정되 되므로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을 증액하자는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우리나라가 OECD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였을 경우로 

OECD 국가에서는 2009년 현재 아동가족복지지출이 GDP 대비 2.3%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0.8% 수준인데,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이 현재보다 약 2.9배 증가해야 하는 셈이다. 원화 

환산한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27조원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거시적 차원에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아동가족복지지출이 평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지출 항목에 있어서도 OECD 국가들은 현금과 현물이 균형있게 지출되는 

것과는 달리 현물에 치중되어 있고, 대상도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복지지출 수준은 인상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보편화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OECD 국가의 평균 가까이(1.768%, 

OECD 평균: 2.3%, 2009년 현재) 아동복지지출이 제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대상의 확대(수혜계층을 일반아동에 까지)와 우리나라에는 부재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현금급여인 아동수당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출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금인상이 불가

피하다고 보고 있고, 일부는 아동기금 신설이나 목적세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마련 모두가 국민에 납세의 부담을 부가하는 요인이 되므로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복지의 대상폭을 넓혀야 한다. 아동정책 예산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낮다. 특히 복지예산은 매우 대상이 협소하므로 일반아동도 복지의 수혜자가 되도록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아동수당 도입을 하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거세어지고 있으나 이는 매우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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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의 고민과 함께 과연 이러한 현금지원제도가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복지확충도 필요하다. 청소년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아동복지는 여러 사업이 지방이양되었다. 중앙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

하여 국고보조금을 지방으로 제공할 경우, 지방에서는 이에 대한 매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으므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아동

복지사업을 모두 국고로 부담하자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아동복지 수준은 종사자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데,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예산 확충시 반드시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력수도 확대하여 밀착

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국가적으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지출과 관련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지출에 대한 DB를 구축하되, 사업별 분류를 통해서 지자체의 지

출현황을 일목요연하고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아동복지지출, 적정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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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연령별,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욕구가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계획

하고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구 특성별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장애인, 장애노인,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으로 대상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장애인구 대상 주체별 관련 문헌 연구, 둘째,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대상별 실태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심층분석, 셋째, 워크숍 개최이다. 

Ⅱ. 주요 연구결과 

장애아동·청소년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일상생활

에서의 도움 필요정도,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연령이 어릴

수록,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정도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추가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장애인에 대해서는 빈곤상태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빈곤 상태에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 

거주를 하지 않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체외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적을수록, 취업자인 경우, 차

별을 경험한 경우에 빈곤 상태를 경험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장애인의 행복감에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배우자가 

연구보고서 

12  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심층분석 -

A Study of Developing Consumer-Directed Disability Policy-In-Depth 
Study on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2011

연구책임자│김성희

공동연구자│권선진 강동욱 노승현 이민경

 이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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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인 경우,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신체외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인은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구인 

경우, 가구 내 장애인수가 적을수록, 시·청·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주관적 경제소속계층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외출빈도가 많을수록, 여가활동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우리나라 차별정도 인식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만족도와 빈곤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생활만족도에는 여성장애인이 정신적 장애가 아닌 경우,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취업상태일수록, 주관적 경제소속계층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빈곤상태에는 여성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만족도와 돌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중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연령, 장애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IADL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적을수록, 정신적 장애가 아닌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서 의존도가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은 중증장애인이 여성인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신체외부장애의 경우나 정신적 장애인 경우, 

서울·광역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제언을 대상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재활치료서비스의 내실화와 보육지원을 강화,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재활치료 지원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내 차별방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교에서 장애아동·청소년

들이 적응을 잘 하고 차별받는 경험이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지적·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의 조기

정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인장애인에 대해서는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성이고 



212

2012 Annual Report

212

저학력이며, 중소도시 이하에 거주하는 성인장애인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며 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성인장애인의 

연령별 특성(만 18~29세 경우 욕구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더 높게 나타남)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장애노인에 대해서는 노화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노인성 장애인과 청·장년기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노령장애인의 차별적 욕구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돌봄서비스와 소득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뇌병변장애인(29.3%)을 제외하면 전 장애유형에서 10% 미만의 낮은 이용률을 보여 

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애노인의 경우 은퇴 등으로 소득은 

감소하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여 절대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고령화에 따른 고령 여성장애인의 증가를 지적

하면서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이 필요하며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성인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교육기회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와 경제력 

확보를 위한 취업 지원, 가사·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한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

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제의 

마련이 필요한데, 첫째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고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교육·

훈련 지원 강화,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확대를 위한 지원 등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주요용어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장애인,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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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향후 8년간 3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평균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에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여 해체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형태도 초혼중심에서 점차 재혼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8년간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 및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체 및 가족 재구성 등으로 새롭게 편입된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갈등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자료를 재분석하고, 다문화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국내외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2007년과 2008년 제·개정된 법령과 제도는 지난 4~5년 동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 배우자, 그 외의 가족원이다.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정책 대상이 되는 점은 개선

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가족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공부문의 

사회 정책 대상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 

연구보고서 

12  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연구책임자│김유경

공동연구자│최현미 김가희 성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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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데 반해 이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적응을 위해 언어 및 문화교육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위장혼인으로 체류허가증을 얻거나 

국적취득을 하는 수단으로 국제혼인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2006년 프랑스의 

이민법의 경우 국제혼인에 따른 체류허가증이나 거주자증의 교부조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특성 및 문제점 진단 

다문화가족은 국적미취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향후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

하겠다는 의지도 약 84~87%로 높은 편이었고, 미취업률은 30.1~67.4%로 해체가족이 타 

가족에 비해 높은 편이나 직종 및 종사상지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육체적 단순노무에 

편중되었다. 미취업이유로는 해체 다문화가족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와 

자녀 양육 때문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37.0~69.2%로 해체 

가족이 일반 및 재혼가족에 비해 약 2배 높아서 주거생활이 상당히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은 14.2~41.2%로 해체 가족이 일반 및 재혼가족에 비해 약 

2~3배 높아서 해체가족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의 건강수준은 일반 가족보다 재혼, 해체가족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인식하였고, 실제적으로 질병을 앓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에 

있어 ‘진료비’ 문제가 가장 컸고, 재혼가족과 해체가족은 질병을 겪고 있음에도 ‘일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거나, ‘돌봄’의 부담을 일반가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 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해체가족이 가장 높았고, 

그 이유도 부모의 국적과 문화차이 또는 일반가족 자녀들과 다른 외모형태 및 언어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해체가족은 13.0%로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아동 혼자 지내는 비율은 해체가족이 14.0%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별거가족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4년 4개월이었고, 사별가족은 8년으로 이혼·

별거가족은 결혼 후 5년 이내에 해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해체원인은 경제적 무능력, 

외도, 학대와 폭력부터 음주와 도박,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까지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

었다. 해체 후 변화로서 자녀교육비를 제외한 경제적 영역과 정서적, 가족관계, 가족 내 

역할수행,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에 걸쳐 모두 해체 후에 좋아졌으나, 자녀교육비는 (훨씬) 

나빠진 비율이 다소 높았다. 

3.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준 및 복지욕구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는 28.9~41.2%로 이혼·별거와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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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나타났고, 빈곤유형은 9.9~36.2%로 생활비 금전차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의료기관 미이용·치료포기, 사회보험료 미납이 높은 편이었으며, 전기세 수도 미납은 

미미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모국인가족에 비해 한국인가족과 

비교시 저조한 경향을 보였고,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도 해체 다문화가족이 일반 

및 재혼가족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은 공통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과 취업알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고, 해체가족은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다문화가족이 전반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서비스는 ‘한글교육’이었고, 

재혼가족은 ‘양육방식 이해를 우한 배우자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호소하였다.  

다문화가족은 전체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취업알선, 생계비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취업, 교육·훈련, 양육 및 가족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정책에 

대해 ‘어학, 언어훈련,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을 가장 

필요한 1순위로 응답하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방향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첫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고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

한다. 둘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생활, 건강 및 주거권을 보장한다. 

셋째,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자녀양육 등 가족돌봄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한다. 다섯째, 해체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과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여섯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프라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사회적 대응방안 

사회적 대응방안은 크게 다문화가족 변화 관련 패러다임의 전환 및 기반 마련, 다문화가족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선,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권 보장, 건강권 보장, 주거권 

보장, 자녀양육 지원, 심리·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해체예방 및 가족기능 강화, 사회적응력 

제고, 서비스전달의 효율화, 사회차별 개선 등 총 11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 다문화가족 변화, 가족해체, 가족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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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2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Integrated Status of the Income Security and Social Service Programs 
for the Disabled, and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연구책임자│박수지

공동연구자│윤상용 이승기 이송희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금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서비스의 보장과 관련하여 제23조 2항이 신설

되었다. 이 조항은 사회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을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해야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당성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확충

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전의 잔여적 의미가 강하던 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의 핵심 축인 사회서비스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장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소득보장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의 연계는 앞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재정효율성의 제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의 연계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연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Q방법론을 적용하여 향후 

정책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Ⅱ. 주요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주요 장애인정책의 연계동향을 소득보장, 재활 및 고용서비스, 돌봄

(케어)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0년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의 다층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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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가 서로 병존하고 있을 뿐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다층적 소득보전체계로의 기능이 미흡하였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성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 제도의 이용자 기준은 ‘등록장애인’뿐이었으며 실제로는 개별 

서비스 기관이 자체적인 이용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7년 전자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돌봄(케어)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장애인서비스의 기존 장애인복지와의 제도적 연계 즉 대상자 선정기준의 상호연계성, 

서비스 내용 간의 상호연계성, 복지수급자격으로서 소득기준의 연속성 또한 거의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연계동향을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여 어떤 

위상인지 살펴보았다. OECD는 회원국의 장애인정책을 보장지수(소득보장에 대한 

지수)와 통합지수(서비스에 대한 지수)로 수치화하여 분석하고 유형화였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자유주의 모델의 b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그룹에 속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이외에 캐나다, 미국, 일본으로 장애인급여의 낮은 수준, 상병급여의 부재, 낮은 

재활서비스가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실제로 OECD국가의 사회지출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수준은 OECD국가의 최 하위권이었으며 재활서비스의 

수준도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돌봄(케어)서비스의 수준이 OECD국가의 

하위 1/3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OECD 장애인정책의 개혁 동향은 급여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사회보장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한 정책수단으로는 ① 근로능력을 

고려한 장애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② 고용친화적인 소득보장 체계로의 개편, ③ 장애인

지원통합전달체계가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정책 즉, 장애인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 개관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현재 장인통합

지원체계의 구심점 설정, 진입창구 단일화, 장애인 욕구사정 및 서비스 결정 담당인력, 

서비스 결정과 제공과정에서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 본 

연구는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구체화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리’와 

‘통합’의 두 차원으로 Q진술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공급체계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단체, 공단, 지자체 사업담당자, 서비스 기관의 의견을 수집하고 PQ-Method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대변자’ 중시형(제1유형), ‘정부의 조정’ 중시형(제2유형), 

‘민관협력’ 중시형(제3유형), ‘전문성’ 중시형(제4유형)의 4가지 인식유형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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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우선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장애개념의 확대와 장애평가의 개선, 둘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내실화, 셋째, 급여와 

서비스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제도 예컨대 장애연금을 보완하는 부분장애연금(근로능력 

미약자 연금) 장애연금과도 연계되는 의료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도입 둥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급체계의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장애인통합지원체계의 구심점

으로서 지자체 역할의 강화, 둘째, 서비스 진입창구의 단일화 및 관할구역 범위에 대한 

논의, 셋째, 표준화된 서비스 관리시스템과 다양한 장애심사도구 개발, 넷째, 장애인 욕구

사정을 담당할 전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의 연계, 장애인통합지원체계, Q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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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52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3차년도)

Establishing a Preventative Welfare System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Program for Vulnerable Families, Families in Crisi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Year

연구책임자│김승권

공동연구자│황성철 김연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전통적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됨과 

동시에 국내·외 정세 혼란과 가족 내 위기요인 증대로 위기가족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취약가족과 위기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취약·위기가족을 

탈취약, 탈위기토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가족의 탈위기, 탈취약을 위해서는 가족

단위의 문제해소 방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여전히 개별구성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위기가족의 탈취약, 탈위기를 위하여, 예방맞춤형 복지체계인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제시코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3차년도에는 지난 3년간의 사업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통합사례관리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예방·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제공으로 탈빈곤화, 탈

위기화하여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취약·위기가족 통합

사례관리 모형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최종안을 개발한다. 둘째, 취약·위기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넷째,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모형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한국형 통합사례

관리모형(최종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례관리수행 관련 제 모형, 사례관례평가 관련 제 모형 및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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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한국형 통합사례관리 모형개발의 기본 원칙 및 방향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기본 원칙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관리가 적용되는 서비스 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사례관리가 적용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사례관리 시행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사례관리 서비스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기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사례

관리자의 역할 및 전문성은 사례관리자의 교육수준과 전문성 정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역할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전국 사례관리기관 51개소와 함께 한국형 통합사례관리모형에 따라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0~2012년 사업에 기관 슈퍼바이저 50인, 

사례관리자 89인이 참여하였다. 사업 대상자는 총 359가구, 1,186명이었으며, 이 중 

102가구, 339명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종결하였고 나머지 257가구, 847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례관리 시작시점에서 각 90개 현상의 중·고위험 

가구만을 대상으로 4개월 주기별 위험수준 점수를 재사정하였다. 그 결과, 사레관리 시작

시점 대비 사례관리 실시 20개월 후 가장 크게 감소한 현상은 ‘도배·장판 열악(84.6% 

감소)’, ‘가족내 폭력(72.0% 감소)’, ‘폭력적 성향(63.3% 감소)’, ‘방임(60.9% 감소)’, 

‘의료비 과다(60.9% 감소)’ 등이었다. 

이번에는 사례관리 시작시점에서 각 현상의 중·고위험 가구원(개인)만을 대상으로 

4개월 주기별 위험수준 점수를 재사정하였다. 사례관리 시작시점 대비 사례관리 실시 

20개월 후 가장 크게 감소한 현상은 ‘도배·장판 열악(84.5% 감소)’, ‘가족내 폭력(78.8% 

감소)’, ‘주방시설 열악(74.2%)’, ‘통신비 부족(70.5%)’, ‘방임(68.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은 위에서 종결 가구 및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종결된 102가구, 종결가구원 339명만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시작시점과 종결

시점의 위험점수를 비교한 결과, 가구의 중·고위험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현상은 아동

돌봄(보육) 곤란, 여가활동 부족, 난방비 부족, 구직의 어려움, 자해(자살)행위 순이었다. 

종결 가구원(개인)의 중·고위험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현상은 사생활 공간 부족, 

난방비 부족, 도배장판 열악, 냉난방 열악, 여가활동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효율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수준 1점을 저하하기 위해 소요된 

사례관리 투입비용은 사례관리 시작시점~사례관리 실시 후 4개월 구간(약 4개월) 

30,178원, 사례관리 실시 후 5~8개월 구간(약 4개월) 63,731원, 사례관리 실시 후 

9~12개월 구간(약 4개월) 42,468원, 사례관리 실시 후 13~16개월 구간(약 4개월) 

78,027원, 사례관리 실시 후 17~20개월 구간(약 4개월) 59,500원이었다. 

사례관리관련 제 이론 및 선행연구, 통합사례관리사업 평가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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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최종 설립한 한국형 통합사례관리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위기가족의 발견 체계는 다음과 같다.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단)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복지위원·아동위원
취약·위기 가족

당사자
모든 국민 법률·의료·교육기관

각종 복지기관 및 복지시설 『취약·위기가족 핫라인』

『시·군·구 취약·위기가족 통합관리TF팀』

(공공-민간 합동)

 - 사례기관 지정 및 조정, 사례배분 기준 마련

 -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사례대상 정보 공유 등

 - 데이터베이스(Dbase) 구축 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둘 수 있음

·사례 추진기관: 공공사례관리기관(희망복지지원단), 민간

 사례관리기관(복지관, 가족 관련 센터, 아동 관련 센터 등)

『취약·위기가족 사회서비스 정보 포털』

- 모든 주민 이용가능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질의 응답(Q&A) 서비스  

〔취약·위기가족의 발견체계〕

다음으로, 한국형 통합사례관리의 추진체계는 사례관리자, 기관 슈퍼바이저, 광역 

슈퍼바이저, 전문연구기관,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이슈 해결을 위한 TF(taskforce) 팀 

등으로 구성된다.

현안 이슈 (1) T/F현안 슈퍼바이저

현안 이슈 (2) T/F

전문연구기관

(중앙/시도 복지연구기관)

기관 내 슈퍼비전 사례판정 위원회사례판정 위원회

기관 슈퍼바이저

사례관리자

공공/민간 사례관리기관

-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광역
 슈퍼바이저 선정
- 슈퍼비전 요청내용 전달

- 광역슈퍼비전 제공
- 사례관리 진행사항 자료
- 사례관리 요청관련 피드백
-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광역 슈퍼비전 요청

- 사례관리 요청제공
- 효과설/효율성 평가실시
- 광역 슈퍼비전 전달 등

〔통합사례관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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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통합사례관리모형은 1단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2단계 통합사례관리 

실시, 3단계 통합사례관리 종결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상담,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통합

사례관리 가구로 선정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단계는 통합사례관리 실시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수준 기초선 측정 및 개입계획수립, 정기적인 위험수준 측정 

및 개입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제3단계 통합사례관리 종결단계에서는 종결심사 

및 종결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3차년도 사업으로써,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평가하고, 공공-민간 사례

관리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형 통합사례관리모형(최종안)을 발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례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밝혀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통합 또는 역할분담을 

추진하여 사례관리의 중복성과 사례관리 기관간 갈등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약·위기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한국형 통합사례관리 모형을 제시하여, 학계 및 실천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용어 : 사례관리, 위기가족, 취약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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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53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

Strategies for Increasing Social Service JobsⅡ: 
Focusing on Childcare and Afterschool Services

연구책임자│김미숙

공동연구자│백선희 이철선 배화옥 서문희

 이주연 하태정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아동서비스는 성장 잠재력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예견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수요자에 대한 지원, 즉,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여 왔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제도 확충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한 

인적투자라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보육산업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고 

심층적인 필요인력 추계나 인력유형 및 양성과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분야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효과를 가진다. 

공보육서비스를 통해 조기에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개발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의 

생산성이 진작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부를 창출하게 된다. 인적

자본투자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제도로서, 유럽의 복지개력의 

기본노선이기도 하다.

아울러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는 시장화의 가능성 및 영리기관의 사회서비스 

참여 가능성을 열고 있다. 바우처도입으로 수요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받았고, 

공급자는 서로 간에 경쟁관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서비스 수급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보육서비스의 배분에서 시장원리의 도입이 과연 서비스 공급

에서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급방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육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의 확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과제가 다루어져야 하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2차년도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중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보호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실태를 파악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보육 방과후 보호서비스가 확충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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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1.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이용자 실태분석 결과: FGI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이용

실태 및 욕구를 알아보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다양했으며,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과 학습이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선호하였고, 

돌봄공백은 초등아동에게 있어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송영

도우미, 시간제 아이돌보미, 돌봄과 학습이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등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야간진료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모들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자질 제고에도 관심이 많았으므로 이를 위한 

교사 자격 및 근무조건관련 제반조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종사자 근로여건 실태분석 결과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기관의 관리자급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 및 일자리 수요를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로 필요한 인력은 보조교사와 같은 대체 인력을 이야기했고, 필요한 인력이지만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예산부족과 더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기관이 필요로 할 

때에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인력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중앙기관 

설립과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지원 역시 필요하다.

한편,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기관의 시설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

하여 서비스 공급실태 및 욕구를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인력확충과 

종사자 근무조건 개선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종사자의 자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전망이 높은 일자리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시설 대부분이 행정전문직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기관 이용

아동의 특성에 따라 하모니교사, 멘토교사, 정규인력보조 등의 다양한 욕구가 감지

되었다. 이러한 시설특성별 추가인력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양질의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시설 필요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력풀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3.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잠재적 일자리 실태분석 결과

영유아 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분야에 근로의향자 900명과 근로비의향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근로의향자 중 절반 이상은 상용직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근로비의향자가 구직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자리의 안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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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이었다. 또한 근로의향자의 대부분은 돌봄 분야의 교육경험이 전무하였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분야의 잠재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안정성을 갖추고 업무강도에 맞는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국가자격화하여 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

해줄 수 있다면, 인력의 질적인 제고와 더불어 일자리가 더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고용규모

현재 영유아 및 초등생 대상의 방과 후 서비스와 관련된 고용규모 현황과 향후 2020년

까지의 고용전망치 추정을 시도하였다. 추정단계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연령대별 인구, 보육 및 방과후서비스 이용여부, 시설과 가정 등 서비스 

수요유형, 서비스 복수수요 여부 등 총 4가지 변수를 고려해 고용규모 추정을 위한 수

요범위를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서비스 수요범위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용률을 

2004년과 2009년의 보육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모집단에 적용하여 수요규모를 추정한 

후,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연평균 증감률을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의 수요규모를 추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추정된 수요 규모에 상응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규모를 파악해 종

사자 1인당 몇 명의 수요자를 담당하고 있는 지를 의미하는 1인당 수급률을 추출하였다. 

5단계에서는 추출된 수급률을 이용하여 앞서 3단계에서 추정된 향후 2020년까지의 

수요규모에 대응하는 고용규모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영유아와 초등

학생 각각에 대하여 추정된 고용규모를 합산해 전체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고용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전체 보육 및 방과후서비스 고용규모는 2010년, 761,146명이었으며 

2020년에 1,097,58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초등학생 대상의 연평균 고용규모 

증가율은 3.6%, 영유아 대상은 연평균 3.1%로 초등학생 수요가 약간 높을 것으로 파악

된다. 둘째. 2010~2020년 동안 정부보육시설 연평균 고용규모는 5.9% 성장하는 반면 

학원 등 기타는 -3.9%, 방문교육 등 개인교육은 -6.2%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영유아 및 초등학생 관련 고용규모 증가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잠재수요군은 2010년 기준으로 80,957~102,771명으로 향후 고용창출은 잠

재수요군의 수요유발에 초점을 둘 필요가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잠재수요군들이 조모 

등 친인척 등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시설로 유도보해 고용규모를 확대

하기보다는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들을 일자리로 보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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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10년 전체 고용규모 중 54.0%가, 2020년의 경우, 62.8%가 복수수요에 

의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 창출 분야는 복수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고용규모를 화대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

영유아돌봄분야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가족의 일-생활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투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제도 발전을 하도록 한다. 다섯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앞의 기본방향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제안한다. 첫째, 서비스 수요자를 고려한 인프라 창출, 둘째, 공공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셋째,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통합적 접근, 넷째, 시대에 조응

하면서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영유아돌봄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돌봄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는 영유아돌봄의 총체적 품질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영

유아돌봄서비스를 위한 공적기반 구축이다. 둘째, 보육의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신규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건강, 영양, 안전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여기에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이 포함된다. 

넷째,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여기에는 대체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취사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다섯째, 기타 보육

시설 또는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보육정보센터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통합적 육아(영유아)지원센터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다. 여

섯째, 공공관리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보육담당공무원의 확충, 보육서비스관리

공단의 설치와 인력 채용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확충의 전제는 

고용조건의 개선임을 강조한다. 

방과후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돌봄공백의 확충을 위한 시간제 돌보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둘째, 아동돌보미 확충이 필요하고, 셋째, 돌봄과 학습이 결합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양질의 방과후 교사 양성과정 확충이 필요하고, 

다섯째, 돌봄서비스 비용보전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방과후 서비스 일자리, 영유아돌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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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4년 이래 22번째 실시된 본 조사는 한국사회의 변동을 적극 감안하여 조사회수를 

거듭할수록 조사의 목적이 변화되고 조사항목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가 복잡

할수록 개인과 가족의 출산과 가족생활에 대한 행태(行態)가 복잡하게 상호 얽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부모지원, 자녀결혼, 가족보건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대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여 바람직하고 효과성 

높은 인구 및 가족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부인의 임신, 출산, 피임, 불임 등 임신·출산관련 요소(factors)의 행태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

책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둘째,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

양육, 결혼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 셋째, 산전산후관리, 저체중출생아, 모유수유 등 모자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가족생활의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첫째, 결혼의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었으나, 최근에는 필요성이 다소 강조되는 양상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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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혼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의 변화를 계속하고 있으나, 재혼에 대해서도 ‘해도 

좋고 안 해도 됨’이 증가하여 필요성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다.

둘째,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비혼 및 만혼’의 원인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와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가장 컸으며, 다음은 ‘결혼

비용’,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등이었다. 

셋째,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함’은 낮아졌고, ‘있는 것이 나음’이 같은 수준에서 증가

하였음은 자녀를 가질 것인지의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수는 2.2명, 현존자녀수는 1.6명

(2009년 1.7명)에 불과하였고, 추가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비율이 76.6%로 높았다. 이상

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갭(gap)은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넷째, 남아선호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던 한국사회에 이제 ‘여아선호’가 나타

나고 있음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는 성별 구분하여 이상자녀를 원하는 부부의 

원하는 성비, 추가자녀를 원하는 부부의 원하는 성비에서 나타났다.

다섯째,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전체 생애기간의 평균임신은 2006년 2.46회, 2009년 

2.33회, 2012년 2.13회로 지속 감소하였다. 전체 임신 중 임신소모는 25.3%로 2006년의 

31.3%, 2009년의 27.9% 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임신소모 중 인공임신중절의 감소가 

두드러져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기준 1.316명으로 통계청의 1.244명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수준은 2006년과 2009년 조사결과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미미하나마 출산율 회복의 징후가 나타났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징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은 35.0%이었으며, 이들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비율은 33.1%이었다. 난임진단자 중 난임치료를 받은 비율은 62.0%로 

정부의 난임지원정책에 힘입은 것이라 사료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개선의견

으로 ‘치료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39.5%)와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31.5%)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77.1%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2003년 84.5%).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콘돔이 가장 높은 23.7%이었고, 

다음은 정관수술 16.7%, 자궁내장치 10.5%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한 피임법으로 판

단되는 불임수술과 자궁내장치에 의한 실천율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32.9%에 

불과하였고, 그 외는 불안전한 피임실천을 하고 있음은 불원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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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예견할 수 있어 우려된다. 

아홉째, 산전수진율은 약 100%에 이르렀으며,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 횟수는 평균 

13.39회로 양호하였다. 시설분만율은 99.9%(병원 및 종합병원 74.6%)로 높았으며, 

산후수진율은 91.4%이었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 65.7%, 제왕절개 34.3%로 2009년의 

제왕절개율(36.9%)보다 다소 낮았다. 2010년 이후 출생아의 저체중 및 과체중 비율은 

2006년 8.7%, 2009년 8.3% 보다 낮은 6.6%였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50.2%로 높아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모유수유율은 2009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생후 1주 완전모유수유율은 

26.6%였다가, 생후 2주 완전모유수유율은 53.0%, 생후 3주 완전모유수유율은 59.1%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고, 병원분만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모자동실제를 거의 운영하지 않는 의료환경에 의해서 출생 1~2주 

모유수유율이 낮다가 가정에 돌아간 후 모유수유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열한 번째, 가족생활에서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5.8%), 남편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21.7%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남성들은 양육과 가사를 여성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자신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거나 보조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부부간 의사결정은 일상생활비 지출은 부인이 결정하는 경향이었고, 

그 외의 경우는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열두 번째,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만족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부인의 

남편에 대한 불만족도(6.0%)가 남편의 부인에 대한 불만족도(1.9%)보다 컸다. 

열세 번째, 기혼부부는 비동거 남편부모보다 비동거 부인부모와 자주 접촉하고 있었으며, 

이는 직접대면(만남)과 비대면 모두에서 공통적이었다. 금전적 지원은 비정기적인 경우가 

정기적인 경우보다 약 3배 이상 많았으며, 금전적 지원은 부인부모보다 남편부모에게 다소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비동거 남편 및 부인 부모에게 외식 및 음식물 제공을 많이 하고 

있었고, 다음은 건강용품과 생활용품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다. 비동거 부모로부터 기혼

가구가 받은 금전과 물질은 제공한 것보다는 적었으나 다수 있었다. 

열네 번째, 가족행복의 조건은 ‘가족건강’(44.4%)과 ‘가정안정’(41.7%)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성공, 권력이나 재산, 효도 등은 행복의 조건으로서 매우 

미약하였다. 가족생활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동일함’ 63.9%, ‘더 좋아짐’ 20.3%, ‘더 

나빠짐’ 15.0%로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더 나빠진 이유의 절대다수는 ‘가족원이 함께 

하는 문화생활 거의 없음’이었다. 

열다섯 번째, 자녀양육비는 월평균 118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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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만 2천원, 2009년 100만 9천원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이중 가족 공통비용은 월 50만 

1천원, 자녀 개인비용은 월 68만 7천원이었다. 자녀 개인비용 중에서는 사교육비가 월 

22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식료품비 월 20만 4천원, 공교육비 월 16만 5천원 

등의 순이었다.

열여섯 번째, 부부 한쪽의 평균 결혼비용은 5691만 3천원으로 2009년(4492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결혼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감소

(2009년 42.0%→2012년 40.8%)하였는데, 이는 젊은 층의 취업난과 낮은 근로소득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된 결혼비용이 ‘경제능력에 맞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으며,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 초과’는 불과 6.3%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과도한 결혼비용 지출을 고려한 응답이라 판단된다.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웠다’는 비율이 신랑측의 93.4%, 신부측의 81.8%나 되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으로 신랑측은 ‘신혼주택 비용’(81.8%)을 

들었고, 신부측은 ‘신혼살림’(44.8%)을 제시하였음은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의 개선과 

간소한 혼례문화의 정착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첫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지속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은 부부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적정자녀를 두는 것의 필요성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은 취학전 아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출산지원정책의 6대 우선순위로서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한 ‘산후도우미 등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양육의 경제적 지원인 ‘보육·교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확대’, 양육의 인프라 측면의 ‘직장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결혼지원인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제안한다.

셋째, 현재의 난임의 진단 및 치료 지원대책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수준의 향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임신 및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 입양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애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속의 장애

요인인 자녀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차별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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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결혼을 앞둔 남성의 취업과 

여성의 결혼 후 취업 장애요인 제거,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혼례 간소화(예물 및 예단 폐지 등)를 유도하고, 

결혼업소 규제를 강구하며(불필요한 결혼항목 금지 등), 더 나아가 필요한 항목(주거비, 

예식장비 등)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족생활의 덕목인 가족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이 행복한 국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가는 이에 맞춘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출산, 피임, 가족보건, 양육비,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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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지방분권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복지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2011년 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

법에서는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대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 복지수준에는 현실적으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수준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세부 복지영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지역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전략의 

추진에는 지역복지관련 학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광역 복지재단 및 

연구기관, 민간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심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균형적 고도화

된 복지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복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주요 복지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복지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지역복지 정책평가의 발전방안 마련,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광역 복지재단/연구원의 역할,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 설립방안,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 특화사업 선발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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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복지 정책평가의 발전방안은 모두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지역복

지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과 같은 지역복지평가의 수행은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

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복지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종합적 지역복지평가 실시. 현재 지역복지와 관련 법적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가 있다. 이들 평가를 지역복지평가와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복지종합평가’의 성격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평가지표의 고도화. 복지평가지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강화하고, 평가

지표에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8:2의 비율이 되도록 구성토록 하며, 성과관리에 중점을 

둔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자체사업 또는 특수사업의 평가를 적극 반영한다. 

네 번째, 평가과정의 중요성 강조.. 현재 지자체 복지평가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평가 

자료에 의하여 간접 평가를 하고 있어 현장평가의 장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평가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현장평가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다양한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평가결과 활용의 극대화. 현재도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진지역에 대한 대처가 부적절하며, 방치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진

사유를 규명하고 부진사유별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부진사유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광역 복지재단/연구원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들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수요자인 시·도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민간자원 발굴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각종 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넷째, 복지시설의 지역균형적 적정수준 유지 방안을 강구

한다. 다섯째, 지역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체계화·연계화한다. 여섯째, 기초 지

자체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강구한다. 일곱째, 공공 및 민간 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자질향상을 동시 추구한다. 여덟째, 광역 복지재단/연구원 내 복지사업 자체 성과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본 연구는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재단 설립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 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중심의 재단 설립, 둘째 

지역재단은 타 모금기관 및 재단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금의 모집과 배분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본 센터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종합평가1)에서 우수 지자체로 

1)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1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중 사회복지분야 추진실적    
(’11년 실적)을 활용하여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4개 시책, 8개 평가지표(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
충도, 민간 복지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정성,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정성, 노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아동보호 및 서비스, 보육기반 조성)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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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지역특화사업을 선발하였다. 사업은 국비예산

지원없이 순수 시·도 및 시·군·구 예산(비예산 사업 포함)으로 운용된 2011년 및 2012년 

지역특화사업 사업이어야 하며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민간자원 

활성화 분야, 전달체계 분야, 저소득층 분야, 아동·청소년·보육 분야,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기타 분야별로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5개 사업이 우수 특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지역복지 개발·평가센터 운영은 지역복지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 본 연구는 초기사업으로서 현행 지역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지역복지정책포럼』을 새롭게 추진하고, 2회 실시하였으며, 포럼위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하였음은 큰 의미를 가진다. 더군다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복지연구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역 복지재단 및 발전연구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복지

관련 자료, 정보,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

하였음은 영향력 및 파급력 측면에서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에도 동 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향후 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관련 자료, 정보, 연구결과의 공유와 지속적 협력을 위한 인력이 최소 3~4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 복지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역복지 재정 

및 인력을 연구하며, 전달체계, 다양한 지역복지정책 개발, 지역복지정책 평가 등 많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 복지재단 및 발전연구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

하고, 다양한 복지관련 자료, 정보, 연구결과의 공유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중앙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복지정책포럼의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복지관련 학자, 공무원, 현장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복지의 대상자와 NGOs 관계자도 함께 고민

하는 자리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복지의 영역을 복지관련 정책개발 외에도 보건-복지의 연계,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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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환경복지 등 다양한 영역까지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지역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복지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앙부처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

기술부, 고용노동부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용어 : 지역복지, 복지정책





Ⅲ
〔일반사업〕

•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방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 연계방안

•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 주거형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약분석과 정책방안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 100세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M시 

종적연구(Ⅱ)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 노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 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사례조사:

춘천시, 안산시, 보성군, 합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 100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 미국·영국 편

•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출산력 시계열 자료 구축 및 분석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 저출산 고령화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연구

2012년 주요 연구_5. 저출산고령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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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령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미래 한국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이라는 사적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막대하여 우리사회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그간 

저출산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사회구조에 연유해서 발생하였거나 그간 

국가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장은 지출로 느껴

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성장과의 선순환 관계를 

갖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선순환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국가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여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사회정책의 사전적·투자적·적극적 성격을 강

조하는 ‘사회투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성 사회적 지출은 

인적자본 축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성 사회적 지출은 근로의욕 저하 

등을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비성 사회적 

지출의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투자 촉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연구보고서 

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Reinforcement of National Responsibility Responding to
Low Fertility for Future Development

연구책임자│이삼식

공동연구자│최효진 윤홍식 오상훈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239238238

통해 성장에 기여하기도 하여 성장을 위한 투자성 지출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대책 관련 투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경제성장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활성화, 결혼·출산 지원은 가족형성에 의한 건전한 

사회발전 및 출산기반의 확충, 보육·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단기적 수요창출 및 

중장기적 인적자본 확충,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본의 질적·양적 확대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출산율 회복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강제된 돌봄 

책임을 어떻게, 누가 분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돌봄분담방식에 따른 국가의 

복지체제를 유형화할 경우 한국사회는 민간중심의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에 속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한 유형은 국가중심의 탈가족화 우선형(스웨덴), 국가중심의 탈

가족화/가족화 병행형(프랑스), 민간중심의 탈가족화 우선형(미국)로 우리나라도 이 중

에서 하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 국가중심의 탈가족화 우선형을 제외하고는 돌봄

분담방식이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과 여기에 더해 이제 막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무작정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보다 기존에 공공에서 제

공하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서비스 대상의 보편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과 선순환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층화의 최소화, 시민권의 확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서비스 대상의 보편성 담보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저출산 원인들로서 결혼 장애요인, 임신·출산 보건의료

체계 미흡,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보육인프라 미흡, 일·가정양립 곤란 등을 선정하여 

국가책임의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각 영역별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

으로 향후 국가책임강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결혼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만혼화 및 비혼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 중 공공의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 부분으로는 주택 마련지원을 들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등의 경우 

공급량 제한, 소득수준 제한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주거수당, 주택

임대료 인상억제법 시행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칭펀드를 통하여 주택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난다. 이들을 종합하면 향후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별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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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소득수준완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주택자금마련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치(예로 매칭펀드) 마련 및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수준 완화, 

대출이자율 완화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신혼부부의 소득이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불안

정한 경우에는 주거수당을 지급하여 주거 안정화를 도모한다. 

둘째,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최근 만혼화와 만산화로 인하여 고위험 임신도 증가하고 

있다. 임신과 분만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 인구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현재 임신·분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임신·분만비 지원’,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경우 지원액 제한, 소득수준에 따른 수혜대상 제한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임신·분

만에 대한 국가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임신·분만비에 대해서는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의 경우 핵가족화 등으로 고비용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산후조리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도를 

고려할 때, 국가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중산층까지 지원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도록 한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인프라(분만산부인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청소년소아과 등)의 경우 민간 병의원에만 의존할 경우 현재와 같이 산부인

과나 청소년소아과 등이 없는 지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임신과 

분만 및 신생아 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적어도 취약지역에 대해 공공의료체계를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이들 

인프라에 대한 국공립화를 요구하는 데에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민간 병·

의원의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관련 의료체계를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욕구나 사회구조에 의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 돌봄은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국가나 사회가 양질의 자녀 양육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조세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료 이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아동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정책 추진 시 

단순히 보육료 지원만을 논의하기보다 0~2세 양육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0~2세아의 경우 모(母)에 의한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원칙 하에 

가능한 다양한 정책수단(양육보조금, 육아휴직, 보육서비스)을 제공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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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취약지역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간 수급의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도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향후 보육시설 취약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주3일간 차량을 이용한 순회 보육서비스 제공, 가정보육사의 파견 등)로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육료 이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요되는 

일상적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향후 아동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도입하고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수당은 도입 초기에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수준과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수당수급 상한연령은 6세, 

9세, 15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18세까지 지급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동수당 도입 이후에는 교육수당 등도 점차적으로 도입

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경제활동 참여와 자녀양육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에서는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힘입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일가정양립

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임금대체수준과 인력대체수준이 낮은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과 캐나다에서는 별도의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임금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일반국민 대다수가 육아휴직 대상으로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에 지지

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향후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직종이나 

종사상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남녀 근로자가 일·가정양립제도를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대체개발원(가칭)’을 

설립하여 대체인력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모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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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새로 태어난 인구가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시급함을 지금 당장에는 느끼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의 특성 상 변화된 인구모습이 우리사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에는 그 

고통을 상당 기간 동안 겪어야 하며 이를 극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저출산대책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선순환 관계를 가지며, 이외

에도 사회통합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선순환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기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화시키는 핵심 요인들을 선별하고 

여기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저출산정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 미래성장,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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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저출산정책이 사회정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에 중점을 

둔 현재의 방향성에서 탈피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적인 사회를 

구축하면서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위험에 포함

하여 자녀 양육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저출산정책이 미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적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정책의 목적과 이념을 고찰하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정책 방안을 모색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프랑스 가족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가족을 중심

으로 구성된 조세체계, 가족수당, 사회 서비스, 모성 보건 지원, 영유아 보건 지원, 아동 

보호, 의무 교육 체계 등 사회정책 각 영역을 포괄하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로 수행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기초적인 사회적 체계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 사회의 도덕성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현대 사

회에 들어와서 가족정책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가족을 기반으로 그 영역과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가족 부양을 포함

시킴으로써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가족 지원을 명시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족정책 이외에도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강한 가족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보고서 

12-47-2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방안

Ways to Implement the Policy on Low Fertility
as a National Social Policy

연구책임자│신윤정

공동연구자│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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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를 가진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인 성향에서 점차 취약 계층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인 성향으로 변해왔다. 넷째, 좁은 의미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주거, 빈곤, 자활 정책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까지 모두 

가족 지원을 위한 목적성이 강하다. 

프랑스가 특히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

들로 하여금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자유(liberté)”를 부여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에 대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형평성(égalité)”을 

확보하며, 적정한 인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지속성과 미래를 보장한다

는데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법에서는 “가족의 부양”을 국가사회보장을 통해 지원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으며 질병·고령·근로자 재해와 함께 가족이 4대 사회보장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중심기구로서 가족수당 전국공단이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

보장기부금 및 조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고 및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기업·국민이 고르게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 추진 기구는 중앙 행정 부서로서 가족·아동 장관과 가족 관련 범 부처 

대표 심의회가 있다. 국가 사회보장 기구로서 가족수당전국공단이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가족수당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정책 전문가 그룹으로서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가 

있으며 국가·기업·시민 사회 대표로 구성된 가족회의가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저출산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전체 사회 그리고 세대 간의 

통합적인 사회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존속과 지속적인 번영을 달성하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래 통합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자녀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 부담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서 가족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

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 시간지원정책의 세가지 측면에서 모색해 보았다. 현금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편

적인 가족 수당 도입, 세제 지원 및 연금 혜택 강화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지원 정책은 실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 지원을 통한 사회 형평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시간 지원 정책에서는 자녀 양육 휴가 제도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정책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 돌봄 유급 휴가제도의 도입을 제시

하였다.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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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가, 기업, 국민이 고르게 분담하는 “가족 기금”을 

마련하여 가족 관련 정책에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 장관직을 마련하며 가족수당, 육아 휴직 급여, 보육 서비스 지원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동·가족 공단을 신설하여 가족 기금을 운영하도록 한다. 

전문가 집단인 저출산정책 실무위원회를 마련하여 정책 제언 및 정책 평가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 기능을 확대하여 정부 대표자, 고용주 

대표, 시민 사회 단체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주요용어 : 저출산, 가족정책, 사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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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저출산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소수의 원인들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 역시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정책 개발과 실행의 주요한 축을 이루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연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들을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 사업들을 내용별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인식개선,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추진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문제점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계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Ⅱ.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각 층위에 따라 저출산 정책의 역할이 다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저출산 정책의 연계성이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저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설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더불어 거시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의 대표적 

정책사업의 예로는 보육정책,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이 있으며, 후자의 정책사업은 혼인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이나 출산휴가 등의 노동정책이 포함된다. 

연구보고서 

12-47-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 연계방안
A Study on Linkage of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연구책임자│이상림

공동연구자│박종서 안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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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와 시행지침을 받아 중앙정부의 

사업을 위임받는 공통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공통사업은 중앙정부의 공통사업을 거의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와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보조 성격의 사업의 경우가 많았다. 보육 사업이나 임신 및 출산 분야 의료서비스 사업

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집행하는 공통사업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계획대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분야 정책사업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비용지원 접종 개수를 추가적으로 늘린 지자체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사업 외에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실시하지 않는 정책 사업들을 별도로 

실행하는 지자체 단독 사업들도 다수 운영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사업 분야는 

인식개선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는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저출산 정책 연계성과 관련

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그 내용들은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한계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도 하나의 문제로만 귀결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 방안을 종합하자면 우선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 및 

집행계획의 설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게 집행권한을 포괄 위임하고 중앙

정부는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독자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우수 사례들을 다른 지

자체들에게 전파하는 방안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독자적 저출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진다면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 저출산정책,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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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이후 저출산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수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해외의 선행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두 변수 사이의 실증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력해왔다. 국내에서는 

인과관계보다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의 결정요인을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주요 노동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수들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여러 사회과학적 논리와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세운다. ②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증한다. 경험적 자료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모형으로 콕스비례모형과 이산위험모형을 선택하였다. ③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하여 출산월을 조작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출산순위별 차이를 고려하여 

출산순위에 따른 모형을 설계한다. ④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제시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여성의 다양한 근로조건 중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종사상 지위와 근로시간 형태, 그리고 

임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대비 일용·임시직으로 

측정하였으며, 근로시간 형태는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직종,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초과

근로가 없는 직종, 마지막으로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초과근로가 있는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임금은 0~99만 원, 100~199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보고서 

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Effects of Female Employees’ Working Conditions on Fertility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자│김현식

공동연구자│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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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를 막론하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사이의 출산확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 대졸과 

임시·일용직의 상호작용항이 양의 값을 가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의 여성에게 상용직은 양의 효과가 있었지만 대학교육이상을 받은 여성에게 

있어서 상용직은 출산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근로시간 형태와 관련하여 자녀 순위를 불문하고 근무시간형태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상호작용항을 보았을 때 첫째 자녀의 경우 유의미한 

것이 없었으나 둘째 자녀의 경우 대졸과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근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졸에 비해 대졸에서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

근무시간의 효과가 음의 방향으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 출산과 둘째 자녀 출산 모두에서 임금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즉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여성의 출산력이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여성의 출산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의 효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이론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본 보고서가 보고하는 발견은 크게 두 가지를 지지한다. 

하나는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이 출산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례조사를 통해 만난 많은 근로여성들은 

직장 내 분위기가 일-가정 양립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하였다. 따라서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나 전시성 정책이 아닌 사회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보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재)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수준에 

있는 여성들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여성근로자,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출산위험, 차별출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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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산아정책의 실패로 1980년대(2명)이후 급격히 감소

하더니 2010년에 1.22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과 사회적 측면에서 가정을 지원한다는 관점아래 가족친화인증제도를 2008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입 5년째를 맞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수가 2011년 기준 160여

개에 지나지 않고, 인증기업도 대기업에 치중되는 등 성과측면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을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미미한 확산 속도를 고려해 제도운영의 주체인 정부측면보다는 

수요자인 기업의 경영주 측면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여성 중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남성중심의 기업에서도 범용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대기업 대비 

부족한 중소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

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도입 5년째를 맞는 현 가족친화제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안모색으로 기업 경쟁력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GWP개념과 고용안정성, 저

출산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3단계에서는 대안검증 부분으로 GWP와 가족친화문화 

형성, 그리고 고용안정성 및 저출산과의 관계검증을 위해 가족친화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모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산과 제도상의 지표

설정 및 방식, 기업지원과 관련해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보고서 

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amily-Friendly 

Company Indicators

연구책임자│이철선

공동연구자│권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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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주요 연구결과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제정)』에 의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2008년부터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주관부처는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이다. 가족친화

제도의 실행 프로그램은 본인·가족 건강, 결혼·출산·양육, 근무환경 유연성·여가생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총 4개 범주 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평가는 

가족친화기업의 인프라와 관련된 공통요건(30점), 실행프로그램(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에 대해 심사 후 인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우선, 확산 속도측면에서 2011년 기준 인증

기업의 수는 157개사로 확산모형 상에서 필요한 혁신기업의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확산 속도가 미흡하다. 둘째는 인증기업의 특성측면에서 소비재 중심이거나 300인 이상 

기업들로 구성되어 중간재 생산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셋째는 

기업측면에서 가정친화인증제도 도입이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여

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 직장인들에 대한 효과성이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기업 인센티브 측면에서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이유인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과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부족하다. 여섯째, 지표 측정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정책상 목적 중의 하나인 저출산 감소를 측정할 수 있는 출산율 등 

지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시스템 측면에서 2012년 도입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족친화문화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조직문화 혁신

개념인 GWP(‘일하기 좋은 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는 성과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기업참여 없이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과성을 정부만으로 보완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GWP란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게 

일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의 혁신개념으로 미국의 로버트 레버링 박사가 

20년간 기업현장 연구를 통해 뛰어난 재무적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의 문화적 특성을 

정립한 개념이다. 미국의 시사 전문지인 포천지가 매년 100대 기업을 선정·발표하면서 

해당기업의 GWP가 선진기업의 경쟁력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웨그먼스푸드마켓, 지넨텍, 보스턴컨설팅 등 IT, 소매유통, 바이오, 경영컨설팅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GWP의 핵심요소는 구성원 간 신뢰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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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업적·회사에 대한 자부심, 업무에 대한 재미 등 3가지 범주 5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GWP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은 최근에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GWP에 대한 연구들은 GWP의 형성원인과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와 한국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 관한 연구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가족친화제도, 직무몰입 및 만족도, 기업문화와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인식과 

GWP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들(이주연(2010), 김영미 외(2010), 최윤식(2011))이 

있으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관세청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GWP프로그램 및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와 미국 일하기 좋은 기업 3개사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연구

(이선우 외(2010), 노용진(2011))가 진행되었다.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민간컨설팅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 들어 정부정책 상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식

경제부의 경우 2010년부터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좋은 기업’과 우수한 

청년인재들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혁신개념인 GWP가 고용안정성과 가족친화문화를 강화

시켜 직장인의 출산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아래 다음과 같이 3가지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그 첫째는 신뢰와 자부심, 재미로 구성된 

GWP가 강할수록 일과 가족의 균형을 추구하는 자율적인 가족친화문화가 형성되어 직장

인들의 출산의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경로였고, 둘째는 조직 내 GWP가 강할수록 고용안

정성을 강화시켜 기업 내 청년 직장인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면서 결혼과 자녀

출산의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로였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친화문화가 강할수록 직장인

들은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강화되어 이직의도가 감소됨과 동시에 고용에 대한 안정감으로 

인해 출산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경로였다. 그리고 설정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4개 개념

변수에 대해 기존 측정도구들을 이용해 설문지를 구성한 후 가족친화인증기업 24개사와 

지경부의 일하기 좋은 기업 6개사의 2~30대 미혼·기혼 직장인 각각 10~50명 씩 총 702명을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과정은 섭외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현황을 검토한 후 9월 17일~10월 12일까지 

4주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전체대상의 경로분석에서는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GWP가 

가족친화문화형성과 고용안정성, 고출산에 미치는 주요변수임이 검증되었다. 두 번째로 

세부별 경로분석에서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은 대부분 검증되었지만 가족친화

문화가 고출산에 미치는 경로는 세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족친화문화가 고출산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던 미혼과 여성들의 경우, 팀 중심 업무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상사·동료들의 

눈치로 인해 가족친화제도 이용횟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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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증기업들이 대기업과 공공기업 중심, 업종측면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 보완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양적 확산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식

경제부의 일하기 좋은 사업과 연계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친화제도의 홍보가 인증기업 및 인증 희망기업에 한해 인터넷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협소하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대국민 대상의 전략적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인증지표상에 제도도입의 의사결정자인 기업의 경영주와 저출산 정책의 실행

자인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주에게는 

경쟁력 측정을, 정부에게는 저출산 감소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가족친화기업 

인증지표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가 도입되어 있어도 저출산과 관련된  2~30대의 미혼 및 

기혼 직장인들은 업무과중과 팀 중심의 업무방식으로 인한 동료와 상사들의 눈치 등으로 

프로그램 활용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IT 등 벤처기업과 신생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정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이 확대되었으나 

제도도입을 추진한 기업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함으로 기업들에게 조직

문화 진단 등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저출산, 가족친화인증제도, GWP, 기업문화, 고용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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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출산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저출산을 

극복한 다출산 가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출산력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저출산과 다

출산이 이의 양 끝에 해당한다고 보면 다출산을 연구하는 것이 저출산 연구에 공헌할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세 자녀를 둔 가정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출산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다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또한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다출산을 

경험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양적 핵심연구로,  15명의 심층 

면접 데이터를 질적 보완연구로 한 혼합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양적 연구결과는 한 자녀 

및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과 비교하였고 세 자녀 출산 과정 및 양육 경험에 관하

여서는 주제 분석을 이용하여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세 자녀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자녀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7.04세로 한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평균 2.7세 많으며, 세 자녀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40.61세로 한 자녀 가정과 두 자녀 가정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났다. 

교육 수준을 보면 세 자녀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낮았으며, 질적 보완연구에 참여한 세 자녀 가정의 어머니의 

1/3 이상, 아버지의 4/5 이상이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 양적 연구보다 

높은 교육수준 가지고 있었다. 세 자녀 가정의 월평균 수입 및 지출액은 한 자녀 가정

보다는 높으나, 두 자녀 가정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질적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연구보고서 

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

Korean Marital Norms and Their Impact on Low Fertility Rate : 
Perspectives of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연구책임자│염주희

공동연구자│정승은 주영선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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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은 대부분 중하 및 중간 수준이라고 조사되었다. 

다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규범적 요소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형제자매 서열이 높을수록(장남일수록) 한 자녀와 

두 자녀보다는 세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가 두 

자녀 가정의 아버지보다 형제자매가 이혼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질적 연구

에서는 친정부모의 별거로 인해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다자녀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가정 간 비교에서는 자녀를 바라

보는 가치관, 양육관, 주변의 도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의 다출산 경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성별 

선호 없이 다자녀를 원한 가정, 2) 성별 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한 가정, 3) 다자녀를 

원치 않았던 가정, 4) 성별 선호가 있고 다자녀를 원치 않았던 가정.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경험을 모델화 하여 결과로 제시하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자녀를 가지게 

된 경우, 피임 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와 출산 경험자를 위한 피임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시대가 변하여도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일부 

부모들은 아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다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용하여 특정성별의 자녀를 선호하는 성향을 

약화시키고 성별에 관계없는 긍정적인 자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영역별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면에서는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주요용어 : 결혼규범, 다자녀, 저출산, 혼합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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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에서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간 많은 연구에서 

한국사회의 초저출산현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여러 원인들 중 주거

문제는 만혼화 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주택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주택정책이 결혼 및 

출산에 실질적으로 미진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 없이 피상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주택요인(주택

점유형태, 주거밀도, 주택유형, 주택비용 등)이 결혼이나 출산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OECD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혼이나 출산에 유리하게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주거관련 

요인이나 결혼·출산에 관한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정책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이들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주택과 결혼 및 출산과의 연관성 정도와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만혼화 현상을 완화하고 출산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택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주거행태와 결혼 간 연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 결혼 당시 전·월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 자가를 선택하는 경우 결혼을 상대적으로 더 늦게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거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형태로 집을 점유하고 있을수록 결혼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당시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부 본인의 부담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시기가 

연구보고서 

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Analysis on Association between Housing and Fertility

연구책임자│이삼식

공동연구자│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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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고 있다. 환언하면, 부모 등이 지원하는 정도가 클수록 결혼연령은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지원 정도에 따라 만혼화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거행태와 출산 간 연관성 분석 결과, 출생아수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

택, 아파트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세대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비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할 경우 심적·물리적으로 공간에 대한 여유가 

보다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월세, 무상, 자가, 전세 등의 

순으로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상 자가거주자의 경우 주거안정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출산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 상 자가 구입에 비용부담이 크고 

또 이와 관련한 자금 마련도 쉽지 않아 출산이 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도시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점유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와 현재의 주택점유형태를 비교하였을 때,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혹은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산이 촉진되고, 불안정

하게 유지(혹은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산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마련

비용의 경우에는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 출산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출생아수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자녀를 많이 출산 후에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동한 결과이거나 많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보다 넓은 주택을 필요로 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의 

관계일지라도 결국 보다 큰 주택규모는 다자녀 출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주거행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은 주택마련과정이 최종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와 주거면적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가장 

주된 영향요인으로는 주택마련 비용으로 나타난다.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통제한 후 주거행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이다. 점유형태에 관해서는 자가 거주에 비해 전셋집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출생아수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셋집 거주 

시 과밀공간, 전세자금 상환 부담, 향후 자기집 마련 부담 등이 출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주택유형과 관련해서는 단독주택 거주에 비해 아파트 

거주는 출생아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기간과 관련해서는 단

기간 거주가 주거 불안정성을 높여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면적과 

관련해서는 주택면적이 아주 넓은 경우 출생아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도 주거행태(주택상황)는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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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자녀양육과 충돌하여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주거

행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이상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비용 및 주거면적 등 주택행태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택과 결혼·출산 간의 

연관성을 주택정책에 관한 욕구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주택유형과 관련하여 아파트 거주자의 출산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 이자율 완화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점유형태와 관련하여 전·월세 

거주자의 출산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기간과 관련해서는 주거안정성을 통한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OECD 국가에서와 같이 전·월세금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정책적 요구가 가장 높은 소형아파트(분양 혹은 임대) 공급 확대 시에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적절한 주거 면적과 구조를 갖추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 수 증가 혹은 

자녀 성장에 따른 주택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주택정책을 강화하여 자녀 출산 가정들의 욕구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래 결혼 및 출산 인구로서 미혼자의 주거관련 인식 내지 태도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성을 가진다. 또한, 한 개인의 결혼·출산 과정과 주택 마련 혹은 이동 과

정간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과 주거행태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미혼자 조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결혼 및 출산과 주택 간의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단면

적인 조사를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주거행태, 결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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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은 2011년 1.2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구학적 원인

으로는 만혼화와 이로 인한 생식능력의 저하로 인한 난임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난임 진단자 수는 연 5.8%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임신을 

하기 위해 행하는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고액의 비용이 

발생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체외수정 등의 10여종의 시술비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체외수정 전 단계에서 시술되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면서, 의료비 지원접수일 기준 여성연령이 

45세 미만(44세 이하)이다. 2012년에는 국가 모자보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647억원을 보조생식 시술비의 지원금으로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여성들은 

시술비 지원에 따른 의료이용의 편의와 함께 보조생식술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조

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특성과 진료비 발생내역을 분석

하고 선진국의 시술비 지원체계를 파악한 후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불보상제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1년 1년 동안 제공된 인공수정 시술비 총 지원

건은 31,684건이며, 한 여성이 3회 까지 지원가능하므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여성수는 

총 19,450명이었다. 이들의 난임원인은 원인불명이 7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9.7%, 남성요인 9.2%, 자궁내막증 3.1%, 남성요인과 기타요인 0.8%, 자궁내막증과 

기타 0.3%의 순이었다. 난임원인 중 원인불명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율(4∼22%)보다 

연구보고서 

12-47-8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Reimbursement System of Intrauterine Insemination 
Treatment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in Korea

연구책임자│황나미

공동연구자│신현웅 장인순 박재성 김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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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 만혼으로 인한 생식능력 감소로 간주할 수 있으나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약 70%가 원인불명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수정 시술 후 임

신성공률은 지원 총 31,684건 중 11.3%(임신낭수 기준)이었다.

서울시 1개 구지역 난임여성의 인공수정 시술비 영수증 자료에 근거하여 진료내역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고액이 발생된 진료항목은 처치시술료로 평균 185,100원

이었으며, 총진료비의 37.0%를 차지하였다. 주사료는 평균 138,700원이었으며, 총

진료비의 27.7%를 차지하였다. 인공수정 시술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난임여성의 연령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난임원인과 

시술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원인이 자궁내막

증인 경우 총진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1. 인공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도입되기 이전의 난임여성의 인공수정 시술횟수가 평균 

2회로 파악되어 2회까지 현 제도권내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할 때, 보험급여 소요재원은 

293억원으로 산출된다. 이 때,  평균 24만원이라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시술비 총액의 10%일 경우 보험재정은 

약 516억원으로 산출되며, 본인부담비용은 평균 5만원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약제는 현 

책정된 보험약가를 적용하고,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수가로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현 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인공수정 시술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약제 및 주사, 진단 및 검사 비용에 대해 보험수가를 적용해 주고, 사분

위수 범위가 가장 적은 인공수정 시술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2. 난임 상담 및 비만·흡연 감소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난임은 의학적으로는 생식기 장애와 원인불명으로 대별되는데 여성의 비만과 배우자 

흡연이 임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보조생식술의 임신 성공률 또한 감소시키는 반면, 

시술과정이나 임신 중에 후유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보조생식술의 임신성공률을 

높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격 신청시에 비만 및 흡연여부를 조사하여, 고도 비만이나 배우자가 심각한 흡연

대상자일 경우, 시술 이전에 적절한 신체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등록시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상담과 함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주요용어 : 인공수정, 보조생식술, 난임 IUI, IVF, in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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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9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Policy Issues on Neonatal Intensive Care for Low Birth 
Weight Infants

연구책임자│최정수

공동연구자│배종우 장윤실 이난희 홍월란

Ⅰ. 연구배경의 배경 및 목적

출산연령의 상승, 불임치료의 확산과 같은 출산관련행태의 변화 속에서 저출생체중아 

등 고위험신생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출생 후 자가 순환이나 자가 

호흡을 통한 독자 생존에 실패하여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저출생체중아의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이들의 장애발생

위험 증가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저출생체중아 등 고위험신생아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첫째, 저출생체중아의 발생 및 사망 추이를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깨우고 둘째, 위험수준별 신생아진료체계의 운영을 통해 고위험신생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관련 기준이나 지침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았으며 셋째,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으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저출생체중아의 치료실태와 

함께 신생아집중치료자원의 공급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기서는 특히, 저출생체중아 

등 고위험신생아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응급적 대응과 위험수준에 따른 

적절한 치료제공을 저해하는 환경·제도적 여건에 주목하고 그 일환으로 의료자원의 

지역간 배분, 의료기관 간 역할분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관리에 있어서의 연계필요

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Ⅱ. 주요 연구결과

저출생체중아(출생체중 2,500g미만)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2000년 출생아 

100명당 3.8명에서 2010년 출생아 100명당 5명으로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저출생

체중아는 정상체중아의 10배 이상 높은 신생아사망률 하에서 전체 신생아사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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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체중아의 조기 사망이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과정에서부터 신속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고위험 산모와의 

치료 및 전원체계 연계를 통한 출생전후기 통합 관리, 신생아집중치료의 위험수준별 

등급화와 지역화를 통해 신생아사망률의 저하 등 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분만과 신생아진료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신생아

집중치료는 위험수준에 따른 등급화나 치료능력에 따른 의료기관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저출생체중아의 분만 중이나 출생 

직 후 그리고 신생아집중치료 중에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

으며, 출생의료기관이나 신생아집중치료기관의 소재지가 타 광역시·도인 경우도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분만이나 신생아집중치료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은 적정 소

요량 대비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경우, 저출생체중아 발생률은 낮은 수준에 있으나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저출생체중아 사망률은 높은 수준으로 신생아사망률에 있어서 일본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생체중아의 신생아사망은 출생 직후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의료자원의 공급 및 배분 상황 

하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저출생체중아의 사망위험비는 7개 광역시 거주아에 

비해 9개도 거주아에서 2배 이상 높았으며 최저출생체중아(1,500g 미만)의 사망위험

비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사당 병상수가 1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1병상 이하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선진국의 고위험신생아를 위한 진료체계와 우리나라의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저출생체중아 등 고위험신생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신생아집중치료에 필요한 시설 및 

병상의 적정 공급 및 배분 방안 마련, 둘째, 저출생체중아 등 고위험신생아의 치료요구 

특성에 맞추어 고위험신생아의 위험수준 구분과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단위 

신생아집중치료체계 구축, 셋째, 고위험임산부와 고위험신생아의 연계관리를 위한 

출생전후기 통합진료체계 운영을 들 수 있다.

  주요용어 : 저출생체중아, 신생아사망, 신생아집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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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0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A Study on Constrai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econd Birth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연구책임자│정은희

공동연구자│최슬기 김미선 박은경 정은영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2011년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저출산 정

책은 셋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셋째

자녀 출산은 둘째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달하지 못하는 출산수준이다. 

따라서 둘째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나아가 둘째자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차, 2차, 

3차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한 양적연구와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병행

하고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만족도,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 남편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시모 및 친모의 생존, 

첫째자녀 교육비 지출 수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둘째자녀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연령과 첫째자녀 교육비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둘째자녀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 결혼만족도 

및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남편이 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시모 또는 친모가 생존한 경우 둘째자녀 

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한 요인은 둘째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가사분담 만족도 및 친모와 시모의 생존여부가 둘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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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출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자녀에 대한 계획이 출산으로 이어지기에는 시모와 친모의 생존여부보다는 실제로 

이들이 자녀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접근성은 어떠한지 갈등은 없는지와 같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이며, 실제출산은 첫째자녀 교육비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취업상태인지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연구 결과에서는 한자녀 가정의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제약하는 요인 및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 과정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둘째자녀 출산

계획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① 육체적·정신적인 

어려움, ② 대리양육자와 관련된 어려움, ③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첫째자녀를 출산한 이후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 

일련의 과정은 ① 양육으로 인해 힘든 시기, ② 양육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주변의 두자녀 가족을 보면서 첫째자녀의 형제 또는 자매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시기, 

③ 둘째자녀 계획을 연기/회피 하거나 포기하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첫째, 여성의 연령이 양적연구과 질적연구에서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첫째자녀 출산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첫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둘째자녀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둘째자녀 계획과 출산에 미칠 가능성이 크다. 

출산지원정책을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한 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하여 한 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넷째, 가족지원체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 친인척 양육자를 이용할 경우에도 양육지원금을 제공하여 사적인 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둘째자녀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시기가 있다. 따라서 둘째자녀 계획에 대한 

욕구를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스웨덴의 스피드프리미엄과 같이 둘째

자녀 출산유도를 위해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둘째자녀, 후속출산, 둘째자녀 출산계획 포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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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11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Changing Inheritance Behaviors Du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nd Policy Recommendations

연구책임자│김현식

공동연구자│황선재 김윤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배경 하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의 유산상속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유산상속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개인의 경제적 환경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아래 본 보고서는 저

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행위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저출산·고령화를 원인변수로 보았을 경우 이들의 

영향을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 다양한 유산상속행위 중에서 

유산상속여부 및 향후 유산상속시기, 그리고 선호하는 유산상속형태를 결과변수로 설정

한다. 3)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사회과학적 이론을 발전

시키고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론을 검증해 본다. 4) 이러한 결과에 바탕하여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제시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우선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참조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유산상속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간합계출산율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수준의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후보장체계 내

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유산상속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다. 

자녀수의 하락으로 대변되는 개인수준의 저출산은 부모·자녀 간 관계의 강화를 통해 

유산상속동기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적 수준의 고령화는 

향후 살아가야할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산상속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의 증가로 파악하는 개인적 수준의 고령화는 건강의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산상속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다. 

2012년 실시한 유산상속 국민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들이나 딸이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본인이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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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는데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이른 시기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대수명이 증가할 경우 효도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조건적인 유산상속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호교환을 선호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이 젊을수록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늘어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사회 환원을 선호하는 이들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횡단 자료를 합쳐 분석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산상속여부와 관련하여 

자녀수가 한 명일 경우에 비해 두 명 이상일 경우 이미 유산을 상속했을 확률이 높았으며 아들 

수가 한 명 이상일 경우와 동거 아들이 한 명 이상일 경우 이미 유산을 상속했을 확률이 높았다. 

이에 더하여 다른 모든 저출산·고령화 관련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향후 

유산상속시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고, 아들 수가 많고, 동거아들 수가 

많을수록 유산상속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확률이 낮았다. 그 외의 저출산·고령화 

변수는 모형마다 추정치가 달라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장자중심상속과 균등분배의 경향으로 구분한 유산상속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장자에게 유산상속을 할 확률이 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낮아

지지만, 자녀수가 3명 혹은 4명 이상인 노인들은 자녀가 1명인 노인들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 명의 딸과 동거하는 경우 균등상속 

확률이 높았으나 동거하는 딸이 두 명이상일 경우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선 결과

들과 유사하게 여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산상속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바 

유산상속이 미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산상속 문제를 매개로 한 자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재산권을 가진 노인이 죽은 다음 

배우자와 자녀사이, 그리고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들이 또한 소수의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은 이러한 불평등확산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증대하여 유산상속동기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저출산·고령화, 유산상속시기, 장자상속, 균등상속, 반사실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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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연령구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의 확충, 그리고 부양 및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혼 및 만혼화로 표현되는 바 가족형성의 

어려움도 반영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총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성장잠

재력을 손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상

수명의 증대에 따라 노령 생존시간이 증대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노인층에 대한 부양

의무의 전례없는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고령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지만, 미래의 문제만이 아님을 현재 노인의 높은 자살률이 보여주는 바

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연령구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령구성 및 

인구규모에 대한 장래 추계를 보다 정치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별 연령구성 및 인구규모의 변화 및 그것을 야기한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가 지역별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러한 전개를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하기 위한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 연령구성이 

수렴 또는 발산되는가를 연령구성의 지표로 가장 광범하게 사용되는 노년부양비와 

고령화지수를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도별로 만들고, 노년부양비와 고령화지수 불균등도의 

연구보고서 

12-47-12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Regional Population Distribution and its Policy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Low Fertility and Aging

연구책임자│이헌창*

공동연구자│승정헌 박이택 김형종 이경록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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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불균등도 지수로 주로 쓰이는 지니계수, 타일계수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는데, 

두 지수는 모두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시도별 노년부양비의 불균등도를 보면, 2003년을 

획기로 발산에서 수렴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년부양비나 고령화지수의 지역간 불균등도가 발산에서 수렴으로 추세 전환하고 

있으며, 추세 전환의 시점은 시도별이 시군구별, 읍면동별보다 더 앞선다는 이상의 관찰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균등도를 다양한 차원으로 분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에서는 하위 그룹별 분해와 변동 요인별 분해를 실시하였다. 하위 그룹별 분해는 타일

지수를 이용하여 시군구에 대해 행했는데, 시군구를 시부와 군부, 광역시부와 비광역

시부, 수도권부와 비수도권부 등 하위 그룹을 나누어, 그룹내 불균등도와 그룹간 불균

등도를 고찰하였다. 광역시와 비광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보다는 시부와 군

부간의 격차가 더 컸으며,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불균등도의 감소에는 시부와 군부간의 

격차의 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시도별 불균등도와 시군구별 불균등도에 대해서는 변동요인별 분해를 행하였는데, 

변동요인별 분해는 불균등도의 변화를 자연적 변동(출생 및 사망)에 의한 부분과 사회적 

변동(인구이동)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여, 각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 시도별 불균등도와 시군구별 불균등도에 있어 발산에서 수렴

으로라는 추세 전환의 시점에 차이가 있었는가를 밝혔다. 사회적 변동은 인구이동이 

연령별 분류로서의 성격을 어느 만큼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연적 

변동은 출생률과 연령별 사망률에 따라 결정되는 안정인구 구성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생률과 연령별 사망률의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거나, 현재의 연령구성을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교정하는 방향으로 지역적 차이가 나는 경우, 각 지역의 연령구성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시도별 노년부양비의 불균등도의 경우, 추세 전환은 

자연적 변동에 의한 불균등도 감소 효과가 강화하고, 사회적 변동에 의한 불균등도 증가 

효과가 약화 또는 감소로 전환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시도별 불균등도의 경우, 사회적 

변동보다는 자연적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반해, 시군구별 불균등도의 경우, 

자연적 변동보다 사회적 변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추세 전환의 양상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시도별과 같이 광역적 범위로 볼 때 인구이동은 지역내 이동이 

서로 상쇄되어 연령별 분류체계로서의 영향이 크지 않게 되지만, 시군구나 읍면동과 

같은 보다 작은 지역을 범위로 할 때에는 인구이동의 연령별 분류체계로서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변동요인별 분해는 연령구성이라는 저량(stock) 변수가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유량(flow) 변수의 누적에 의해 결정되는 정의식(definitional identity)에 따른 것으로써, 

유량변수가 저량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대적 인과성을 고찰한 것이다. 이로부터는 

어떠한 유량적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후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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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구성의 수렴이나 발산을 야기하는 동태적 구조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는 없다. 만약, 

저량(skock)이 유량(flow)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저량과 유량간의 쌍방적 

인과성에 의해 발산이나 수렴과 같은 동태적 경로가 출현할 수 있다. 노년부양비라는 

저량변수가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유량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1년 시군구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노년부양비와 합계출산율간의 쌍방향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년부양비와 

사망률, 노년부양비와 인구이동률 간에는 쌍방향적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은 동시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동태적 인과관계를 고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에서는 각 지역의 평균효과를 시군구 더미변수를 넣어 통제하

였지만, 변동요인별 분해에서는 이와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이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결론은 저량변수가 유량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렴이나 발산과 같은 동태적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확인된 동태적 구조에는 

수렴을 야기하는 동태적 구조도 있는가 하면, 발산을 야기하는 동태적 구조도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만의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다른 추가적인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도 강건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동태적 구조의 아래에 어떤 경로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시도 수준뿐만 

아니라 시군구 읍면동 수준에서도 노년부양비와 고령화지수로 본 연령구성이 지역 간에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역간 연령별 분리가 

아니라 각 지역에 여러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감을 의미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연령구성의 동질화는 각 지역에 있어 출산이나 사망, 인구이동의 

양태가 비슷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연령구성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것들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는 노년부양비나 고령화지수가 높은 곳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역간 연령구성의 수렴은 각 지역에서 연령별 구성을 

복원하는 다양한 경향들이 어우러져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이것을 북돋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준에서 각각 어떤 복원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러한 복원력을 활용하는 지역별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지역간 

연령구성의 발산이나 수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평가하면서, 보다 나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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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연령구성이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집 아래 살게 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간 연령구성의 불균등도의 감소와 가구당 인구수의 감소는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경제학에서는 가족의 지리학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의 가족의 

개념은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은 살림을 꾸리는 사람들을 의미하였지만, 이제, 가족은 

긴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혈연적 연망 또는 유사혈연적 연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적 유대를 

지속하거나 가족적 돌봄을 제공하는데, 반드시 동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 때에는 이와 같은 교류를 유지하기 어려움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원들이 

어느 범위에서 사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족의 지리학이라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지역간 연령별 분리가 아니라 여러 연령대가 공거하는 구조로 변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가족원들이 근거리에 분거하면서 가족적 

유대를 형성하여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연령별 구성의 동질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틀을 개발하여, 

새로운 가족적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갈 필요가 있으며, 지역 인구정책

에는 이러한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적 유대를 향유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거리 속에 노년인구들의 주거 및 생활공간과 젊은 세대들의 주거 및 생활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거하지만 가족적 유대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적 공간 구조의 창출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연령특수적 사회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적정한 공급수준과 배치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저출산·고령화, 지역별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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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구 현상 중 인구이동에 주목하여 남북한 통합 및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의 인구이동의 흐름을 예측해보고, 그로 파생될 수 있는 사회문제들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인구이동 및 도시발전의 역사와 근황을 파악하고자 북한 인구이동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발전과 북한 당국의 도시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북한의 1993년과 2008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남북한 통일 시 발생될 수 있는 인구이동 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이동 현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들을 분석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남북한 통합 및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이동의 경향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북한의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위기 및 경제난으로 대표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사회에서 배급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시장 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계기가 되

었다. 북한 내 시장의 발생은 앞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외부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은 앞으로 인구이동의 발전에 

중요한 경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정책적으로 도시의 발전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는데, 이는 후발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지역자립체제라는 독특한 발전전략을 

견지하여왔다. 지역자립체제는 군단위 지역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분배한 

군사적 목적이 반영된 체제인데, 이러한 정책은 북한 산업의 지역적 분업체제 구성을 

연구보고서 

12-47-13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A Projection of Migration Flows after South-North Korea Integration 

and Policy Measures

연구책임자│이상림

공동연구자│조영태 김지연 신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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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또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원칙의 도시발전은 지역 간의 

경제수준의 격차를 높였으며, 전 국민의 40% 정도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도시의 확대나 선도도시의 건설을 지양하면서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발전과는 상충되는 정책이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와 이후 경제회복 시기 간에 인구이동 성향에 있어 큰 

변화가 발견되었다.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대한 생잔율 분석 결과 1993년과 2008년 

사이에 농촌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제의 위기에서 

농촌을 완충제로 이용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식량

부족과 배급체제의 붕괴 속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전략을 찾게 한 정책과 

맞물려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 최근의 5년 간 거주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도시로의 순인구이동이 양의 값을 보이면서, 경제복원기에 접어들면서 

인구이동의 방향이 농촌에서 도시로 다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과 인근 

지역으로의 유입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으로 인구의 집중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통일 초기에는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독지역 인구유출 추이는 점차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는 서독 지역에서도 산업화 정도가 높은 지역으로의 

유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들의 특성으로는 젊은 연령, 여성, 고급인력, 서독 

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규모 

인구이동은 인구학적 변화들을 초래하였는데, 동독지역에서는 고령화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출산율과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이동이 안정화되고, 

동서간의 사회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다시 회복되어 최근에

서는 서독지역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통일독일에서는 서독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동독지역의 고임정책과 복지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전자는 

동독지역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실업률 증가의 부작용을 낳은 반면 후자의 정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남북한 통합이나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급작스러운 대규모 이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우선 남한으로의 대규모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동의 관리 조치와 함께 수도권 북부나 북한 남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북한 

주민 노동력을 출퇴근 형태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남한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력을 북한 주민으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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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 지역의 안정적 산업화가 실현되어져야 하며, 북한 주민의 

남한 유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복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안정적 체제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 지역의 안정적 재도시화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지역자립체제로 인한 왜곡된 도시 발전과 지나치게 

높은 농촌 인구비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도도시 건설과 지역적 산업분업 체제의 

건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정적 재도시화를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선도도시들의 건설이 추진

되어져야 할 것이며, 북한 지역의 산업구도 재편이라는 발전계획의 프레임 속에서 도시

산업 발전이 도모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건설 중인 특구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농촌지역에서도 안정적 인구 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북한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및 물품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급속한 식량지원으로 

북한 농촌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 토지 사유화 과정에서 장기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촌인구 유지 방안도 강구

되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합이나 북한의 체제전환에서 추진되어져야 할 모든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북한의 

인구이동을 관리하려는 정책 역시 그 최종 지향점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며,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이주통제 나 이주유도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재도시화가 추진되어져야 한다.

  주요용어 : 남북한 통합, 인구이동, 재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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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08년(1차조사)과 2011년(2차조사)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변화 양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과 2011년 모두 

조사에 응답한 2008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10,00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난 3년

간의 주거형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기능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이해하려 하였다. 또한 2008년 조사대상자 중 2011년 기간까지 사망여부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망예측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거주형태의 변화

거주형태 변화에 대한 분석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거

형태가 기혼자녀 동거, 미혼자녀 동거, 부부가구, 독거가구, 기타 가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둘째, 노년기의 주거는 그리 유동적이지 않다. 셋째, 노인의 필요에 의한 동거는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거주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주형태보다는 거주형태의 구성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넷째, 

자녀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노인의 건강상태가 심각히 나빠지거나 배우자를 상실하는 등 

자녀가 노부모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녀와의 동거가 강화

되는 경향이 있다.

2. 사회참여 행태의 변화

사회참여 행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

참여 행태 변화 유형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크다. 경제활동참여율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변화한 비율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높다. 

둘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의 관계 또한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도시지역에서는 

연구보고서 

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Analysis of th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연구책임자│정경희

공동연구자│이윤경 박보미 이소정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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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이 상호 대체적인 관계를 갖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 양상의 변화에 사회관계망 크기가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능상태의 변화 

신체기능, 인지기능, 정서기능이라는 다각적인 기능상태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정서기능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둘째, 양호한 영양상태가 신체기능 뿐 아니라 인지, 정서기능 악화 예방, 그리고 

기능 호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셋째, 직접적인 건강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노년기의 기능악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4. 사망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망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 첫째, 연령 및 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관계망 규모의 영향력이 

크다. 즉, 노인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가 많으면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주관적 건강인식, 신체기능과 같은 주관적 및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사망위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흡연, 체질량지수,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행위가 사망위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경험적 분석 결과가 노인복지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와 동거 여부보다는 

실제 자녀가 노인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즉, 비동거 가족의 작동을 활성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비상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과 지역사회유대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신체적 

노화가 심화되는 후기노인에게  비상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신체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지역사회 거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강화해가야 할 것

이다. 셋째, 노인들의 사회관계망은 노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관계망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의 활성화와 기능상태 유지를 가져와 활기찬 노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시노인과 농어촌 노인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운동, 영양, 

금연 등은 기능상태의 저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망확률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변화 양상, 노인의 기능상태 변화, 노년기 사망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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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M시 종적연구(Ⅱ)-

Aspects of Healthy Aging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Era of 
Centenarians : Based on the Longitudinal Study of M City(Ⅱ)

연구책임자│오영희

공동연구자│선우 덕 이성국 양찬미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한 노화는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높은 수준

으로 유지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인 등이 주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장애가 발생된 노인보

다는 건강한 노인, 또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허약한 상태에 진입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사업은 그 효과성이 낮기 

때문에, 허약 이전 단계에 놓여 있는 노인(the pre-frail elderly, 일명 ‘(가칭)허약의심

노인’으로 지칭)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수준을 분류하고,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가칭)

허약의심노인을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건강노화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건강노화의 개념을 보면, WHO에서는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와 연관지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활기찬 노후’가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QOL)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 참여 및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EC에서 

건강노화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정의한 개념을 보면, 고령자로 하여금 자립적이고 

양호한 삶의 질을 누리고, 차별없이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적, 사회적 및 정신적 건강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가칭)허약의심노인(the pre-frail elderly)의 조작적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상생활동작(ADL, IADL) 기능에는 전혀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상·하지의 신체적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를 적용하여 건강노인과 (가칭)허약의

심노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특정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두 집단 비교분석을 통해서 

허약의심노인 집단에 포함될 위험인자(risk factor)를 선별하고,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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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예측지표로 결정하고자 하였다. 총 예측지표 중에서 

일정개수 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가칭)허약의심노인으로 지칭하고자 

하였다.

(가칭)허약의심노인 예측지표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조사 자료분석에서 신체적 

기능상태영역에서 건강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된 예측 변수는 만성

질환 수, 우울증상, 악력, 한쪽다리 들고서기, EQ-5D, 시력, 청력, 씹기 능력, 낙상 

두려움 등 9개이고, 건강실천행위에서는 운동실천, 2km걷기, 수면시간, 숙면의 어려움, 

수면의 충분정도, 영양상태(MNA) 등 6개이며, 사회적 관계에서는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일주일간 외출 유무, 친척·친구·이웃 전화연락, 단체·모임 가입 유무 등 4개 변수

이다. 19개의 (가칭)허약의심노인 예측 지표 중 8개 이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허약의심

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신체기능 제한상태에 대한 6개 문항으로 

신체적 건강수준을 분류한 결과, 건강노인 40.4%, (가칭)허약의심노인 33.3%, (가칭)허

약노인 12.3%, 장애노인 14.0%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건강노인의 비율을 비교하면 

남자(59.2%)가 여자(26.2%)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 건강노인의 비율은 65~69세는 

58.5%, 70~74세 44.3%, 75~79세 29.8% 등으로 연령계층별 약 15%p 차이를 보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시사점은 첫째, 지역사회에서 (가칭)허약의심노인 

예측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칭)허약의심노인 계층을 지역

사회에 방치하면 신체적 기능상태가 나빠져 건강한 노화를 예측할 수 없는 허약 예비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가칭)허약의심노인의 기능저하를 선별할 수 있는 일차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각 지자체의 보건기관에서 (가칭)허약의심노인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칭)허약의심노인에 특화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건강

수준의 저하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칭)허약의심노인에게 특화된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관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가문화활동, 평생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등도 노인의 건강 유지 차원에서 

중요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도 건강한 노화에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유지가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접촉 유도형의 서비스모형 개발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건강수준별 건강노화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생활 기능상태의 검진 등으로 건강수준에 

알맞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건강노화, 건강수준, 허약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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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6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

Evaluation and Policy Issues in Long-term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 Centered on Home Care Services

연구책임자│선우 덕

공동연구자│정순둘 양찬미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재가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전달체계의 내용을 각 부문별로 평가하여 

현행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언

하는데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 및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효과성의 문제),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낭비되지 않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효율성의 문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도 연구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 활용된 연구방법과 내용은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외 문헌고찰 및 전문가 토의를 통해서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를 정리하였다. 둘째,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실태파악 및 평가를 위해 재가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중심

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

요양욕구를 해결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검토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결과와 선진국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으로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과정의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서비스전달은 크게 나누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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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체계는 정부(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평가와 제도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부과징수, 장기요양필요상태의 인정조사, 등급결정,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및 이용지원에서부터 급여지불을 위한 심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전달체계상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보험자 

역할의 포괄성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의 평가결정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질 

평가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외에 장기요양인정조사자의 

객관성, 인정조사항목의 부족성, 요양인정등급의 협소성, 의사소견서의 미흡성, 장기

요양서비스이용계획에 대한 지원의 부족성, 장기요양서비스기관평가의 객관성,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관리의 부족성 등이 행정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행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 및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영역으로, 자의적

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즉, 이용자와의 서비스계획이 표준

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급기관위주의 서비스이용이 계획되고 제공됨으로써 

서비스제공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를 통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집행상의 문제점은 

이용자의 욕구와 기능상태에 부합하는 계획성있는 서비스가 수립, 제공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장기요양이용계획에 대한 수립 및 지원은 독일과 

같은 보험자의 역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별도의 케어플랜작성기관을 통한 

수립 및 지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구된다.

2.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전달관련 조사결과

조사결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관이나 이용자(가족포함)가 판단하는 서비스전달

체계의 각 부문별에 대해 행정체계에서는 평균적으로 보통의 수준, 집행체계에서는 대

체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체계내에서, 또는 집행체계내에서의 평

가수준의 차이는, 먼저 행정체계내에서는 장기요양등급결정과정, 즉 인정조사원의 

전문성 및 적합성, 인정조사항목수의 적절성과 항목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등급판정결

과의 적절성, 결정기간의 적절성 등이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집행체계내에

서는 요양보호사교육의 전문성, 제공서비스의 전문성 및 제공량의 적절성, 이용자주거

환경의 적합성 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공급기관의 평가부문에서 급여유형별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일상생활기능의 개선성과

측면과 서비스 이용과정상의 평가에서 주야간보호기관들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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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기관들이 1대1의 대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주야간보호는 집단서비스이면서 시설에 준하는 운영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운영형태별로는 대체적으로 단독형의 

재가서비스 공급기관들이 복합형의 기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각 부분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은 복합형 재가서비스기관이 현재로써는 

서비스범위의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찾아볼 수 있다. 

기관운영주체별로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단체에서 등급결정부문에 대해서 양호한 

평가를 한 반면에, 서비스이용과정상에서의 일부내용에서는 개인사업자 등 기타법인

에서 오히려 더 양호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서비스공급기관의 소재지역별 평가에

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서비스이용과정부분에 대해서는 동지역(도시지역)

소재의 공급기관들에게서 평가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무래도 읍·면지역(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보인다. 

이용자측의 평가부문에서 요양등급별로는 뚜렷하게 등급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경제상태별로는 경제상태가 양호한 고소득층이나 서비스 이용상 비용

부담이 없는 저소득층에게서 각 서비스전달부문에 대한 평가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는 공급기관과 마찬가지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비해서 등급결정이나 서비스이용과정상의 평가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주요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인정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이 요구된다. 공급기관이나 이용자 

모두가 요양인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장기요양인정체계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필요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인정도구에 

대한 재개발을 비롯하여 요양인정평가기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질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의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시설의 관리가 

동원되어야 하고, 평가결과가 미진한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집행부문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케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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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가 요구된다. 양질의 전문성을 지닌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

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중간관리자급 배치와 교육양성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본 조사에서 복합형보다는 단독형의 재가서비스공급자에서 보다 더 나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복합운영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시설간의 연계가 강화된 모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기 위

해서는 향후 인구사회학적 환경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치매질환

자가 급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만의 가구가 급증이 예측되며,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는 전혀 새로운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가서비스의 

확충과 질적 서비스제고 등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요양등급, 등급판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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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Development of Selection Criteria for Long-term Care Recipients

연구책임자│이윤경

공동연구자│김세진 남현주 김홍수 서동민

연구보고서 

12-47-17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방법으로 노인의 요양필요도 측정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필요도는 노인의 기능상태와 요양필요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통해 요양필요도를 측정하는 요양인정점수체계를 갖고 있으며, 요양

필요시간이 요양필요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 요양인정체계는 관찰된 시간으로 측정되는 요양필요도 측정방식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저하자, 치매질환자의 요양필요도가 적절하게 측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요양인정점수와 기능상태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복잡한 선정방식으로 

인해 국민들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필요도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측정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본, 독일, 미국 MI Choice의 대상자 

선정도구의 적용을 통해 한국의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도구의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요양필요도를 기준

으로 한 LOC 모형(Level of Care)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장기요양필요도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필요도’를 

대상자의 기능상태 저하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정도 또는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장기요양필요도의 측정은 보편적으로 기능상태조사, 가족 및 사회적 지원조사, 소득

수준 조사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능상태를 활용한 요양필요도 측정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룩셈부르크, 호주,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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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이는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중심으로 측정하며 국가별로 인지기능, 문제행동, 의사소통능력 등을 함께 측정하기도 

한다. 기능상태를 요양필요도로 측정하는 경우 ‘요양서비스량’, ‘요양서비스 필요시간’

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족 및 사회적 지원을 고려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호주 

등으로 주로 기능상태와 가족자원을 함께 측정하며,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헝가리, 아일랜드,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 등이다.

이처럼 장기요양필요도는 국가별, 정책별로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독일, 일본, 미국 MI Choice의 장기요양필요도 측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독일은 현재 신체청결, 영양, 이동, 가사관리 네가지 영역에 대한 ‘수발기준값’

으로 장기요양필요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체기능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독일은 2008년 새로운 요양필요도 측정방식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요양필요도 측정방식은 이동성,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행동방식과 정신적 

문제상황, 자기돌봄, 질병 및 치료관련 요구사항들과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일상

생활의 영위와 사회적 접촉, 집밖에서의 활동, 가사운영의 8가지 모듈에 대하여 ‘자립성’

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능상태와 관찰된 시간에 따른 요양인정시간으로 

수형분석을 활용하여 등급을 책정하는 등급판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

나라와 같이 치매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간호처치영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별

처치로 구분하여 별도의 시간으로 책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MI Choice는 Level of Care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문항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각 케어요구수준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장기요양필요도 측정방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양필요도 측정방식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기능상태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이들이 갖게 되는 요양필요도의 

정도인 요양등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체기능 악화에 따른 인정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인지기능과 인정점수와의 관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즉, 현재의 등급판정도구의 알고리즘은 신체기능의 상태는 매우 잘 

반영하고 있으나, 인지기능의 상태는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필요도 측정방식의 타당도를 외국과 비교하여 기준타당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순으로 장기요양대상자의 범위가 적게 

나타났다. 또한 각국의 도구들 간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일본, 독일은 상관

관계가 .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기능 악화에 따른 요양필요도의 수준은 

한국, 일본, 독일 모두 정(+)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행동여부와 간호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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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 모두 인지기능이 

악화될수록 요양필요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영향력은 신체기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기존 도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케어수준(Level 

of Care)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한 새로운 요양필요도 측정방식을 개발하였다. 이는 

미국의 MI Choice방식을 적용하여 보호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기능의 판별분석을 통해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독일의 기능평가항목을 독립변수로, 5개 

그룹의 LOC를 종속변수로 의사결정나무방식을 활용하여 도구를 개발하였다. LOC 

모형개발의 단계는 그림과 같이 모형개발 1단계는 개인활동, 일상생활, 이동능력, 간호

욕구에 따라 구분되며, 2단계는 개인활동, 문제행동, 사회활동, 간호욕구에 따라 구분

된다. 3단계는 개인활동, 사회활동에 따라 구분되며, 4단계는 가사활동, 이동성에 따라 

구분된다.

4. 방문요양 5. 가사지원

1. 전문요양시설 2. 일반요양시설 3. 방문간호요양 방문요양(가사포함)

모형개발 4단계

시설보호 재가보호

모형개발 2단계 모형개발 3단계

대상자

모형개발 1단계

〔LOC 모형의 개발단계〕

개발된 LOC 모형을 적용한 요양필요도에 따른 등급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요양시설

보호 9.4%, 일반요양시설 58.1%, 방문간호요양 3.8%, 방문요양 21.2%, 가사지원 

7.4%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의 도구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7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개발된 LOC 모형이 향후 장기요양필요도 판정을 위한 모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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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 도구에서 발생하는 ‘시간으로 요양필요도를 측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전문성의 차이가 있는 요양서비스를 동일한 양으로 측정하는 문제’, ‘계속적인 

도구의 개편에 따른 막대한 량의 타임스터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일부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전문가의 적절한 요양필요도에 대한 판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LOC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호형태를 판단한 

자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전문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국민이 

쉽게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적절한 케어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기준은 gold standard이며, 이는 LOC에 따라 등급별 서비스 필요수준이 제시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 노인장기요양, 요양필요도, LOC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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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Review and Appraisal of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in Korea

연구책임자│정경희

공동연구자│정은지 남현주 최혜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2년에 발표된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은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할 정책틀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IPAA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한 각종 정책의 개선 방향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국제회의(IFA 11차 회의, UN-

ESCAP 2차 MIPAA 이행점검 회의) 참석, 전문가 회의(총8회) 및 전문가 조사(조사완료 

90명)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MIPA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권고행동이 반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권고행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PAA에서 제시된 35개의 권고행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비상사태 이후 지역사회와 사회구조 재건에 

노인들의 기여 제고’, 노인과 HIV/AIDS라는 과제하의 3개 권고행동인 ‘감염노인과 

감염되거나 생존한 가족을 돌보는 노인 모두를 위한 에이즈 영향평가 향상’, ‘에이즈 

감염노인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보호기술 관련 훈련, 치료, 의학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제공’, ‘에이즈를 포함한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와 부모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개발하도록 노인들의 기여 증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형식적인 법적·정책적 기반은 거의 다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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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 있으며, 치매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과 관련된 

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2005~2009),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등과 

같은 특정 권고행동과 관련된 계획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의 지역별 

개최, 다양한 일자리 개발력, 지속적인 고용확대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MIPAA가 제시한 11개의 핵심주제에 대하여 5점 만점에 4.1점으로 

그 중요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다.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노년기의 빈곤해소 

및 노인을 위한 UN원칙 수립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노후 안정성 확보”로 4.7점이며 

중요한 것으로 선택한 전문가가 7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약 80%가 선택하였다. 다음은 

“예방적 보건의료와 재활관련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으로 4.6점이며 52명의 전문가가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중요성 점수를 보이는 것은 “성차별의 철폐를 통하여 노인의 성평등 달성”, 

“개도국의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잠재력 검증에 집중”으로 3.5점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 MIPAA의 기본방향1인 『노인과 발전』과 관련되어 제시된 14개의 

권고행동에 대하여 5점 만점에 2.3점으로 이행이 미흡한 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는 중요성에 대판 평가가 4.0점인 것에 비하여 이행실태 점수와의 차이가 매우 큰 것

이라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2.8점의 ‘모든 근로자가 연금, 장애보험, 

건강급여를 포함한 기본적인 사회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증진’으로, 25명의 

전문가가 이행이 잘된 권고행동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노년기의 소득과 

관련하여 각종 사회적 안전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가장 이행실태 점수가 낮은 권고행동은 ‘직업 지도 및 배치서비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훈련 및 재훈련에 있어서의 전 생애에 걸친 기회 균등’과 ‘노인

들의 빈곤감소’로 2.0점이었다. 이는 중요성을 4.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는 점과 

함께 고려해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과제인 것이다.

전문가 조사결과 MIPAA의 기본방향2인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과 관련되어 

제시된 13개의 권고행동의 이행도에 대한 평가는 2.6으로 중요성에 대판 평가가 4.1점인 

것에 비하여 이행실태 점수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권고행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3.4점의 ‘노인의 개발참여 및 일차보건서비스와 장기요양

치료서비스 강화’이다. 응답대상자의 75%인 45명의 전문가가 이행이 잘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중요성도 4.7점으로 13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권고행동은 HIV/AIDS와 관련된 것으로 ‘HIV/AIDS를 포함한 만성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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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와 부모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개발하도록 노인들의 기여 증진’, 

‘HIV/AIDS 감염노인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보호기술 관련 훈련, 치료, 

의학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제공’ ‘감염노인과 감염되거나 생존한 가족을 돌보는 노인 

모두를 위한 HIV/AIDS 영향평가 향상’으로 각각 1.8점과 1.9점, 2.0점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 MIPAA의 기본방향3인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와 

관련되어 제시된 8개의 권고행동에 대한 이행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4점이며 중요성에 

대판 평가가 4.4점으로 다른 것과 유사하게 이행실태 점수와의 차이가 매우 컸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연속적 보호서비스 및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2.8점이며, 항목의 중요성도 가장 높은 4.6점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노인, 특히 장애노인의 욕구를 고려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택과 환경 조성’의 경우 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명의 

전문가가 이행이 미흡한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노인의 권위, 지혜, 생산성, 

여타 중요한 공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중요성이 낮게 

파악되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정책적 과제

연구결과 도출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MIPAA 점검 기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MIPAA의 지속적인 점검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MIPAA의 기본 이념과 권고행동 중 반영

되지 않는 내용은 적극 반영해가며, MIPAA 관련 회의나 UN-ESCAP 이행전략 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고행동에 해당하는 정책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의 보강과 적용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차별의 철폐를 통한 

노인의 성평등 달성과 관련하여 정책적 관심이 매우 부족하며 전문가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며, 

세대간의 평등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는 취약노인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요구되며, 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개도국을 선도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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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3가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도출된 개별 정책과제의 가시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2. MIPAA의 수정보완시 고려사항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비추어 볼 때 MIPAA는 노인의 자아실현과 애정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빈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수치를 통한 빈곤상태의 확인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빈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건강개념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에 

더하여 영적 건강에 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죽음에 대한 권리문제 등도 영적 

건강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생활의 영위(Ageing in Place)를 위해 도시, 농어촌 지역, 

병원, 직장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MIPAA 

수정보완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회원국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가족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표명되어야 할 것이며, 

고령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을 감안해볼 때 

국가별 가족과 일의 양립, 가족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음도 인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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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19
복지용구산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Market Analysis of Assistive Products for Elders

연구책임자│김대중

공동연구자│손수석 이난희 조현민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수급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

하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가 시작되었다. 2012년 현재에는 17개품목, 699개 제품이 

급여대상 제품으로 고시되어, 2011년 복지용구의 총급여비는 688억원 수준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총급여비의 2.3%를 복지용구에 지출하고 있다.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비 

지출만 보면 규모가 크지 않지만, 복지용구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요는 향후 

인구고령화의 속도와 함께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복지용구 산업은 아직은 산업발전의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의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 

연구는 복지용구의 제도 및 운영현황을 국제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 복지용구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규모 추계,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조사 등 주로 

공급측면에서의 산업계 현황과 의견을 수렴한 후, 복지용구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에 비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선정되어 등록

되는 절차에서부터 제품의 가격결정과 유통판매까지 거의 전과정에 걸쳐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품을 개발하여 복지용구로 등록하여 판매하기 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복지용구 

시장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 높은 진입장벽은 저가의 고품질 복지용구를 개발할 잠재

적인 진입자의 진입을 저지하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복지용구의 제품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가격, 판매자의 희망가격, 그리고 시장조사 가격 중 최저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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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하에서 공급업체는 제품 신청단계부터 원가를 

부풀려서 이윤을 확보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이 인하될 경

우라도,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을 신규제품으로 급여신청하여 높은 급여를 받으

려는 행태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용구 공급업체 총 수는 144개 업체로 파악이 되며, 성인용보행기(39개 

업체), 미끄럼방지용품(31개), 이동변기(27개), 지팡이(26개), 전동침대(26개), 목욕의자(24개), 

자세변환용구(21개) 등의 순으로 업체가 분포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 구조하에 있다. 제품 

공급형태는 자사제조의 비중이 62%, 해외수입 23.6%, 국내타사 10.2%, 해외타사 4.2% 순

으로 국내비중이 72.2% 가량 차지하였다. 제품 판매처는 복지용구 사업소 55.9%, 유통업

체(도소매) 36%, 수출 4.3%, 노인복지시설 2.87%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가중치를 

이용하여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복지용구 시장규모는 약 95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 제조 생산규모는 836억원, 수입 규모는 114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업체 대상 의견조사 결과, 복지용구 산업 활성화 제약요인으로 ①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제도 운영 및 정비 미흡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② 정부의 산업 활성화 노력, 

추진체계 및 사회적 인식 미흡, ③ 법제도 및 표준화 관련 미흡, ④ 수요기반 미흡, 

⑤ 산업경쟁력 부족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급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① 적정 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구

입가격 및 대여가격)가 가장 만족도가 낮았고, 이어서 ② 비용대비 편익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③ 사후관리방식, ④ 구입/대여 급여제공 방식, ⑤ 급여비용 한도액, 

⑥ 품목별 내구 연한 등 급여제공 범위, ⑦ 급여제품 선정방식 등의 순이었다.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으로는 ① 제품 홍보 지원 및 제품체험 기회

제공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였고, 이어서 ② 급여품목 확대, ③ 복지용구 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수급자 연간 한도 금액 확대, 4)주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허가 

정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 생산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표준을 제정 보급하여 제품품질의 향상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② 복지용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대, ③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유통경로의 확보, ④ 보험급여 가격에서의 우수제품 개발 인센티브제공, ⑤ 우수

제품 지정 표지제도 확대 및 인센티브개발 등의 순이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복지용구를 생산하는 기업이 질적 수준이 높은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급여제도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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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급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복지용구의 사전 

시장진입 장벽은 낮추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과 가격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

였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용구 R&D 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연구개발 

지원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용구 품목확대와 

복지용구 케어메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복지용구, 실태조사, 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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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0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 춘천시, 아산시, 보성군, 합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Contexts of Differential Fertility: 
Focusing on Four Regions-Chuncheon, Asan, Boseong, Hapcheon

연구책임자│박종서

공동연구자│윤여원 정준영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현상은 1983년 이후 본격화되어 2000년대 초반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연구는 개인 단위의 분석을 통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는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전혀 명복

변수로 다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출산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

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확대시행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반영하여 지역의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지역의 구조적 맥락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반영한 출산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

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구조적 맥락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인구학적 구조, 생활세계 구조,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 지역자원과 정책이 그것이다. 

4가지 영역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맥락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 및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귀납적 접근을 통한 지역 특성 일반화를 시도한 바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춘천시는 폐쇄적 도시구조에 정체된 인구와 산업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춘천시에서 출산율의 회복 가능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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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춘천시는 우선 고용 안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것

으로 판단된다. 

아산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써 여성의 고용률이 높고 일자리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성의 일자리가 단순노무 종사자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가임기 초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또한 일과 가족의 양립과 

양성이 평등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또한 집중할 분야로 판단된다. 

보성군은 폐쇄적 도시구조이지만 지역 내 산업개발과 관광의 발전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고 보수적 가족가치에 성역할에서 평등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다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자의 종사상지위분포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근로 형태에 적합한 보육체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합천군은 개방적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근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활발한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가치에서 보수적이고 성역할 인식도 성불평등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성평등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활동과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자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들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와 가족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지역의 출산율 격차가 각각의 서로 다른 

구조적 짜임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출산지원 정책이 일부 한 두 가지 정책으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산업과 노동시장, 생활세계와 인식의 

개선, 지역자원의 활용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정책의 

체계화를 통하여 지역의 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역사회 전체의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주요용어 : 차별출산력, 지역의 구조적 맥락,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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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1
100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A Study of Local-level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연구책임자│이윤경

공동연구자│정경희 오영희 남효정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평균수명과 고령화율,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의 증가로 인구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인구구조 변화가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개별적 대응과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현 시군구별 고령화율의 차이에서 

자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230개 시군구 중 9개 지역은 고령화율이 30%를 넘고, 

60개의 시군구지역은 고령화율이 20% 이상~30%미만이다. 즉, 전국 시군구의 26.0%가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지역에 해당된다. 

노인 삶에서 지역의 중요성은 지역에서의 노화(aging in place)의 개념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성이 노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지역에서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지역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나아가 지역별로 

현재 고령화에 대응하는 모습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Ⅱ. 주요 연구결과 

지역별 고령화 특성 가운데 특히 시도별 고령화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10년 

최소 6.8%에서 최대 20.1%, 2020년에는 11.7%에서 최대 24.6%로 전 지역의 고령화율의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0개 시군구 중 118개 지역이 고령화율이 

14% 미만 지역이며, 30% 이상 지역은 9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시군구의 고령화율과 

노인인구수간의 관계는 부적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 의성군과 경기도 용인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객관적 자료와 FGI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의성군의 총인구는 57천명, 노인인구는 약 18천명으로 

고령화율은 32.3%에 달하고, 용인시는 총인구 896천명 가운데 노인인구가 약 81천명

으로 9.1%의 고령화율을 보였다. 지역의 복지 자원으로 의성군은 인근 타 군 지역에 

비해 여가복지시설과 의료보건시설은 수적으로 우세하나 의성읍을 비롯한 1~2개 면에 



2012 Annual Report

296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이다. 용인시는 건강관련 복지시설의 규모는 의성

군에 비해 많이 구축되어있는 상황이지만 노인복지관과 같이 노인의 여가복지를 위한 

인프라는 노인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의성군은 지역 고령인구의 증가에 초점을 두어, 노인복지사업을 지역의 주요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높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용인시는 도농복합의 도시형 지역의 복지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평균수준으로 평가된다. 노인특성으로 의성군은 농업중심

문화와 오랜 시간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점으로 인해 동질적인 특성을 보였다. 반면 용

인시의 노인집단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수지구와 같이 신도시의 

경우 외지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을 구성하여 노인의 지역에 대한 애착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례지역의 주민인식조사(만20~64세) 결과를 비교해보면 고령화율이 높은 

의성군의 경우 용인시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향후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지금까지의 경향성에 대해 동조

하고 있었다. 

일반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 거주 노인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노인정책 우선순

위에서 용인시는 외로움(심심함)에 대한 응답이 의성군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노인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의성군은 일자리, 건강, 독거노인 보호 등이 나타난 반면, 용인시는 

일자리, 여가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사례지역 노인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거주특성으로 농촌지역의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았다(의성군 87.0%, 용인시 62.0%). 외부와의 접촉상태는 용인시의 경우 의성군에 

비해 공식적 모임의 자리가 많으며, 특히 노인의 출신지역의 다양성, 이주 특성으로 인해 

지역 내 활동 이외에도 외부에서의 활동이 많았다. 이에 반해 의성군노인의 생활은 

본인이 생활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교류는 

용인시에 비해 의성군이 이웃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였다. 

농촌에서의 경로당은 지역내 모임장소이자 지역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장소로써 

의성군의 경로당은 지역 노인간의 주요 연결망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도시 형태인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경로당은 이용시설, 복지시설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노인복지관 이용행태는 두 지역이 유사한 이용패턴을 보였다. 도시지역은 경로당 이용 

노인, 복지관 이용 노인, 그 이외의 기타 여가를 누리는 노인 등으로 유형화되고 계층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라도 경로당도 마을 

내에서 자연스럽게 가는 곳으로서 노인들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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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역별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모습을 지역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별 노인의 삶의 특성을 지역이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탐색해보고자 한 연구이다. 

지역사례연구에서 살펴보면, 지역별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모습에는 차이를 나타

내는데 이것이 단지 높은 고령화율에 의한 차이뿐 아니라 지역 지도자(지자체 장 등)가 

갖고 있는 대응 전략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또한 노인의 생활상에서는 고령화율에 따른 차이보다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생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사회의 개념이 아직 남아있어, 공공복지 이외에도 지역 주민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발휘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에 반해 향후 고령화율이 계속 

높아질 도시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개념이 부족하다. 주민들 그리고 노인들 간의 

동질성이 부족하고 계층화되는 모습을 보여 도시지역 노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외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주요용어 : 지역에서의 노화, 사례연구, 고령화대응, 백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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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 미국·영국 편
Analysis on Population Policies of OECD Countries

in the Context of Low Fertility : Case of U.S. and U.K.

연구책임자│이삼식

공동연구자│최효진 배다영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단기간에 급락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출산율 급락으로 그간 우리

보다 먼저 저출산현상을 경험하였던 OECD 국가들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곤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가이다. 

개별 국가마다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변천 과정 

역시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기존 전통문화 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문화나 사회시스템에 쉽게 접목

되지 못하여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 및 문화를 

연계하는 이른바 ‘종단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2011년에 스페인과 폴란드에 대한 

연구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영국을 선정하여 인구현상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분석하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본질적인 목표 및 개입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미국의 인구변동과 정책적 대응

미국의 인구정책은 인구규모 자체보다는 인구 자질과 분포, 그리고 미국사회 보호의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인구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인구는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과거에는 주로 사회적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자연적 증가의 기여가 크다. 인구구조는 인구

고령화가 더딘 속도로 진행되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국가와 달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모두 최근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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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인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출산율은 피임법 발명 이래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낮아졌으나, 최근에는 

거의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출산조절정책은 인구 억제 혹은 증가 목적이

라기보다 주로 인종 간 분포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백인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 백인인구가 줄어들면 흑인과 이민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인종자살’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출산을 억제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혼외출산율이 높은 수준인데 이에 따라 미혼모와 

그 아동의 복지의존도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TANF를 통해 미혼모가 직업을 준비하고, 

일하고, 결혼하도록 하여 복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하였다. 

미국의 자녀양육가정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근로

활동 유인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자녀세액공제(CTC), 자녀보육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으로는 산전후휴가로서 출산 혹은 입양 여성에게 12주간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일반 휴가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의 경우 끊임없는 촉진과 통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민자들은 적게는 40

만명, 많게는 180만명을 상회하여 매년 미국으로 유입하였다. 이민자는 기 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 노동자, 난민, 망명신청자,  비이민자로서 임시노동자와 외국학생 등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민자의 출신국가들은 남미, 중국, 필리핀, 인도, 한국 순으로 

여전히 남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이민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동의 선택성으로 인하여 이민자는 20대 후반~40대 전반이 주축을 

이루면서 인구구조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2. 영국의 인구변동과 정책적 대응

영국 인구는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구조적으로는 인구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동에 대해서는 출산과 이민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영향력은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1998년 전까지는 자연적 증가, 1998~2007년 

기간에는 사회적 증가, 그리고 최근에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가 동시에 인구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인구 증가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정지인구 도달을 위한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인구구조로 보았을 때에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인구대체수준에 근접한 

출산율로 인하여 유소년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영국의 출산율은 2001년 1.63으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는데,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1.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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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로의 상승은 비영국 출신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수준과 혼외출산 그리고 

1997년 이후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1990년대 중엽 이전만 하더라고 영국 

정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정에 두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였다. 그러나 

1997년 노동당 승리 이후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화되기 시작

하였다. 맞벌이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성별역할분업모델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계층이 증가하는 등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인구변동의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서 이민에 대한 정책은 국익을 위한 제한

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이민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영국 내

에서 이민자의 권리를 차별화하고 통제를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전문기술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비숙련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일부 직종에 한하여 부족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기 위하여 이민억제정책을 완화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인하여 영국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전형적인 이민국가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될 수 

있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첫째, 미국과 영국 모두 역사적으로 저출산현상을 경험하였으나 비교적 단기간 동안만 

낮은 출산수준(1.6~1.7)을 경험하였을 뿐 인구대체수준 이상 혹은 근접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인구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저출산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녀양육가정의 복

지수준을 높이고 사회현상 변화에 대응하여 자녀양육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영국은 물론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에서도 인구정책은 출산 의존적이며, 이민은 

노동력 부족 등 한정된 목적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학적으로는 인종의 바람직한 분포(백인의 시각에서)와 인구 자질의 관점에서, 

경제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 등을 위하여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민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게 

이민자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초저출산현상 장기화로 

극심한 고령화가 예상되자 일부에서는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 이민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단기적으로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대체 효과가 미미하며 인구구조 

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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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량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맞벌이

가족의 증가, 혼외출산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문화적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일

가정양립제도 등)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가정양립제도를 출산율 제고

라는 관점에서만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일-가정양립

제도는 인구학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실행될 경우 

더욱 효과적이고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혼외출산과 미혼모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정책적 관점이다. 영국은 혼외출산이 

국가의 출산수준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혼외’, ‘미혼모’라는 속성이나 지위로 인하여 자녀 양육이 곤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흑인여성 등의 혼외출산 및 미혼모는 높은 복지

의존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재발 방지와 더불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혼외출산, 미혼모, 동거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용어 : 인구변동, 인구정책,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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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

Ageing Policy in the Developed Countries: Centered on Active Ageing 
Policy in EU Countries

연구책임자│선우 덕

공동연구자│김세진 모선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선진국가들의 고령화정책을 각 사회보장제도별로 검토, 분석하기 보다는 사회

보장재정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정책으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방안을 

유도하여 사회보장 재정수입에 기여하고, 또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일부 EU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2012년도가 유럽국가들에 있어서는 2002년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에 

의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PA)이 채택된 이후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EU에서 그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험국가들의 고령화대책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고용부문에 대한 EU의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은퇴연령(정년)이나 실제의 은퇴연령과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서로 유사하다. 이는 

연금개시연령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시켰고, 그 유도적 장치로써 

연령차별금지법,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 은퇴연령이나 

공적연금 개시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잉여의 건강한 고령자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연금재정의 압박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은 필연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셋째, 노인의 빈곤율은 연금액수준에도 관련성이 

깊겠지만, 고용률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시직이든, 시간제이든 간에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의 빈곤율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 증진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의 범위가 기존의 여가 및 문화활동,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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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의 참여, 자원봉사활동 뿐 아니라 적극적 시민권, 사회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하며, 

사회참여를 세대간 결속과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환경, 참여에의 접근과 가능성 마련 등까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러한 세대간 이해와 협력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초고령 사회에서 심화될 세대간의 갈등과 긴장 

그리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준비과정이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데 기인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

된 프로젝트가 참여의 다양한 영역을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고 프로그램 내용에 노인뿐 

아니라 담당 실무자의 역량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노인의 사회참여 관련 프로젝트가 

교육과 자원봉사, 교육과 세대결속, 자원봉사와 여행과 교육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관련 프로젝트에서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무자 교육, 다른 기관 및 프로젝트와의 교류, 필요한 자료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이 제공되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지원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EC(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고, 기관간 연합뿐 아니라 국가간 연합 형식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프로그램 개발에 노인이 직접 함께하여 자신들의 욕구 및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젝트 운영전반이 체계적이며 합리적이다. 특히, 기존의 노인 사회참여 정책이 

주로 하향식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점차 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특징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건강노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노화부문에서의 중점적인 과제는 질병치료라기 보다는 질병예방, 또는 건강증진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의 질병은 대부분이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적인 생활습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EU의 유럽국가들의 

건강노화전략은 신체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금연 및 절주습관을 향상시키고, 비만을 억제

시키는 데 두어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는 전략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유지 및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이 유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기찬 노후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고용, 지역사회참여, 건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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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령자의 고용률은 공적연금의 개시연령, 법적 은퇴연령(정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그 파급효과로 노인 빈곤율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즉, 고령자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되면, 사회적 활동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재정이나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각종 통계적 검토에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고용상태의 유지는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태에도 기여

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노후의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활기찬 노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고용이라면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디. 지금 

당장에는 연령차별금지법의 입법강화가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유연한 정년연장의 

유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참여활동에서는 기존의 협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령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활동을 추진해 나가거나, 더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 및 교육 등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노인건강

축제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운동, 걷기, 근력운동 등과 

같은 신체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러한 신체활

동을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규모의 집단적으로나 동년배들과의 수행하는 것이 효

과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s)를 조성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활기찬 노후, 고용, 지역사회참여, 건강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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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4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A Study on People's Perception on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in Korea(Ⅱ)

연구책임자│오영희

공동연구자│김유경 오신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

이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의 제반 현상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영역별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고, 대내외적 정책 

환경의 급변으로 각 분야의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쟁점과 시급히 요구되는 현안 

관련 실태 및 국민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경험적 자료를 시의 적절히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2년에는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과 출산·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등 2가지에 대한 전국 전화조사를 통해 성공적 노후와 출산과 양육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제1차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조사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조사에서는 중장년층의 약 80%는 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고민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은 

신체적 측면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측면, 가족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교류 측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스스로 평가한 노후 준비를 위한 현재 수준은 가족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높은 반면, 사회적 교류 측면은 낮게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복지 욕구에 대한 문항 역시 신체적 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으로 요인별 중요성 인식도와 일치했다. 또한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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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가족의 

역할, 국가 역할의 중요성 순으로 나타나 국민 개인이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한 노후 계획·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제2차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직장환경에서 

출산·양육과 일의 병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58.7%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출산·양육과 일 병행이 어려운 직장문화와 분위기, 출산과 육아

휴직에 의한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인지도는 69.5%였으나, 기혼자 중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인지도가 있는 

응답자에 한해서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10.3%로 매우 낮았다. 

탄력근무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는 시차출퇴근제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근무시간선택제, 재량근무제, 집약근무제 순이었으나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25~49세 

연령층임에도 그 인지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선택제 이용의향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집약근무제 순

이었다. 이 중에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선택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재량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기타의 순이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후

성공적 노후는 노후생활에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준비를 하였는

가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이 차별화 될 수 있으므로 성공적 노후의 다차원적·통합적인 구성 

요인을 균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설계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 측면에서는 질병·장애가 없는 건강상태가 집중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요소로 

건강증진정책 등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성과 현재수준이 낮게 나타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이루는 부분에 대한 

환경조성 및 연령통합적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족적 요인에서는 부부 

건강이나 부부 화목에 대해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의 증진이나 갈등 

해소 등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요소 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 및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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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중상층에 대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나 은퇴 재무설계 지원 등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가 요구된다. 사회적 교류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요성 및 현재수준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적극적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 노후를 이루는데 있어 개인 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한 노후설계를 

구상하고, 정부는 노후생활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

조사결과에서 출산·양육 친화적 근로환경의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사회적·제도적 환경의 가족

친화적 접근은 여성의 고용 및 출산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함께 정부의 정책모색을 통해 제도 수용성이 

고취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및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 특히 

젊은 연령층, 미혼층,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 등은 향후 동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집단에 대한 적극적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적인 직장문화·분위기 개선, 육아

휴직급여의 현실화, 여성출산시기의 경력단절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탄력근무제도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

들이 소극적 수혜자에서 적극적 제도의 사용자로 변화할 수 있는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및 기업 문화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직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후, 출산·양육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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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Policy Implications of Changes in Family Structure
-Focused on the Increase of Single Person Households in Korea-

연구책임자│정경희

공동연구자│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핵가족의 형태로 변모하여 왔으며, 최근 핵가족화를 넘어 홀로 가구를 구성하여 거주

하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학술적·정책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존자료 분석

(센서스 및 한국복지패널)을 진행하였고, 기존자료 분석으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조사(일반인 2,000명 조사, 1인가구 거주자 4,000명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양적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이들의 생활세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3회의 집단면접(FGI) 

및 집중연구 대상자인 30대 미혼 13명, 40·50대 이혼 12명, 70대 이상 고령자 11명의 

총 35명에 대한 1대1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1인가구의 증가추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30년간 지역,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별 1인

가구의 증가추이를 인구단위와 가구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 중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현재에는 

그 비율이 11.1%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구단위로는 1980년의 5.1%에서 2010년 24.6%로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읍면부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2. 1인가구에 대한 태도 및 인식

한국성인의 대다수가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1인

가구 증가가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하는 사회적 이슈로 정립되어 있어 5점 만점에 4.38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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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여러 상황별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이하여,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은 2.99점,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한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2.72점이다. 노인독거의 경우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3.33점),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아(1.98점) 노인의 상황별로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단별로는 여성, 도시 지역 거주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대체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과 생활실태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에 비해 1인가구 거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월세와 단독주택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질병률 및 우울도가 높다. 이들은 

1인가구의 좋은 점으로 자유로움을 들고 있다.

한편 연령군별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과 생활실태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대부분이 미혼으로 초혼연령 상승에 따른 의도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들은 (전문)대학 이상의 비율이 높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 혼자 생활하고 있어 주로 가사일 등 일상생활처리를 힘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생계비 마련 및 주택구입 등의 경제적인 준비가 주요 관심사이다. 이들은 결혼과 

관련하여 막연한 부담감, 비현실적인 기대와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다. 

40~50대의 경우 다수가 이혼한 사람이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과 노후준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며 경제상황이 안정적일수록 재혼에 대한 기대가 낮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반대로 안정적인 경제상황일수록 재혼에 대한 기대가 높다.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대다수가 저축할 여유가 없이 

생활하고 있어 미래 전망이 부정적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심리적 위축과 사회

활동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적 기반 마련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향후도 그러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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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인가구를 포괄하기 위한 무엇보다 먼저 제도적 및 문화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인가구라는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가족정책 개입대상

으로 포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인 측면

에서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가도록 한다. 셋째, 1인가구가 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 또한 필요하다. 특히 1인가구 거주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상의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이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가야 할 것이다. 

2. 1인가구 거주자를 위한 지원방안

1인가구는 공통의 욕구와 연령별로 특화된 욕구를 갖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주거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빈번한 거주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이 많은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다. 따라서 주거의 안정과 편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인가구 거주자는 모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1인

가구 거주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병률 및 우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1인가구 거주자가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어 정신적인 건강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함께 생활하지는 않아도 가족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감으로써 이들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정책과제는 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연령대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 1인가구, 비혼,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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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6출산력 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Establishing and Analyzing the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Fertility Survey

연구책임자│신창우 이삼식

공동연구자│이난희 최효진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4년 가족계획실태조사 이래 지난 40여 년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국출산력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출산력조사는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로서 출산,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이론화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통계청에서 특정 

연도에 발생하여 신고한 출생과 혼인의 동태건수를 이용하여 매년 혼인통계와 출생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동 자료는 당해 연도에 발생 및 신고 된 출생 및 혼인 규모와 신고

대상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어느 한 시점에서 인구 혹은 집단 전체적으로 혼인

이나 출산에 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달리 출산력 조사는 특정 시기에 인구 전체 혹은 특정인구 집단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수준 및 특성 즉 인구정태통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외에도 출산력 

조사 자료는 신고서에 포함될 수 없는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산기술 미흡, 비체계적 자료 보관, 조사연도 간 조사

항목 차이 등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그간 각 연도별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그간의 출산력조사들을 DB로 구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2011년에 구축한 출산력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본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서 결혼 

및 출산 형태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출산력 시계열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결혼행태의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와 함의이다.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초혼연령은 1976년 20.9세에서 2009년 25.8세로 지난 33년간 약 5세가 증가하였다. 

출생코호트별 초혼연령은 가임기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1945~1949년생 22.8세, 

1950~1954년생 23.0세, 1955~1959년생 23.8세, 1960~1964년생 25.0세 등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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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늦게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초혼연령은 1976~2009년 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2세, 중학교 졸업 1.0세, 

고등학교 졸업 1.9세, 대학교 졸업 이상 2.7세가 증가하여 고학력층과 함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도 만혼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 결혼행태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향후 결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결혼에 관한 인식 전환, 사회

구조 개선, 국가의 결혼지원 정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피임행태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와 함의이다. 기혼여성(15~49세)의 

피임실천율은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에서 낮고 연령 증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 피임실천

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고연령층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만혼화 및 만산화가 주된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난관수술, 먹는 피임약, 자궁내장치(IUD) 등 여성 피임법 이용 

비율이 줄어들고, 정관수술, 콘돔 등 남성 피임법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피임

실천 목적으로 ‘단산’ 비중이 높은 수준(90%대)으로 유지되고 있어 추가 출산 억제를 

위한 피임 실천이 보편화되고 있다. ‘단산’ 또는 ‘출산연기’를 위한 피임실천의 이유로는 

자녀양육비 부담, 부부중심 생활 향유, 직장 차별, 사회활동 지장, 소득이 적어, 단순 터울

조절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생식보건 증진 등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 피임법 이용을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 피임법 이용이 단산을 주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피임 혹은 

단산의 원인을 규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예로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제고, 자녀양육가정의 소득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임신행태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와 함의이다. 기혼여성(15~49세)의 

총 임신횟수가 1976년 4.7회에서 2009년 2.5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임기가 

완료되는 45~49세 연령기준으로 임신횟수는 동 기간 6.6회에서 2.9회로 기혼여성 1명 

당 3.66회가 감소하였다. 가임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출생코호트별 임신횟수는 

1945~1949년생 4.6회에서 1960~1964년생 2.9회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 임신횟수는 

고학력층일수록 적으나 최근에는 초등학교 이하 저학력층의 임신횟수도  급속하게 감소

하고 있다. 평균 임신소모 횟수는 1982년 1.44회에서 2009년 0.69회로 더 빠르게 감소

하여 임신소모율이 1991년 37.7%에서 2009년 27.8%로 낮아졌다. 가장 주된 임신소모 

형태로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980년~1990년대 초 평균 1회에서 2009년에 0.40회로 

감소하였으며, 총 임신횟수 대비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991년 31.0%에서 2009년에 

18.1%로 감소하였다. 첫 번째 인공중절된 임신 순위는 저순위 특히 2번째 임신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마지막 인공중절 임신의 순위는 3번째, 2번째 순으로 나타난다. 첫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로 최근 임산부 건강상, 태아 이상, 혼전임신 또는 혼외임신, 경제적 

곤란 및 직장 문제 등을 이유로 시술되는 비중이 높아져 단산/터울조절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이유 역시 과거에 주로 단산이나 터울 조절에서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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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태아 이상, 경제적 곤란 및 직장 문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임신소모율 특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생명존중, 생식보건, 출산율 제고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임신소모 특히 

인공임신중절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자발적인 임신소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건강한 임신을 위한 가이드와 교육 

제공, 일-가정 양립 제고, 생명존중 사상 강화 등이 긴요하다.  

출산 행태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와 함의이다. 첫째,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가치관과 관련하여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1988년 83.0%에서 2006년 

54.7%로 감소하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율은 1980년대 8% 수준에서 2000년대 

12%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자녀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평균 이상자녀

수는 1976년 2.84명에서 감소하여 1991년 이후에는 2.2~2.3명에서 유지되고 있다. 

연령계층 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2009년에는 0.12명에 불과하며 출생

코호트 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남아선호도(‘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는 1976년 71.2%에서 2009년에는 50%미만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녀 출산관련 가치관의 변화를 토대로 자녀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긴요하다. 그리고 

이상자녀수가 실제 출생아수로 연계되어 이상 출산이 좌절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혼여성(15~49세) 중 무자녀 비율은 1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자녀 

비율은 1976년 12.8%에서 2009년 22.5%, 동 기간 2자녀 비율은 17.7%에서 6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자녀 이상 비율은 1976년 64.1%에서 12%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결과적으로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76년 3.48명에서 2009년 1.86명

으로 33년간 1.6명이 감소하였다. 코호트별로 가임기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출생아수는 

1945~1949년생 2.93명, 1950~1954년생 2.42명, 1955~1959년생 2.06명, 

1960~1964년생 2.0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과거에는 고

연령층으로 이행하면서 추가 출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최근에는 30대 후반

까지 추가 출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연령층에서는 거의 중단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저학력계층에서 큰 폭

으로 감소하여 저출산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2003년까지 취업여성의 출생아수가 상대

적으로 더 많았던 반면, 이후에는 비취업여성의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타

난다. 이는 과거 취업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종사하며 자녀 출산이 완료된 후에도 일을 하는 등 비취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

연령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출산을 축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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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역시 출생아수와 

같은 패턴 내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행태에 관한 분석결과는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 내지 사회문화 개선이 없는 경우 향후에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학력계층은 물론 저학력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력계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취업여부별이나 직종별로 맞춤형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구축하여 분석한 출산력 시계열 자료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자료는 

197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실시하였던 12개년도의 출산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하나의 통합파일로 구성한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연도별로 누락된 변수들에 대한 변수 

값을 생성하여 항목을 추가하고 변수코드를 표준화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구축한 동 

자료를 이용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간의 출산력

조사는 주로 표본조사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들 조사자료는 제한된 표본의 크기와 

추출방법에 기인된 표본오차와 조사 관리상의 비표본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조사

연도별로 조사대상가구수 또는 조사완료가구수를 기준으로 생성한 경우와 가구 및 부인 

승수를 별도로 생성하여 분석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했던 것을 본 자료에

서는 가구승수만을 생성하여 적용시켰다. 셋째, 조사항목별로 분석 대상이 기혼여성 

혹은 유배우여성, 초혼여성 혹은 재혼여성 등으로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감안할 때, 본 출산력 시계열 자료는 시계열 분석에 한정하여 사용

하고,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원 출산력 조사결과 파일을 직접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다. 출산력 시계열 자료 구축은 출산력 조사가 계속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즉, 추가적으로 조사되는 출산력 조사의 결과는 해당 연도에 각종 

목적에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현재 구축된 시계열 자료에 추가되어 

시계열적 분석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출산력 시계열 

자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학술대회의 개최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출산력,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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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7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Restructure of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연구책임자│정홍원

공동연구자│이영범 이한나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급격한 팽창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촉발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서 기인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동이다. 인구구조 변동은 질병, 장애, 실업, 고령,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산·

양육부담, 아동·청소년의 교육부담, 장기실업의 증가, 가족 돌봄기능 약화, 양성평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는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재편을 필요로 하며, 이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전달전략과 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그 파급효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향성을 도출한다. 둘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실증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담당기관과 집행기관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사업의 집행과 

서비스 전달과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구조와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적영역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현행 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16개로 

업무의 분산성이 높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후적 대응

방식과 정형화된 현금급여 중심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복지정책 집행체계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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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분산성이 매우 크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총괄·조정 및 통합적 관점의 

집행관리가 미흡하며,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수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집중

되는 깔때기 현상 및 업무 과부하 현상이 일상화되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

하며, 특히 집행기관 및 일선기관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다. 따라서 복지정책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제도의 집행을 감당할 역량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사업 편제의 특성을 보면,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 담당기관의 분산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대상과 사업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당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복지사업의 경우 담당기관의 분산성

이 크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을 정의하는 법률 규정과 사업의 담당·집행기관의 

정리가 필요하다. 중장년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분산성이 크며, 특히 고용서비스 

사업이 분산성이 크다. 노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담당기관은 상당 정도 일원화되어 

있으나, 집행기관은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사업목적별 복지사업의 담당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별 편제는 전반적으로 분산성이 

높으며, 생계지원 영역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분산성이 낮다. 고용지원 영역의 경우 

담당기관 및 집행기관의 분산성이 크고, 사업의 중복으로 조정의 필요성 역시 높다. 

교육지원 영역은 담당기관과 집행기관의 분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생계지원 영역의 경우 중앙부처 차원에서 담당기관의 

분산성은 높은 반면에 지역수준에서 집행기관의 분산성은 낮다. 주거지원 영역은 담당

기관과 집행기관의 분산성이 비교적 높다. 

공적영역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개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개편 방안은 중앙부처의 개편, 

수직적 정책조정, 수평적 정책조정 그리고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활성화 등이 

있다.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개편을 위해서 단일부처, 2개 부처 그리고 3개 

부처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직적 정책조정체계의 개편은 수직적 정책조정의 일원화를 의미하며, 대통령실과 국무

총리실의 역할 재검토와 국무총리실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다. 수평적 정책조정체계의 개편을위해서는 사회복지 영역을 전담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하도록 한다.  관계장관회의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제도이며, 비교적 효

율성이 높고 장점이 많은 대안이다.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조직의 개편의 예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조직을 보다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구조, 논의절차와 방식, 그리고 

위원회 운영지원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일관성과 명료성을 확보가 필수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자치단체 수준의 복지정책조정과 

집행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업무와 전달체계의 분산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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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또한 기존의 현금급여와 공공부조 중심의 제공체계에서 고용·보건·복지의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현행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력과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민서비스 접점기관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핵심 복지기능은 종합 복지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의 

제공이다. 수급자 관리, 모니터링 기능을 내실화하고, 방문상담 등과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인력충원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통합사례관리는 대상

자의 접촉과 상담, 욕구사정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장 유리한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인력의 적정수준 

확보와 인력구성의 적절성을 제고해야 한다. 복지상담, 욕구사정, 방문 서비스, 통합적 

수급자 관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 등은 인적서비스라는 점에서 현재 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인력충원은 사회복지직의 신규 채용과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 경력자를 충원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신규 채용인력은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복지전달체계의 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달성과 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조직의 구조와 조직간 연결망에 의식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흔히 복지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목표 달성의 

효과성 증진이라는 목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

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목적 이외에 정치적, 상징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지향하든 적지 않은 변화와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개편 이전에는 목적 달성의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개편 이후에는 개편에 따른 실제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진단과 분석이 요구

된다. 그러나 우리의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지전달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최우선 과제이다.

  주요용어 : 저출산고령화, 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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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Economic Dependence on Parents and Late Marriage

연구책임자│이만우*

공동연구자│김시광 김란영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젊은 층의 부양부담의 과중화, 동시에 복지수요의 급속한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의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저출산의 원인

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혼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요구가 일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자녀의 결혼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만혼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의 결혼연령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정의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두 개의 설명변수를 채택하였는데, 첫 번째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동거변수)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종속(지원변수)을 설정하였다. 먼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 주거비용이나 생활비에 있어 부모의 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지원변수는 직업도 없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KLIPS 조사차수 중 2차

년도(1999)에 미혼이었다가, 11차(2008년)에 기혼이 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특히 동거변수가 자녀의 결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지원변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결혼을 일찍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부모의 지원이 없는 자녀들이 결혼에 있어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높은 결혼비용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나, 모형을 

통해서는 상관관계만 발견할 수 있었을 뿐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는 없었다.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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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는 비동거의 원인을 포괄하는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

는데,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결론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결혼연령을 앞당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옳은 

결론이 아니다. 지금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반면 자녀의 결혼비용을 

낮춤으로써 부모의 지원 없이도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나은 접근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결혼비용은 대개 주거비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재조정은 만혼화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택정책의 재조정은 크게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든지, 아니면 월세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진국

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택 바우처의 도입 역시 검토해볼만 할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를 청년층의 눈높이와 

현실과의 괴리로만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원화 현상이 심하며, 또한 직업간의 이동성이 떨어짐으로써 첫 직장에서의 

소득이 생애소득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첫 직장을 좋은 직장에서 시작하려는 

욕구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타당

하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이동성을 확대하거나, 혹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취업의 

유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등 청년에게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decent 

work)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대개 여성이 지고 있어, 가정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장애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여성의 상대적 

가사노동 부담이 크다는 사실에 가려져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절대적 가사노동의 시간도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야근과 주말 근로의 존재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따라서 가정친화

적인 직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용어 : 경제적 의존, 만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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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an Aging Korea

연구책임자│신윤정

공동연구자│김윤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자녀 양육의 탈 가족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사회·가족 간에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자녀 양육의 역할 분담은 

그 국가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문화·사회적 믿음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국가·가족·

사회 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OECD 각 국가에서 표방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영유아 보육·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전통적으로 발달해 온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정한 출산율, 높은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의 정책 사례로부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OECD 국가의 보육·교육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5세 유아에 대해

서는 보편적인 보육·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반해,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주로 

취업 부모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육비 부모 부담

에서 3~5세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0~2세 영아 보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의 부모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공립 보육 시설이 보육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었으며, 

민간 보육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국공립 보육 시설과 동등한 질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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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켜야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정부, 기업, 부모 간에 공유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모두 높아 저출산 정책에 있어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적 형평성과 

더불어 소득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재분배 기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둘 다 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직접 키우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연한 근로 시간과 근로 행태가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

하였다. 첫째, 자녀 “양육”과 “돌봄” 지원 정책을 구분하여 돌봄에 대한 지원은 보육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 양육에 있어 국가·가정·사회 간의 적절한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전체 사회의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 서비스 지원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건건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본 과제에서는 세부적인 정책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

하였다. 지원 대상에 있어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는 보육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화를 목적으로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과 자녀수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평가 인증제를 강화하고 그 결과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시 보육 서비스 및 부모의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플라자, 보육 정보 센터의 확충도 필요하다. 

  주요용어 : 영유아 보육·교육, 아동,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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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Farmers Preparation for Aging and Alternative Policies

연구책임자│최경환*

공동연구자│박대식 최용욱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지역에 비해 20년 정도 고령화가 앞서가고 있는 우리 농촌은 고령화사회로 접어

든지 오래되었으며, 일부 농촌(군)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기준) 또는 초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30% 기준)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청·장년 

농업인이 노후대비를 소홀할 경우 장차 본인 자신도 문제이지만 국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결국 차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충실하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정도와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인이 보다 충실하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 조사와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헌 조사는 노후준비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검토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2.11.15~11.30 

기간에 우편조사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표는 연령이 65세 미만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들(2,500명)에게 송부하였다. 2,500명의 현지통신원 중에서 1,075명이 응답 

설문지를 보내와 설문지 회수율은 43.0%로 나타났다.

Ⅱ. 주요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긴급지원제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농지연금 등이 있다. 

의료보장은 국민 누구나 일생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농어

촌의 경우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2012 Annual Report
| 323322322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경제적 접

근성), 인근 대도시까지 가지 않고 기초 생활권내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물리적 접근성).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농업인재해공제(보험) 등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1,023명) 중에서 572명(55.9%)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59세 이하 응답자(707명) 중에서는 516명(73.0%)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가 41.4%,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17.3%, ‘이미 공적 

연금을 받고 있어서’가 13.9%,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가 8.2% 순이었다. 평균 국민

연금 보험료(월)는 81,576원이었으며, 현재 농업인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상한 기준 

보험료인 ‘71,100원(79만원의 9%) 이하’ 는 55.3%이었다. 농업인 배우자의 경우, 

42.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농업인 

배우자의 39.2%는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었으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선생님의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가 70.9%, ‘없다’가 17.9%, 

‘모르겠다’가 11.1%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의향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은 현재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잘 알고 있다’가 74.7%, ‘들은 적은 

있다’가 15.6%, ‘전혀 모른다’가 9.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2%가 평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월)이 ‘5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응답가구의 51.0%가 1개 이상의 개인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45.2%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응답자의 

34.0%는 농부증 ‘음성’이었고, 46.3%는 농부증 ‘의증’, 20.7%는 농부증 ‘양성’으로 

나타났다. 농부증 ‘의증’ 이상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3 정도였다.

현재 노후준비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와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자의 1/3 정도에 불과했으며,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1순위)는 ‘건강’이 59.0%, ‘생활비 마련’이 25.9%, ‘자녀 뒷바라지’가 

7.9%, ‘의료비’가 4.7% 순이었다. ‘선생님은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있다’가 13.4%, ‘없다’가 86.6%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각 노후준비 종류별 노력 수행 참여 비율은 ‘농업소득 증대’가 81.5%, ‘국민연금 가입’이 

68.% ‘예·적금’이 54.8%, ‘개인연금 가입’이 34.6%, ‘농지 매입’이 29.3%,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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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2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부문별 노후 준비 정도를 요약해보면, 주거 

마련 측면(4.03점)과 소일거리 측면(3.33점)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노후준비 정도가 

3점 미만(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앞으로 농사를 그만둘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앞으로 

농사를 그만 둘 생각이다’가 34.6%, ‘사는 동안 계속 농사를 짓겠다’가 50.9%,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14.5%로 나타났으며, 영농 중단 희망 연령은 70세가 35.5%, 

65세가 27.6%, 60세 이하가 14.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49.1%)가 영농 

중단 희망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잡고 있었다.

‘선생님은 농지연금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안다’

(‘매우 잘 안다’와 ‘어느 정도 안다’)가 64.0%, ‘들어본 적은 있다’가 25.4%, ‘모른다’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10.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1/3 정도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선생님은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안다’(‘매우 잘 안다’와 ‘어느 정도 안다’)가 47.2%, ‘들어

본 적은 있다’가 23.6%, ‘모른다’(‘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29.1%로 나타나 응답

자의 절반 이상이 경영이양직불제를 비교적 잘 모르고 있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기본방향

우선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생각해 보면, 농업인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노

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며, 농지연금도 고령농업인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준비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적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고령농업인 각

자의 능력에 적합한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유한 자산규모와 건강 상태에 

따라 동원 가능한 방법을 다양하게 동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들 스스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청·장년 농업인은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고 

준비한다는 자세로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성공적 

노년(successful aging)을 만들어 가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대안

농업인이 각자의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의 경우에도 국민노후보장패널과 유사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이 우선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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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방법을 

조정하여 저소득 농업인이 보다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도 독립된 경영인으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하여 여성농업인의 노후 준비는 물론 농가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20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게도 간단한 확인을 거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업인이 자신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령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고령농업인은 반드시 은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개인

이나 국가·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농업인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고령친화 농업이다. 고령친화 농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괄한다.

상시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태아부터 사망 시까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생동안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제도에 준하는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노후생활(successful aging)은 특정한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가족적, 여가문화적, 사회환원적 측면에서 통합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도 다방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과 아울러 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노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전문가나 지역농협 재무설계 

전문가 등을 활용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용어 : 농업인 노후준비, 국민연금, 농지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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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2  31 저출산 고령화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연구
A Study of the Living Status of the Self-Employed to Respond to Low 

Fertility and Aging

연구책임자│박종서

공동연구자│이상영 이삼식 손창균 신현웅

 정홍원 박수지 신화연 김지연

 윤여원 이소정 홍인정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업 

부문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만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그 규모가 부담스럽다는 진단이 일반적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너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완만히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 생활자들의 가계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에 대한 생활

실태연구를 기획하여 201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건강, 출산 및 양육 환경, 복지서비스와 노후

준비 및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종사자규모 5인 미만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중에서 11,082개 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조사완료 후 분석 가능한 11,232개 표본을 확보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의 가구소득을 계층별로 규모를 추정하고 빈곤가구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이 낮은 반면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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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이하에 대부분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구소득의 편차가 매우 크다.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며, 교육비와 기타 지출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의료비는 전체 소득계층이 지출액수가 유사하고, 따라서 보건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출산행태를 분석할 결과 향후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기대자녀수는 전체 가임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이상자녀수는 전체 가임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상자녀

수에서의 차이가 실제자녀수나 기대자녀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

자가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전체 여성에 비해 자녀 출산을 더 축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자영업이라는 근로형태의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도 고객관리 등의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여야 하며, 출

산이나 양육 초기에 휴직을 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여성 혹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역시 자녀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출산과 양육을 마음 놓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일가정양립제도와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에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의 

건강수준이나 의료이용, 건강검진 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 등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표본추출 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선별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경우 비록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지라도 각 가구의 주된 수입원일 가능성이 

많고, 이들의 경우 타 가구원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의 특성 등에 맞게 

더 세밀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일반 임금노동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수준 및 가구 소득수준 

등 자영업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희망 은퇴 시점에서 차이가 보였는데 임금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고학력,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저학력 저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희망 은

퇴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현재의 자영업을 유지하기를 희망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활동 불안정 및 소득파악여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2012 Annual Report

328

제도 운영상으로도 한계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공적

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에 이들이 

노령층이 될 경우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여가와 관련하여,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 욕구와 현재의 여가생활이 일치

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특별히 관광 및 야외나들이, 운동 및 스포츠활동 등에 있어 

욕구와 현실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여가가 다른 여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가 유형으로서 자영업자들이 여가에 

할애할 시간이 길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 불일치로 해석된다. 

자영업자의 직업이동 경로를 살펴본 결과, 자영업 사업주의 임금근로 경험 비율은 

60.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남성 사업주의 경우는 7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운수업 사업주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 비율은 83.5%에 달해, 임금근로를 오래 지속한 

고연령층은 다른 산업보다도 운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은 36.5세이며 자영업 평균 종사기간은 13.4년으로 긴 편이며, 

업종 전환 평균횟수는 0.55번에 불과하여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사례는 매우 적었다. 

주로 고연령층이 운수, 숙박·음식, 시설관리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도별 진입연령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 비중이 

그 전과 달리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자영업 부문은 앞으로도 

약화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 부문의 급격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사회안전망을 자영업 

종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자 중심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영세자영업 사업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 가구의 고용보험에 의한 

모성보호급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 제외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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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원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액의 보험료로 기본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소가 추진 중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에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가구의 경우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소득과 지출, 노후준비, 출산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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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 논쟁 등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의 구성과 

그에 따른 복지재정의 수준 및 구성에 대한 논쟁이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이러한 

논쟁은 그 결정이 미루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현재의 복지재정 관련 논쟁의 결정에 다양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여 이러한 논쟁의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이라는 용어를 명칭을 어떻게 하든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기존 선진복지국가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토대로 합의가 가능한 사회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이러한 사회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와 복지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가

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단지 복지재정의 양적인 수준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사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와 복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의 심화 및 확대에 기여하고, 

복지지출 수준과 구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회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와 복지의 상호작용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부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고부담 

고복지인 유럽모델이 실패하여 종언을 고하여야 하는 모델이라 단순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현실을 보면 고부담 고복지 모델과 저부담 저복지 모델 각각에서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할 때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부담 고복지인 유럽모델 중 스웨덴과 독일은 국가경쟁력이 우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역시 고부담 고복지인 이태리는 실패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연구보고서 

12  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복지재정 운용방향

The Mid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s of the Social Expenditure for 
the Real Attainment of the Social Policy Goals

연구책임자│유근춘

공동연구자│국중호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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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고부담 고복지로 전환하고 있은 것으로 보여 지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역시 실패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저부담 저복지에 속한다고 보여 지는 국가 중 일본은 70년대와 80년대 성공적

이나 90년대 이후 성공적이지 못하고, 한국은 최근 성공적이다. 영국과 미국은 현재 

실패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각 복지모델은 경제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할 때 나름대로의 

성공기전과 실패기전이 있어 이 중 어느 쪽이 실현되는가는 각 국가에서 각각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중 어느 쪽의 조건을 갖추는가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반조건을 갖추는 쪽으로 이끌고, 문제가 생긴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정부가 얼마나 유능하고 강력한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기본적 방향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부담 고복지와 저부담 저복지 사이에서 뚜렷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두 방향 중 어떤 쪽을 

선택하는 지를 정치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든 

저절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택의 경제적 성공기전이 작동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의 구조와 과정자체를 정치과정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를 하여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자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진전을 염두에 두면 상기 논의를 통해 현실에서 발견되는 복지모형인 ‘고부담-고복지’와 

‘저부담-저복지’는 경제성장(국제경쟁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치과정에서 

성공을 위한 여건이 선택되는 가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수단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수준을 넘어, 그러한 성공적인 수단이 

정치과정에서 선택되어 실현될 수 있는 조건과 그 실현을 위한 정치과정의 제도적 

조건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선택과 집중: 재정수단의 제한과 새로운 복지투자 요구의 조화

가. 문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저성장과 재정압박에 의한 재정수단의 제한과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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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복지투자 확대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제약과 확

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는 없다.

 나. 선택과 집중의 범주와 우선순위

첫째로 고려되는 범주는 복지의 사회경제적 의미이다. 이는 사회정책목표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역사적으로 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적 물질적 자유를 부여하고 평등

적인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에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용인). 그러나 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사회 여건이 변화(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지식경제 등)함에 따라 복지시스템 유지의 

기반인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시스템의 중요한 판단범주로 등장했다. 즉, 사회의 

평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사회정책의 두 가지 최종목표로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두 가지 최종목표를 기본으로 할 때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 이상에서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는 고전적인 복지지출(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 주로 해당됨: 

예,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

하는 복지투자(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주로 해당됨)를 넓히는 것이 기본방향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평화라는 사회정책의 최종목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보장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2차안전망인 기초보장에서 1차안전망인 기여중심의 사회보험으로 

이동시키는 기전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정책의 최종목표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의 감소를 막는 노동력의 양과 질의 향상과 관련된 투자이다. 예로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여성과 고령 노동자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등이 될 수 있겠다. 이는 고부담

고복지의 성공적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생산적 사회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둘째로 선택과 집중의 고려에서 targeting과 보편적 지출의 범주를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재정력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는 지출의 효과가 높은 targeting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늘어날 고령지출에 대하여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지출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편적 지출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노동력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보육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편적 지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투자의 성과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고려되는 범주는 복지재정의 여력을 넓히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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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지출구성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연금과 건강

보험이다. 따라서 이들에서 재정의 부담을 낮추고 개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복지

재정의 여력을 넓히는 데 중요하다.

연금보험의 경우 현재처럼 다층소득보장으로 나아가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넓히는 

개혁이 계속 진행되어 공적연금에 의한 재정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은 증가경향이 두드러져 재정적 안정화 조치가 긴요하다. 장기적으로 총액

예산제, DRG 등의 지불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복지와 경제의 관계, 중장기 복지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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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복지지출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지출의 수요가 높은 고령층의 인구비중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래 복지

지출을 부담할 미래의 경제주체들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실제 늘어나는 복지지출의 

양보다 부담해야 하는 주체들의 감소로 인한 경제주체별 부담이 높아질 가성이 크다. 

선진국들은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회안전망으로써 복지제도와 복지확충을 화두로 

삼아왔으나, 현재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경제제도 등을 고려한 복지재정의 확대와 

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재정 부담을 검토할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복지지출 및 재정부담 구조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지출과 국가채무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들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 재정건전

성과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OECD국가의 복지지출 및 재정건전성 그리고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을 

파악하기 먼저, 정부지출을 복지지출과 기타지출로 구분하고 이 지출항목들과 조세수

입간에 기여도분석(Contribution Analysis)을 적용한 격차분석을 OECD 32개에 대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GDP대비 재정수입과 지출간 괴리가 10% 이상인 국가는 그리스

(-15.8%), 이스라엘(-10.0%), 포르투갈(-11.9%), 터키(-10.0%), 헝가리(-10.4%) 등으로 

나타났고 프랑스(-8.9%), 영국(-7.9%), 독일(-7.5%), 그리고 미국(-9.0%) 등의 국가도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2.1%로 상대적

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지출과 기타지출 두 부문간 재정건전성기여도가 

연구보고서 

12  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Attribution Analysis of Governmental Expenditure of Social Security and 
Other Purposes Toward Soundness of Public Finances of OECD Countries

연구책임자│원종욱

공동연구자│임완섭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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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 차이나는 국가군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재정건전성기여도별 국가분류(2007년도 기준)

부정적기여도

(1%이상 격차기준)

당해 연도 재정불균형정도 (총지출과 조세수입괴리)

10% 이상 5~10% 미만 5% 미만

복지지출 > 기타지출 프랑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복지지출 < 기타지출

캐나다,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복지지출 = 기타지출 포르투갈, 영국, 
호주,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또한 재정건전성에 대해 복지부분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크면서 실제 국가부채가 

GDP대비 5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한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재정건전성기여도와 국가부채(2007년도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

당해 연도 재정불균형정도 (총지출과 조세수입괴리)

10% 이상 5~10% 미만 5% 미만

50% 이상
프랑스, 일본,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포르투갈
이탈리아

50% 미만
독일, 캐나다, 폴란드,

한국, 멕시코,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에스토

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

키아, 호주,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두 번째로, 이러한 기여도 분석을 통한 국가별유형분류를 Cluster 분석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고용구조변수를 추가한 상태에서 국가별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재정불균형

요인과 고용구조요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재정불균형이 10% 이상

이면서 재정불균형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는 복지지출 보다는 기타재정지출부분이 더 큰 

특징을 갖고 있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민간고용의 비중, 서비스종사자비중, 

공업종사자비중 등 고용구조변수를 더 추가함에도 한국,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은 

동일한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군임에는 틀림이 없다. 멕시코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타재정지출비중이 더 큰 국가에 속하였다.

OECD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재정 및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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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후 경제성장률을 최대로 하는 적정부채수준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OECD 16개국의 평균적인 적정부채수준은 GDP대비 54.4%인 것으로, 영미형 

국가들의 경우 44.6%, 북유럽 국가의 경우 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을 토대로 국가별 부채수준을 GDP대비 40% 미만, 40~70%, 70% 이상으로 구분하고 

OECD 국가들을 조세수입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소득세·상품세·사회보장기

여금의 편차수준으로 분류하여 그 함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조세구성 평균의 표준편차와 부채수준

편차

수준

2000 부채수준 2008 부채수준

~40% 40~70% 70%~ ~40% 40~70% 70%~

낮음

(1분위)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독일

핀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이탈리아

중간

(2분위)

폴란드

체코

노르웨이

네덜란드

헝가리

핀란드

스웨덴

일본

한국

스웨덴

체코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일본

높음

(3분위)

한국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덴마크

-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

국가부채와 조세수입의 비중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목간 편차와 국가부채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편차수준이 높은 3분위 국가들은 

소득세수입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군이다. 반면에 독일, 핀란드, 그리고 스페인은 3개 

세목간 수입비중의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08년 기준 GDP대비 

국가부채가 40% 이하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기여도 분석결과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복지지출 부분이 기타재정지출보다 상대적 

비중이 높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와 일본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국가부채수준(GDP대비)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비중보다는 기타재정지출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지출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기타재정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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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기여도 보다 2% 이상 차이나는 국가는 독일(3.28%)뿐이다.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가 중에서 복지지출부분의 불균형의 기여도가 큰 국가는 유럽의 

대표적인 대륙형국가인 프랑스, 독일과 일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는 복지지출 보다는 기타지출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르

투갈은 두 부분 모두 동일하게 재정불균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

유럽국가 중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불균형정도에서 양호한 수준인 5% 미만으로 

분류되었고 두 부분간 격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복지

부분의 부정적인 기여도가 크면서 실제 국가부채가 GDP대비 5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한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군집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군집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지출비중이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기타부분의 재정지출과 복지지출간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점진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여갈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구성 평균의 표준편차와 부채수준으로 국가들을 분류해본 결과 소득세

비중이 높은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

세비중이 높은 것이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지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의 지출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으며, 복지지출의 증대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지만 그 증가의 

규모를 국가 재정건전성 특히 성장률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 토대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재정건전성, 재정부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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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요인과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특히 

초기의 연구들은 인구학적 변수와 경제변수들이 한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양적 방법에 의한 국가간 비교 연구이다. 이에 반해 

1990년대부터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혹은 복지국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들에 대한 질적 연구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OECD 

국가들의 수준을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를 포함

하는 인구관련변수들과 거시경제변수, 정치변수들, 경제개방화 변수들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와 2008년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복지지출의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선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최근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복지지출의 증가속도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복지정향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복지지출을 

증가 혹은 유지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논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복지 논쟁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의 해답을 제시하고자 복지지출을 야기하는 사회현상들을 살펴

보고, 재정위기에 복지국가의 대응전략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복지레짐별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복지

지출과 사회현상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의 수행에 있어 OECD 국가들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현상들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경향성 분석을 

통해 사회현상과 복지지출의 대응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에 대한 사례 

연구보고서 

12  21
복지지출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henomena and Soci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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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사회현상에 따라 복지지출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원인과 대응, 성과를 

살펴보고 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먼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사회현상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OECD 국가(24개국)의 

1980~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독립변수는 고령화율, 출산율, 실업률, 여성고용률과 

GDP 성장률, 국민부담률,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를 포함한 모형의 분석결과 R2값은 

89.4로 설명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율, 출산율, 실업률, 국민부담률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DP 성장률과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부(-)적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고용률은 양의 관계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레짐별 주요 국가의 사회현상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관계를 산포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GDP 성장률, 고령화율,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출산율과 고용률, 여성고용률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스웨덴만 이들 국가들과 구분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래방문횟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리스만 구분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사례분석결과 각국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조세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와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

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OECD 국가들에 대한 양적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현상과 

복지지출의 대응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사회현상 때문에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기도 하고,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들이 복지지출의 수준과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만을 고려하여 복지지출을 억

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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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lan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의 규모를 고려할 때 

복지욕구요인과 재정제약요인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재정 전망을 통해 효과적인 운용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복지지출, 사회현상, 재정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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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지출은 사회안전망의 확충,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서비스 정책 

확대 등의 이유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보건 및 

사회복지예산 증가율(15.7%)은 일반예산 증가율(8.8%)의 1.78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지출에 대한 주요한 화두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인데, 보건

복지지출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고 이에 대한 지방비 대응 의무로 인해 지방정부의 

보건복지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분권교

부세가 교부되었으나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증가율이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분권교부세의 하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이 2010년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가 이후 소폭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역시 2010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세출 증가에 비해 세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사업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재원을 조달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대응 지방비를 마련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가져오는 

구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조정이 어렵고 재정조정제도가 자체세입 확충에 

대한 유인이 적은 관계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에 대한 구조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재원분담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문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 요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특징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보건복지부문 지방재정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그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문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연구보고서 

12  22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for Financing 

Social Expenditure

연구책임자│최성은

공동연구자│신혜란 한창완 강지원 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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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약 40%임에 반해 사회

복지부문과 보건부문의 지출의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약 87%에 달하며,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상이하다. 일례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50%이상인 자치

구가 24개, 40~50%인 자치구가 1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지자체 유형별로 복지지출 구조를 살펴보았다. 

1인당 복지지출은 시지역 평균 674천원, 군지역 1,203천원, 자치구 417천원으로 군지

역이 가장 높고 자치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지역은 복지지출의 평균도 높지만 총

세출규모도 높아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25.1%임에 반해 구지역은 전체 

세출규모가 작은 관계로 복지지출의 비중은 평균 약 44.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군지역은 세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자체 유형별로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자치구는 높은 복지지출 비중을 보이는 동시에 시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시나 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 유형별로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2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3%, 시 평균 37.1%, 자치구 평균 36%, 군 평균 16.4%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 

재정자립도와 보건복지지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와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

일수록 보건복지지출이 많은 반면 자치구는 재정자립도와 보건복지지출이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문 자체사업과 재정자립도의 관계는 시군, 자치구 모두에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데, 시지역이 군지역과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와 복지자체사업의 

규모 및 비중 모두에서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유형별로 복지수요대상자와 복지지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노인수는 시지역 평균 약 30,036명(주민수 대비 12%), 군지역 평균 약 11,887명

(주민수 대비 22.8%), 자치구 평균 약 31,328명(10.1%)으로 군지역 평균이 규모면에

서는 가장 낮지만 주민수 대비 비중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시지역 평균 8,576명(주민수 대비 3.6%), 군지역 평균 약 

2,868명 (주민수 대비 5.6%), 자치구 평균 약 9,509명 (주민수 대비 3.2%)으로 자치구의 

평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가장 많으나 주민수 대비 비중은 시나 군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주민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중은 군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만5세 미만 영유아수는 시지역 평균이 15,428명 (주민수 대비 4.8%), 군지역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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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명 (주민수 대비 3.6%), 자치구 평균이 13,862명 (주민수 대비 4.1%)으로 군지역의 

영유아수와 비중이 시나 구에 비하여 낮다. 

등록장애인수는 시지역 평균 약 15,100명 (주민수 대비 5.7%), 군지역 약 4,534명 

(주민수 대비 8.6%), 자치구 평균 약 14,394명 (주민수 대비 4.6%)로 시지역이 가장 높고 

군지역이 낮으나, 주민수 대비 비중은 군지역이 높고, 자치구의 경우는 장애인 수는 

상당히 많으나 장애인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정책제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분담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첫째, 

세입측면에서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확대, 지방소득세 도입 등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

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재정분권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격차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손질만 가하다 보니 발생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뿌리 깊은 불신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혹은 

책임감 있는 지출로 연결될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며, 현행의 지방과 중앙의 재정관계

하에서는 관행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에 대한 의존성과 지자체의 자체 세입확대 유인의 

감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자체세원 확대 등 지방재정의 분권

화가 진행된다하더라도, 지방세의 증가 및 지자체 세입의 증가가 지자체의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도 중앙정부의 지자체 불신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전방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가 재

정적 책임을 무책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때 

무상보육 확대 등의 조치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예고도 없이 급하게 증가한 중앙정부 

사업의 뒷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야기되었다. 국가의 책임과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불분명한 영역에서는 특히 재정책임과 사무책임에 대한 분명한 선이 그

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국고보조율을 높여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증가시

킨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 성과관리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은 뒷전이며, 선심성 사업이나 개발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는 중앙정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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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시 국비소요액외에 지

방비 소요액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가 국비소요액만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국비 필요액 외에도 

지방비 필요액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비 소요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리 인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지방비를 마련할 능력이 

되는 지에 대한 평가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복지부문의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은 

대범주에서의 earmarking 강화와 사회서비스사업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화를 통한 개별 

사업들의 earmarking 완화가 필요하다. 이는 먼저, 국가적 책무가 강한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타 노인소득보장 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등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의 상향 등을 통한 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상향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강화를 포함한다.  

넷째, 지자체 유형별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군지역의 경우는 보통재원을 통한 

분담, 자치구등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는 차등보조율을 통한 재원

분담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보

조금을 도입할 타당성도 존재한다. 2014년 이후 분권교부세는 기타 유사한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확대된 형태의 포괄보조금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재원 중 보통

교부세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보통교부세의 기준수요 산정시 사회복지시설 면적이나 

시설수와 같은 요소들은 배제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인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사회복지 대상자수와 같은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재정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광역자치

단체의 재정관리 및 역할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재정관계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포괄보조방식을 통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재정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복지사업을 성과에 기반을 둔 재정지원 계약방식인 성과계약방식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및 성과관리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복지재정 분담, 지방정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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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험의 성숙과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복지재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볼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지금까지 복지재정에 대한 연구는 분절적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복지재정DB를 구축하고, 복지재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지표와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욕구에 대응한 성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재정DB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정보를 

2004년도 이후부터 구축하였으며, 회기별로는 예산과 결산을,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정책사업별로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재원별로는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복지재정의 주요한 제약요인이 되는 세입

까지 포함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총 수입 대비 조세수입의 비중은 2010년 79.5%에서 2011년 79.7% 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복지재정 세출은 2010년 약 124조원, 2011년 약 12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5년간 중앙정부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사업별로는 노인·청소년

(52.0%), 보육·가족 및 여성(25.6%), 평생·직업교육(15.8%), 공적연금(13.2%) 순으로 

나타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2010년 약 26조원, 2011년 약 28조원으로 증가

하였는데, 2011년 복지재정은 2010년에 비해 7.1%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07~’11 연평균 14.2%)하였는데, 기능별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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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노동부문(97.3%), 유아 및 초중등교육(68.6%), 주택(57.1%), 고등교육

(49.5%), 보훈(32.0%), 사회복지일반(28.4%)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아 및 초중등을 

제외한 예산은 과거 예산액이 매우 적은 관계로 단순히 연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예산의 

증가를 제시하는 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난 5년간 기초자치단체 국비의 연평균증가율은 19.6%인 반면, 시도비의 연

평균증가율은 12.8%, 시군구비의 연평균증가율은 9.8%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증가가 주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중앙정부의 분석지표를 살펴보면, 복지예산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19.8%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11년 20.1%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다음으로 인구 1인당 복지

예산은 지난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연간 25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복지대상자 1인당 복지 수혜액은 2009년 연간 1,170만원에서 2011년 연간 1,140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 1인이 받는 복지 수혜액 역시 한달 평균 

97.5만원(2009)에서 95만원(2011)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의 분석지표를 살펴보면, 복지예산비율과 자체재원 충당비율, 

일반재원 충당비율, 국고부담률이 2010년 보다 2011년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정부부담비율은 2010년보다 2011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의무지출사업이 증가하면서 복지예산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

금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인구 1인당 복지예산액과 복지대상자 1인당 복지 수혜액, 복지대상자 1인당 

국비 수혜액이 증가한 반면 복지대상자 1인당 지방비 수혜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복지예산 자체의 증가가 국비보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이 국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복지규모의 증감을 측정하는 지표 중 자체재원 충당 증감비율, 일반재원 

충당 증감비율, 국고부담 증감비율이 증가한 반면 복지예산 증감비율, 자체사업 증감

비율, 지방정부부담 증감비율이 감소하였다. 자체사업의 증감비율과 지방정부부담의 

증감비율이 감소했다는 것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여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복지사업의 국고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투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복지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

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분석 결과 복지지출이 복지욕구지수의 악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복지욕구지수가 올라가서 복지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욕구에 대한 

가중치 적용시 t=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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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이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지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의 활용이 적절하며, 향후 지속적

으로 활용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이나, 최근 지방정부간 복지재정의 격차, 복지수혜의 증가에 따른 갈등 등 다양한 

주제가 도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 있는 복지재정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한계로 

예산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실적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복지재정데이터베이스, 복지욕구, 재정성과



350350

Ⅰ.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은 정부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근로인구의 감소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제기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정책은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뤘고,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서비스의 발달은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의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의 추계에 의하면, 올해 특수직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지출, 장기요양보험지출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사회예산 규모는 129.9조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사회예산의 비중은 35.8%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2012년 사회예산 편성상에 나타난 특징을 보육, 공적연금, 일자리 및 의료

급여 부문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사회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예산을 분석한 결과 첫째, 2012년 예산도 높은 수준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고, 둘째, 보육사업 예산은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맥락으로 

편성되었고, 보육사업의 주 대상자는 연령에 따라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지출 중 수요측면의 비중이 매우 높다. 넷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공인프라 구축 

예산이 매우 적게 책정되었다. 다섯째, 체계적인 국가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는 거리가 

있는데, 2012년 예산은 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의 계획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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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적연금 예산의 특징과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예산은 31조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는 제도의 빠른 성숙으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연금의 수급자는 특히 

국민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연금수급자 비중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예산 증가율측면에서 보면 급속한 지출팽창이 예고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기존의 공적연금은 노인빈곤을 크게 완화

시키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고의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2012년 일자리 예산의 특징은 신규사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자영업자 능력개발 및 고용보험 가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외, 고용

노동부 일자리 예산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고용서비스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이 이 영역에서 편성

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예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일반

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예산에서 모두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예산의 특징은 보건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경상보조로 분류된다.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편성된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보건분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첫째, 보건복지부 예산상으로는 보건분야 예산이 절감되는 반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급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없고, 보험료와 국고보조금 등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중

앙정부의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의료보장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늘리면 

그에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보육부문 예산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예산 지출 부처와 상관없이 ‘보육사업’을 중심에 둔 

재정분석에 더욱 신경써야한다.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다. 보육 및 관련 정책의 전체적인 전략과 함께 예산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육예산 만큼은 점증주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의 도입이나 기존 

사업의 확대가 다른 어떤 국가사업보다도 빈도가 잦아 정책의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중장기 국가 전략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은 아직 다른 나라에 비교하였을 때 높지 않지만, 제도의 성숙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성숙한 특수직역연

금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의 지출은 연간 10% 이상의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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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는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지출을 확대해 가야 하는 동시에 재정

불안도 완화해 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재정위기와 빈곤위기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한 예산정책상의 과제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중추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국고예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다할 정도로 높은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국고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구조적 수급부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정안정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

막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개혁을 넘어 

패러다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2012년 일자리 예산 특징은 ‘일을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광범위

하게 존재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방안과 함께 단계적인 수혜자 확대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특정 집단별 일자리대책을 강조

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묶여지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향후 일자리 예산에서는 기존의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둔 사업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부문 정책과제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에 비해 진료비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게 분담토록 하는 현행 재원조달 방식은 다른 국고

보조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하고 또한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한편, 의료급여 제도 발전을 위해 의료급여 

재정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낮은 가산율,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진료의 질에 대한 심사 기능 미흡, 전문화 및 분절화된 의료전달체계, 높은 비급여 진료 

비중 등 제도적 요인과 수급권자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단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며 적절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의료급여제도로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사회예산, 보육, 연금, 일자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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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복건복지수요 

및 복지부담의 증가 보건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동

시장유연성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계약직 등 비 안정적인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양극화, 근로빈곤 등 사회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노동시장유연성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과 함께 노동

시장의 중요한 변화로서 노동시장유연성과 관련된 제도와 대응을 국제비교를 통해 연구

하여 복지시스템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과 

고용을 증진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연구하여,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유연화, 복지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관계와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미래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덴마크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덴마크와 한국의 지수값들을 비교한 결과를 다음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득안정성(관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균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가운데 최고수준을 자랑

(삼각형 면적이 가장 넓음)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연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소득

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선진국 가운데 최저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연구보고서 

12  25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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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유근춘

공동연구자│윤진호 권순미 임완섭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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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의 면적이 매우 작다. 즉, 덴마크가 “황금삼각형”을 갖추었다면 한국의 경우 “구리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소득안정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덴마크

한국

〔황금삼각형과 구리삼각형〕

이처럼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되며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밑변이 

좁은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현재수준보다 대폭 

제고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 있다.

먼저 유연안정성 개념이 가진 모순과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 모델

에서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직장안정성을 포기하고 그 

대신 고용안정성을 채택하면서 이를 소득안정성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해고

규제 완화라는 직장안정성의 저해가 실업급여 확대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에 의해 

보상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직장안정성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목숨 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가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욱이 현실적으로는 정부나 사용자들은 항상 유연성이 우선목표이고 안정성은 부차적, 

보완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장안정성의 포기와 고용안정성의 채택은 결과

적으로 노동자들의 일방적 손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둘째, 유연안정성의 하부구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유연성과 안정성의 여러 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 모델은 100여년에 걸친 정치적 

갈등과 양보의 결과이며 따라서 덴마크 특유의 구조의 결과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덴마크 모델은 단기간에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는 단지 몇몇 요소들의 기술적 결합이나 정책수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한국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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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문화적, 정치적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에 유연

안정성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의 역사적,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토양을 

고려한 “한국식”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연 덴마크의 상대적

으로 양호한 거시경제성과와 노동시장성과가 유연안정성 모델 때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90년대의 팽창적 재정, 금융정책, 특히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부동산 붐이 덴마크의 거시경제실적을 좋게 만든 결정적 요인

이며, 실업률 저하 및 고용창출 역시 경기적 현상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와 더불어 부동산가격 거품이 급속하게 꺼지면서 덴마크의 

거시경제실적 및 노동시장 상황도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유연안정성 모델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앞에서 본대로 

덴마크 모델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정치적 토양에서 사회적 

모델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앞에서 본대로 비교적 동질적인 경제적,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유연안정성 모델의 이전가능성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물며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상황이 덴마크

와는 전혀 다른 한국에서는 성급하게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덴마크 모델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물론 많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상대적 성공은 영미식 모델에 대한 

맹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 사례를 제공해준다. 과거 주류경제학자

들은 유럽의 관대한 복지국가와 이에 따른 높은 조세가 투자 저하와 저성장, 저실업을 

가져오는 반면,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모델이 양호한 거시경제성과와 고용창출을 가

져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덴마크의 사례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

해주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조세율과 복지국가제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소득분배의 평준화를 유지해 왔다. 

이는 결국 양호한 경제성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 특정한 모델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하겠다.

한편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을 비교한 결과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에 있어 

한국은 커다란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반면,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업급여 적용대상, 급여수준, 급여기간의 확대 등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모델은 경로의존적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경로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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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활성화, 코포라티즘적 

정책결정의 복원,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강화 

등은 노동시장과 복지의 새로운 연계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

주의 다양성론이 부분적인 적실성을 가질 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네덜란드의 

사례에도 적용된다. 1980년대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유연화를 추구했지만,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의 정상화’를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와 병행발전을 도모하고, 그것이 

우수한 경제 실적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반면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는 행위자들의 목적의식적 노력과 전략적 상

호작용에 의해  시장경제체제의 중심적인 가치와 작동원리를 재편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상보성 개념과 관련해서도 네덜란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생산레짐과 복지레짐의 상호 의존성 자체는 여전히 설득

력을 갖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복지레짐, 혹은 조정 시장경제와 사민주의 복지레짐의 

연계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그래야만 경제실적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네덜

란드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되더라도 경제실적이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은 자유주의국가들만큼 유연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사민주의 국가들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

관계는 중앙수준의 협의체와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조정되고 있다. 사민주의 성격이 강했던 

복지체제는 과거에 비해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다 훨씬 관대하며,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매우 보호적이다. 

둘째,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바세나르협약으로 상징되는 노사정협력

체제에 의한 임금억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교환, 유연안정성법으로 상징되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성공적 교환이라는 측면을 부각해 왔다. 그러나 유연안정성모델이 정착하기

까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노사정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때마다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를 관철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국가는 코포라티즘 기제를 중시하고 적절히 활용하기는 하

였으나, 결코 이에 종속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노조나 사용자집단의 

저항에 부딪히면, 정부는 코포라티즘 기제를 우회한 여론의 동원, 임금과 사회보장

급여의 연계제도 폐지, 의회조사 등을 통해 노사를 압박하였고, 결국 이들이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전략을 포기하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정부는 자신이 

수립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탁월한 프레이밍 능력을 발휘

하였다. 이를 통해 거부권을 가진 이익집단을 회유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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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었다. 이는 아이디어와 정책을 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프레이밍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개혁정치의 주도권과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셋째, 네덜란드의 사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격이 노동시장과 복지

개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부터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축소는 기민당이 주도하였지만, 이후 약 8년간(1994년 8월~2002년 6월) 연립정부를 

주도한 노동당은 기민당의 정책을 모방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안정화

조치는 노동당 집권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는 했으나, 기민당 역시 이를 지지하였다. 

좌우파정당간 정책 차별성이 약했던 것은 네덜란드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노조와 좌파의 조직 기반이 약하고, 사용자집단과 중도우파의 힘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의존적인 소국 개방경제의 조건 속에서 협의주의와 코포라

티즘 등 타협의 정치에 의해 일정한 권력균형이 유지되어 왔다. 비례대표제는 이를 뒷받

침하는 또 다른 제도적 기제이다. 비례제 하에서 지금까지 어느 한 정당도 의회의석의 

1/3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을 정도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소수파의 완전한 패배는 인정

되지 않는다. 당파를 초월한 국가주도 유연안정성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호존중과 

타협의 정치문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보다 많은 위험과 비용을 전가

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조처는 

그 효과가 불확실할뿐더러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그것이 설사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확보와 나란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경험은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복지 계층화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형성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기여와 수급권을 철저히 연계시키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제도의 내재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기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거나 기여와 수급권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처방이 없다면, 복지 양극화의 

해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능성은 노동운동과 정치의 역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복지제도는 보수주의 복지체제,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체제 속에서 확대와 

축소를 경험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복지제도 내에 

포섭하려는 새로운 조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운동의 성격 및 권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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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그리고 정당체제의 사회적 반응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본의 경험은 노동운

동이 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배타적 이익을 옹호하기보다 사회연대전략을 추구하고, 이것이 

친복지정당의 선거 경쟁력으로 뒷받침될 때, 공적 복지의 포괄적 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를 Thelen(2012)의 논의를 중심으로 보완하면 첫째로, 규제가 거의 

없는 영미형의 형태, 둘째로 북구형에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에 대해 규제가 거의 없는 네덜

란드와 덴마크, 셋째로 북구형에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에 대한 규제가 있는 스웨덴, 넷째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있는 대륙형의 독일처럼 이중구조가 있지만 그 이중구조사이에 

실제에 대응하는 이동이 가능한 유연한 이중구조 국가, 다섯째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중

구조가 있으면서 이 이중구조가 경직적이어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로 분류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와 함께 이에 대한 복지의 대응도 차이가 난다. 첫째로, 

노동시장유연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영미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지

시스템의 대응체계가 미약하다. 둘째와 셋째의 북구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

체적으로 노동시장유연성에 대해 복지시스템이 나름대로 대응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넷째의 독일의 경우는 노동자의 역량에 따라 제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만 그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보호의 정도가 낮은 유연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특징은 이러한 유연성 상태의 이동이 노동자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에서 탈락하여 보호를 덜 받는 비핵심인력으로 된 경우에는 기초

보장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복지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섯째의 

한국과 일본은 노동시장에서의 보호가 노동자의 역량에 비례하기 보다는 노조와 기업의 

담합에 의한 내부자 보호의 경향 등에 의해 경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유연성의 형태와 이에 대한 복지

시스템의 대응형태는 우리나라가 경직적인 이중구조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는 유연한 이중구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복지시스템의 

대응은 덜 보호 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복지제도나 기초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주요용어 : 유연안정성, 복지시스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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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금융권에 의한 과도한 부동산대출 등으로 촉발되었으나 그 여파가 사회복지

지출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이지만 적절한 사회보장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의 지출수준과 이에 대한 재정건전성의 고려가 요구

된다.

본 연구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Data)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유럽국가들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의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지출수준을 추정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건전성을 관련

지표를 통해 개별국가 및 국가유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에의 

영향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국가간 차이를 결정

하는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조 비교

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처한 배경과 특성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며 여러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기존의 복지체제유형화 논의를 적용하여 변화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 국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공공사회복지

연구보고서 

12  27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Social Expenditure and Soundness of
Public Finance of OECD Country

연구책임자│원종욱

공동연구자│이주하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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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노령·보건 분야의 지출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고, 반면에 개혁을 통해 지출수준이 정점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노령·

보건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국가별 복지체제 발전수준의 

차이와 사회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출수준이 현 시점에서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 노령연금 지출이 본격화

되면 지출규모는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예상되어 

구성비에 있어서 노령·보건 분야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남유럽형 국가 및 일본과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2.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고령화진전에 비례하여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비중 수준이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결과 분석대상 모든 국가의 장기추계치가 고령

화율 진전에 비례하여 함께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향후 지출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의 고령화 진전이 반영된 결과로 남유

럽형 국가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남

유럽형 국가들이 사회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지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OECD 국가의 재정건전성 비교분석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복지지출을 통한 복지욕구에의 효과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건전성의 

고려가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복지확대는 장기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결국 제도의 존립기반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북유럽형 국가와 남유럽형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유럽형 국가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사회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조치를 통해 복지체제와 

경제구조의 선순환적 관계를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건실한 재정, 근로연계

복지, 성장 동력에의 투자, 강력한 사회적 자본 등 안정적인 사회구조적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복지체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상호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남

유럽형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발전된 복지체제의 발전과정에서 구조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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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양적확대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적 급여가 노령과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균형 있는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관대한 급여조건과 높은 급여

수준의 양적 팽창이 복지체제 발전의 주를 이루었다.

북유럽형 국가와 남유럽 국가의 사례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 설정의 중요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지출은 양적증가와 함께 조세와 고용, 재정, 거시경제에 

이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적 정합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4. 사회·경제·정치적 환경과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에의 영향

북유럽에서 발달한 조정시장경제체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s)에

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의사결정구조와 장기 고용체계가 숙련노동자를 보호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정책들과 서로 제도적 보완관계에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국가-사회 

세력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중시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와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 반면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에 기반한 한국식 다수제 민주주의의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기제인 정당체제가 사회의 다양한 균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며, 실질적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선택이 반드시 노동시장 유연화와 주주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

(liberal market economies: LMEs)로 경사될 필요는 없으며, CMEs가 가진 제도적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의 CMEs가 

영미식 LMEs와 남유럽의 혼합 경제체제(mixed market economies: MMEs)보다 

형평성 측면 뿐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CMEs는 합의정치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의회 및 행정부의 구성에서 소수대표 

혹은 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생산레짐의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결국 복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한 사회의 자원을 정치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복지수준은 복지정치의 결과이며,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는가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서구 선진국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따라 

복지제도의 기틀을 완성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다.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아 복지체계 구축과 사회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복지지출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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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한다.

우리사회는 현시점에서 심각한 수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출의 급증과 사회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급증하게 될 경우 급여 수준을 일정

부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현재의 부담수준하에서는 지출의 

급속한 확대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경제제도 등 사회여건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복지지출과 

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재정건전성의 위협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사전적인 대응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며,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사회복지지출, 재정건전성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 363362362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은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하여야 한다. 통계 정보의 제공은 시계열적으로 

제공되어야만 과거와 현재까지의 변화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미래를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관련 된 지표의 시계열적인 통계자료 제공이 요구된다. 

보건복지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각 국가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각종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관련 지표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련된 통계 자료의 DB구축이 요구된다. 최근에 이를수록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통계 중심의 보고서 발간에서 벗어나 정책입안자 및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표에 대한 동향설명을 함께 기술한 동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정책수행과 국민의 보건복지 정보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보건

복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지표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며, 이용

자의 이해도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지표의 동향을 분석 제공하고, 통계지표의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보건복지통계의 이용도를 제고하여 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을 살펴보면 2010년의 총인구(추계인구)는 

49,410천명이며, 이 가운데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47~55세 연령층의 인구는 약 

7,14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3.6%로, 2030년

에는 12.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인구가 노인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11.0%에서 2020년

에는 15.7%로 그리고 2030년에는 24.3%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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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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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장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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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 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단위로 살펴보면 공적

연금만 가입된 비율이 26.9%, 퇴직연금만 가입된 비율이 0.6%였으며, 공적연금과 개인

연금에 가입된 비율은 26.4%이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적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9.6%에 불과하며, 전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

연금도 22.1%나 되었다. 

경제사회발전은 우리의 생활수준을 보다 윤택하게 하며, 보건수준은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수준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보건수준도 

향상되어 왔다. 이는 국가의 보건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인 기대수명의 연장, 영아사망

률의 감소 등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이용의 개선을 통한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및 첨단장비의 증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개선 등 보건분야의 대부분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보건비용은 GDP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

니어서 GDP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료비도 증가하여 왔다. 선진국의 예에서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GDP 대비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예산의 증가를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최저생계비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수준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의료지원 대상자인 의료보장대상자수도 증가하여 왔다. 국민건강보험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가족·여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발은 복지서비스 증대 차원에서 증가하여 왔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발굴과 선정, 그리고 이들 지표에 대한 정확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각 분야를 대표

할 수 있는 관련지표의 발굴 및 체계적인 지표체계의 구축이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통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생산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최종 생산 및 관리, 제공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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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정확한 통계생산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분야별 관련 매뉴얼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필요로 하는 통계는 보다 다양하고 세분

화된 통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통계의 체계적인 DB 구축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련 자료의 연계 분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통계생산을 위한 자료 활용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법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보건복지지표, 보건복지 동향, 베이비부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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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료이용통계는 조사 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 조사는 변화하는 통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나 자료수집에 비용이 많이 든다. 행정자료 활용은 

경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수집되는 항목이 고정되어 통계의 다양성이 부족

하다. 따라서 의료이용통계 생산에는 각 자료의 장점과 자료수집의 효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이용 통계조사 간에도 조사의 목적과 대상, 측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통계 

간의 비교와 보완이 부족하므로 조사 방법과 조사항목에 표준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환자의 의료이용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료의 

활용은 단순히 사업실적 통계에 머물러 있었고 이용 적합한 통계생산은 아직 미진하다. 

최근 건강보험환자 표본자료가 구축되면서 연구자 또는 국민이 직접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목적에서 의료이용통계를 생산한다. 그러나 그동안 

통계의 내용과 생산 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이 부족하다. 개별적 통계생산 활동은 통계

생산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통계 이용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각 자료수집체계 간에 

장단점을 분석하여 효용성 높은 의료이용통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계생산 비용과 

응답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이용통계가 되도록 

기존에 의료이용 조사 또는 관련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생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환자조사는 자료수집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분기별 분할조사는 조사 수행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통계의 시의성 향상과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일괄조사로 자료수집 방법에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보건의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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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the Production of Health Care Use Statistics

연구책임자│도세록

공동연구자│김진수 강성홍 고혜연 신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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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정책 수요가 파악될 수 있는 조사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류별로 조사 항목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 환자조사는 횡단면 조사로 조사시점 결정에 

퇴원손상심층조사와 건강보험자료의 월별, 요일별 환자 분포를 참고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의료기관조사인 퇴원손상심층조사는 목표 모집단이 확장 되어야 한다. 퇴원손상

심층조사 설계 모집단은 1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 한정하여 국민 전체 퇴원손상환자가 

추정될 수 없다. 목표 모집단 확대를 위해서는 환자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환자조사를 

활용하여 퇴원손상심층조사가 미 포괄하는 부분을 보완 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퇴원손상심층조사에 병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부가조사로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신뢰성 있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수집하는 자료량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료량 

확대는 표본설계 과정에서 표본 의료기관(PSU)과 표본 환자(SSU) 추출률을 증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비용을 고려할 때 표본 환자(SSU)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손상 환자는 여러 기관에서 자료가 수집되지만 손상의 정의와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동일하게 의료기관조사인 환자조사와 퇴원손상심층조사 간에도 손상원인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므로 타 조사 간 비교와 각 조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손상 정보에 

대한 표준적인 분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의료이용 관련 가구조사인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우선 표본 마모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탈락하는 표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데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

주택총조사의 조사구 활용이 필수적이다. 즉, 5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구에서  350개 조사구 약 8,000 가구를 추출하고 3년 단위로 175개 조사구를 교체

하도록 하여  조사대상 가구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장기 목표 중 하나는 건강보험자료와 연계를 통하여 정확하고 누락 없이 의료비 자료가 

확보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자료와의 연계는 확정적 연계와 확률적 연계가 있을 수 있다. 

주민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등을 활용하여 확정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구원으로부터 개인 식별번호 수집이 쉽지 않으므로 확률적 연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이용 관련 주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자료는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자료의 접근이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건강보험자료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표본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자료의 

수집 단위는  퇴원을 기준으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 방식에 

의하여 자료가 발생 하므로 직접 의료이용통계를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통계생산에 맞는 단위로 재 가공된 자료셋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진료비

명세서 자료로부터 퇴원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셋이 구축되어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의료기관 단위 자료셋 구축은 의료이용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된수 있다. 건강보험자료는 자료량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지역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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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통계, 희귀질환 통계생산에 주요한 자료원이 되어야 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통합적인 의료이용

통계 생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의료이용통계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인 계획과 설계로 

생산 된다. 통계조사 목적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어도 자료를 수집 하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 유사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고 자료 제공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일단 시작된 통계

조사는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에 변화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체 의료이용 

통계에서 담당하는 부분을 검토한 후에 통계조사가 설계되어야 한다. 통계청은 통계승인과 

통계품질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유사 통계조사 간 중복을 배제하고 통계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이용통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중복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의료이용통계는 전문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주무 부서인 보건

복지부가 개별 통계생산 활동과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의료 특성에 따른 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이용통계는 의과 진료 

중심으로 통계가 발전되어 왔다. 최근 한방 병의원이 많은 개설 되면서 전체 의료이용

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인구고령화와 의료보장 확대로 장기요양 환자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동일한 조사 항목은 의료

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진료 특성이 파악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류별 

진료의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류별 조사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등록 또는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의료이용통계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등록 제도에 의하여 수집되는 자료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암 등록 제도를 통하여 암 관련 통계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개인특성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기 위해서는 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통계가 효율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등록제도에 의하여 수집되는 자료 또는 행정자료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정보의 표준화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의료이용 조사가 실시

되고 있으나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진단 및 수술분류 외에는 표준

화된 의료이용 및 행위에 대한 분류 및 코드체계가 없다. 한방의 경우 양방에 대응되는 

진단 분류가 제시되고 있어 통일된 진단 코드로 자료 구축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한방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술 행위에 대한 부분은 표준화 및 코드 체계가 확립 되지 

않아서 통계가 생산되기 어렵다. 한방, 치과, 요양 진료에 대한 진단 분류 외에 각종 

진료 행위에 대한 표준화 및 자료수집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본적인 보건통계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의료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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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통계 전반을 기획하고 통계생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생산된 

통계를 관리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보건통계전담 

기관은 보건의료통계의 전반적 기획 및 수요 파악, 보건의료통계 원시자료 및 통계

결과의 집중관리, 보건의료통계의 기준 및 표준의 설정, 의료이용통계 자료의 심층 분석, 

의료이용통계의 조정 및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주요용어 : 의료이용, 통계생산, 조사설계



37037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통계는 통상적으로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및 가공통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분류 기준은 통계자료의 수집 과정이 조사를 통해 이루 졌는지, 행정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는지, 또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2차 가공하여 수집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조사통계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시의 적절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기반 정책수립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와는 다르게 보고통계 및 가공통계는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종의 행정절차를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의성이나 관련성 측면에서 조사통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통계작성 보다는 행정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조사

통계에 비해 통계생산에 대한 목적성이 약하다.

조사통계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으며, 

거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조사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보건 및 복지분야의 통계자료 생산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건 및 복지분야의 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통계작성 현황과 각 통계별 특징을 파악하고,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의 개선을 통해 시의성과 관련성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

적인 국가통계생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2011년 현재 보건 및 복지분야의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분야는 22종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고, 이 중 건강정책분야 9종, 질병정책분야 3종과 기타 10종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며, 복지분야 조사통계는 아동분야 4종과, 장애인분야 3종, 노인분야  3종, 

기타분야 8종으로 총 17종의 조사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연구보고서 

12  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Study of Developing Strategies of Survey Statistics

for Health & Welfare in Korea

연구책임자│손창균

공동연구자│김은주 류제복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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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널 조사는 면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방문면접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전화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응답자 부담 경감을 위해 패널설계를 유연하게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유연한 패널 설계를 통해 응답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방법의 개발로 인해 CATI와 CAPI같은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고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에서 민감한 문항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의 

효과가 입증되어 면접자 기입 방식의 조사에서 새로운 자기기입식 방법의 발전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응답자 기입방식의 설문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면접(CASI)을 포괄

하며, 다양한 응용 (음성-CASI)과 전화면접(IVR 또는 T-CASI)이 개발되었다.

소셜 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 개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혼합조사 방식을 

통한 조사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확률표본 조사에 있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모집단의 포괄성 감소에 따른 확률 표본의 

의존성이 약화되었으나 모형기반 추정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응답률 산정 방법의 제시와 이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자료에 대한 에디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의 정확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자료수집 방법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확률 표본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등록 

DB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응답률 산정 및 에디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시간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환경 조성과 IT기반 환경에서의 통계자료 활용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보건, 복지, 조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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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재정을 국가차원에서 추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도별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연구자가 각기 다른 방법과 가정 하에 추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재정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선행적 검토사항을 분석하고, 재정

추계의 범위, 추계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2년마다 사회보장재정을 장기추계해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각기 다른 방식

으로 추계된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가 차원에서 장기추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설정

사회보장재정을 장기추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의 범위 설정과 정해진 범위내의 

각 제도별 지출 또는 수입의 추계방식 등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사회보장재정의 범위는 

연구자 마다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추계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재정추계는 체감복지차원에서 제도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지출수준을 

중심으로 작성된 세출예산기능별분류 보다는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분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보장재정추계는 타 분야의 재정추계와는 달리 구성항목이 

많고 자료수집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투입된 노력 대비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추계범

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요 자격급여성 지출과 예산항목 중에서 비중이 크고 

인구구조에 민감한 현금급여나 현물급여(서비스 포함)를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재정추계의 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해 보았으며, 국가차원의 

연구보고서 

12  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 Study on Methodology Development of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연구책임자│원종욱

공동연구자│신화연 임완섭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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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에서 본 자료를 토대로 추계범위에 대한 전문가

와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표 1> 사회복지재정추계의 범위

부문 내용

세입세출

예산부문

보건복지부세출예산 중 

주요 급여 및 서비스 항목

기초생활보장의 4개 급여

장애인 관련 수당 및 연금

보육료지원 및 보육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타부처
보훈처의 주요급여

국토해양부의 임대건설지원

지방재정 복지지출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재정복지 지출비 +

자체복지지출비 (총액을 매칭사업비와의 비중 등으로 추계) +

교육부 매칭사업비

사회보험

부문

4대 사회보험급여 +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3개 공적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2. 선행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한 기준 설정 

사회보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추계는 박형수 외(2009), 원종욱 외(2011), 국회

예산정책처(2012)가 있고 사회보험제도별 재정추계도 각 공단, 학계 등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추계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인구변수, 거시변수, 제도의 범위와 변수 

등에서 각기 다른 가정으로 추계하여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구주체마다 각기 다른 추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재정추계는 이러한 제반 변수에 대한 합의와 통일된 기준적용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소위의 구성으로 국가차원의 경제변수의 

적용과 각 제도별 가정에 대한 토의와 사회적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획

재정부는 『장기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재정추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시변수를 확정지을 예정에 있다. 사회보장재정추계에서의 공통적 기준 마련은 사회

적으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추계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거시변수뿐만 

아니라 제도변수에 대한 가정과 기초값, 그리고 추계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재정추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3. 재정평가지표

재정추계는 장기추계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보장제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추계에 따른 평가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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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연계되어야 하고, 수급자차원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단순히 계량적 지표의 제시 보다는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거시적 평가지표는 총량의 성장속도와 

지출의 구성을 국가군별로 비교하여 사회보장재정의 성장과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시적평가지표는 체감복지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제도의 파급효과가 실제 수급자 차원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평가지표와 미시적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실험적으로 제안해 

보았다. 먼저 거시적 지표는 복지지출의 상대적 비중, 복지지출의 성장패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복지지출구성의 균형정도와 성장패턴을 종합하여 국가별 유형 분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평가지표로는 아시아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가 개발한 

사회보호지수(Social Protection Index: SPI)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보호지수는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호체계의 점검과 새로운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 개발한 지표로써 국가의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는데 유용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지만 공공

사회복지지출수준은 OECD평균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SPI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

여건이나 국가 재정상태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복지제도의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평가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추계를 이용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재정추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기관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사회보장의 

범주와 경제변수 가정 등 각기 다른 기준에서 수행되어 국가차원의 재정지표로 수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안정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범위, 추계방법 및 제 가정 설정, 재정평가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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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일관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특히 재정평가지표를 단순히 양적인 지표에서 벗어나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시적지표와 미시적지표를 제안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기존에는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는 GDP 대비 비중으로 국가간 비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복지제도의 

발전방향과 실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생산은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주요용어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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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 및 불평등 심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점은 선진 복지국가들도 당면한 

공통 현상이다. 유로존 위기의 반복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다. 복지정책 

및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달성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의 

불투명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우리의 당면 과제인 합리적인 복지재원 조달과 정책 설계를 위해 선진 복지

국가의 복지재정 현황 및 재원조달 방식을 분석하고, 한국의 복지정책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인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복지재원 조달 

및 복지재정의 구조와 세계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고, 

국가별 경제 및 사회적 성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복지정책 및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복지국가 유형별로 국민부담률, 조세수입의 구성,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복지지출의 구성 등 조세 및 재정지출 구조에 차이가 있다. 재정수입과 

복지지출 구조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복지제도와 조세 및 재정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경제 성장과 복지, 높은 세금과 높은 행복수준, 큰 정부와 시장원리주의 등 

연구보고서 

12  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Financing Policy for Sustainable Welfare for Korea :

A Case Study of Sweden, France and the UK

연구책임자│고경환

공동연구자│윤영진 강병구 김은경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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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들으면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이 공존한다. 이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주요한 기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정책에서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 둘째, 복지

재원 마련 방법에서는 국민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 전략을 추진

하였다. 스웨덴은 초고부담-초고복지 국가 유형에 속하며,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 총조세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들의 조세저항이 덜한 이유는 국민 개인과 기업의 실질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제도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형의 사회자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의 제도와 정치에 대한 신뢰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능

하고 있으며,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자본은 시민의 정치참여 수준을 제고시켜 정책의 

성과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보호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분절된 시스템이며 복지재원조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자들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 재정정책의 

관점에서 비스마르키언 사회 안전망을 갖춘 국가에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개혁이 용이해 보이지만, 실제 저기여·고급여를 바라는 수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프랑스의 사회보호시스템은 초기 사회보험시스템을 사회보호

제도의 근간으로 하는 비스마르키언적 모델에서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계속 심화

되는 빈곤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에 기반한 급여체계를 도입하며 비버리지안 

유형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호의 재원조달 내에 조세수입의 비중 증가하

였고, 복지재원의 조달 측면에서 사회보험과 조세로 이중화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와 실업 증대, 사회적 배제의 확대 등은 부분적으로 사회보험시스템의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은 사회보험의 개혁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종류의 제도는 전통적인 사회보험시스템과 분리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확립,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배분구조의 

조정,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과세기반을 확대, 조세제도의 간편화와 투명성 확보, 

복지재정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합의와 함께 조세수입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조세

수입의 최적 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영국은 국제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세계의 금융시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영국은 저금리정책, 화폐발행, 국채매입 등 통화정책을 주로 이용하였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집중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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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단행하기 보다는 은행과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재정적자 규모의 감축을 위해 세제혜택의 

축소, 공공지출의 삭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재정 건전화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재량적 재정정책의 시행과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 

그리고 복지제도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정의 효율화 등은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복지제도의 역사와 현실, 관습과 제도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부분적으로 답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총체적 관점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복지국가 발전의 다양성이라는 시각에서 새로운 개편이 모색

되어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복지재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조세

개혁을 통한 성장형 복지국가의 비전 및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와 사회적 리스크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전체 급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합리적인 급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양적 규모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되는 한 모든 분야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때문에 양극화 극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복지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뒷받침해 줄 재정이 반드시 필요

하다.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두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정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요구의 증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부담·저복지에서 벗어나 

증세가 필요하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조세부담률의 인상은 정치

적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다.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여부 및 구체적인 증세 방법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협상을 통해 가능하며, 조세부담의 증가를 통한 복지

확대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중장기

적인 복지국가 목표와 조세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단기적인 정책과의 연관성을 명확

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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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복지개혁은 복지와 경제적 성과를 연계시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조달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복지수준의 수렴

현상으로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로 다른 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나,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용어 : 조세·재정정책, 지속가능성,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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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온라인 상의 네트워크적 특성과 더불어 콘텐츠 생산과 공유측면이 강화된 ‘소셜

미디어’가 사회 많은 부문에 영향을 끼치며 공공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문에서도 각 사업부서 및 사업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성공

사례 발굴이 미흡한 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현황과 선진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보건복지영역에서의 성공적인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소셜미디어’는 Media, Social, Content, Online, Marketing, People, Platforms, 

Communication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으며(Jason SL et al., 2011)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6).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기존 미디어 대비 시간, 대상, 비용, 관계등 4가지 관점에서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삼성경제연구소, 2010) 자기표현, 정보공유, 인간관계에서 

유용한 도구로 일상화된 반면 개인정보유출 심화, 정보의 맹목적 신뢰로 인한 폐해, 

과다한 정보 및 관계에 대한 부담감(정명선등, 2011), 그리고 디지털피로감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병원에서는 마케팅, 인력채용, 브랜드관리, 평판관리, 소비자관계, 소비자/환자/전문가 

교육, 업무협력, 커뮤니티 형성, wellness, 모니터링, 치료(간호)관리 및 코디네이션, 임상

시험 참가자모집, 감시/분석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사이트로는 소프트

넷의 inPHR, 제너럴닥터 생활조합, 굿닥, Hello Health, WebMD, EverydayHealth, 

Vitals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종합병원 중 소셜미디어(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를 중심으로) 개설·운영현황은 40.5%로 반이 채 안되는 

연구보고서 

12  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현황 및 
정책과제

A Study of Utilization of Social Media and Policy Implications in 
Health and Welfare

연구책임자│정영철

공동연구자│이기호 배하석 신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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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설문응답병원에서의 활용정도 또한 100점 기준 평균 

64.0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31.3%, 교육을 시행하는 병원도 18.8%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정책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상태라고 볼 수 없다. 

복지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서울시 SNS 서포터즈, 서울시 수해커뮤니티 

맵, Give me a Pen, 기적의 책꽂이, 10월의 하늘, 소미학, 소셜프리즘, 아수다, 복마니 

만화방, 3,000원의 행복나눔 등 사례를 들 수 있다.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전략은 첫째, 소비자의 계층별, 분야별, 질환별 

욕구 분석 필요 둘째, 욕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필요 셋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방법 연구 필요 넷째, 소비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 구축 

필요 다섯째, Ux(User Experienced) 디자인을 도입하여 소셜미디어의 구조 개발필요 

여섯째, 개인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복지부문에서의 성공적 소셜미디어 활용전략은 첫째, 공공·민간 보건복지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역할 필요, 둘째, 소셜미디어를 공공에서 활용할 경우 더욱 명확한 목적 필요, 셋째, 

감성적 접근 필요, 넷째,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필요, 다섯째, 자세에 따른 

소통의 효과 필요, 여섯째, 정책 형성과정 소통 필요, 일곱째, 사람 중심의 소셜미디어, 

여덟째, 적절한 수준의 관여수준 필요, 아홉째, 블로그기반의 소통전략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보건복지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운영,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셜

미디어 운영목적의 명확화와 이에 따른 내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소셜미디어 

특성에 맞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의 구성과 운영 필요하다. 셋째, 해당업무 및 기관에 

맞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소셜미디어에 맞는 개인

정보보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사차원의 인식, 처리 및 대응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소셜미디어, SNS, 소통,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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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이 사회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요구가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정보탐색’은 보편적인 활동이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건강정보는 소비자의 

새로운 건강정보원으로 급부상하였으나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건강정보로 인한 치명적인 

폐해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정보의 유통은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인터넷상에서 품질이 보장된 건강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

웨이시스템(gateway system)인 『건강정보광장』을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할만한 

건강정보 검색/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인 『건강정보광장』의 2012년도 개발목표는 건강정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의 수집 용이성을 증대시키고 이용자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함

으로써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환경마련과 기능개선에 목적을 두었으며, 『건강정보

광장』의 고도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건강정보광장』에서 매년 사용해 온, 건강

정보 서비스 품질과 사용의도에 대한 평가지표를 교차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건강정보 

수용요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건강정보광장』은 이용자의 이용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정보 수요를 파악

하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정보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 

충분성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타나 정보의 품질에 대해 이용자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연구보고서 

12  57 2012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2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Gateway System for Internet 
Health Information

연구책임자│송태민

공동연구자│이연희 박대순 진달래 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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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2012년 『건강정보광장』의 총 방문자 수는 718,919명이며,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2,488명으로 2011년 3,258명에 비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건강

정보광장』을 연동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금연포털사이트가 개편이 되면서 『건강정보

광장』의 연계를 중단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기관 사이트의 

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과 함께 협력기관 사이트에 『건강정보광장』콘텐츠와 

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발전적인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건강정보의 제작·유통·활용 등의 전 과정에 품질 확보 체계가 필요하며, 둘째, 빅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노인의 인터넷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를 기반으로 하는 웹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및 노인관련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개발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차원의 스마트 건강정보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웹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우수 사이트에 부여되는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추진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건강정보, 건강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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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적 현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통계는 현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

다. 즉, 통계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용된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족한 통계의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웹사이

트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보여 지는 틀이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사이트에서의 

일방적 콘텐츠 제공방식과 달리 통계사이트는 이용자가 보고자하는 형태에 따라 결과

를 보여주는 양방향적 콘텐츠 제공방식이 가능해야 한다. 통계포털의 핵심 기능은 통

계표를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얼마만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보건복지통계포털은 통계의 최신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사이트 유지를 

통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역

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최적의 IT 기술 

선택이 중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적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

화시키고자 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보건복지통계포털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목표

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각 분야별 통계의 수집·생산체계는 통계DB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각 분야별 통계 중에서 노인/빈곤/북한통계의 필요

통계 및 수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인통계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노인의 삶의 현

황을 반영하여, 5대 영역(배경,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환경)에 10개 소영역

(인구, 재정, 소득지원, 개인소득,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경제활동, 여가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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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주거교통환경)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한다.

빈곤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빈곤통계연보’, ‘한국복지패널’, 통계

청의 ‘소득분배지표’, 자료 활용 및 LIS와 OECD 국제 빈곤통계 자료를 등록함으로써 

국제비교가 용이하다.

북한과 관련하여 요구도가 높은 자료는 ① 총인구 및 사회·경제, ②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 현황 및 운영 실태, ③ 북한 주민의 질병이환율, 영양상태 등 건강수준, ④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인력·장비, 의약품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⑤ 남북한간 

교류·협력 및 북한에 대한 국내·외 지원 현황 등이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

한 총 인구 조사’, 통계청의 ‘북한통계포털’, 인구보건복지협회, 유엔인구기금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 미국 CIA의 ‘The World Factbook’, 세계보건기구

(WHO)의 ‘Country Health System’, 통일부 및 통일연구원의 DB 활용, OECD의 

‘CSR Statistics’ 활용을 통한 북한통계 수집이 용이하다.

『보건복지통계』이용자 통계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포털 방문목적은 보건복지 동향 정보를 얻기 위해(55.3%), 관심분야 

전문통계 자료를 보기 위해(31.0),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5.3%), 논문 및 과제 작

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5.3%) 방문한다. 포털의 주요 이용정보 우선순위로는 

보건통계(34.1%), 복지통계(29.6%), 보건복지동향(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응답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로는 복건통계(21.0%), 복지통계(21.4%), 지

역통계(11.5%)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건복지통계』포털에서 강화가 필요한 콘텐츠나 

서비스는 검색결과 인터페이스 개선(43.0%)과 국내외 보건복지관련 통계 공표 일정 공지

에 대한 서비스 강화(33.6%), 통계그래프 개선(22.4%) 등을 요구하였다.

2012년 추가 개발된 내용은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GIS 기능을 활용한 통계서비스 

기능 개발, 웹진 기능 개선을 들 수 있다. 

2012년 현재 회원 수는 신규 회원 615명을 포함해 총 1,765명이 가입하였으며, 회

원 정보를 성실하게 입력 한 1,653명에 대하여 직업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30.3%), 학생(15.1%), 학계(5.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포털의 누적 구축된 자원현

황으로 보건복지통계뉴스는 570건, 분석보고서 95건, 이슈&포커스 153건, 해외통계

자료집 69건, 통계용어 307건, 웹진 26건이다. 보건복지통계는 보건통계 2,143건, 복

지통계 1,937건, 지역통계 145건, 북한통계 96건, 국제통계 308건, 인구 및 기타통계 

234건, 보건복지동향 172건, 빈곤통계연보 33건을 구축하였다.

2012년도 『보건복지통계』포털의 총 방문자 수는 62,886명이며 1일 평균 방문자 수

는 207명, 평균 방문 길이는 4분 15초 정도 포털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 

페이지 열람수는 2,607,927개, 1일 평균 페이지 열람수는 8,578개, 방문당 평균 열람

수는 41.4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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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보건복지통계포털은 보건통계, 복지통계, 보건복지통계뉴스, 마이크로데이터, 통계

용어, 조사통계, 조사관련 분석보고서 및 논문 등 통계 및 관련 콘텐츠를 2만건 이상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양만 보더라도 통계포털은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포털은 이용자에게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진 양적 증대에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특정 영역의 

통계를 이 만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는 통계사이트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KOSIS를 

제외한다면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보건복지통계포털은 엄청나게 다양한 통계표 형식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하여 조사통계가 가지는 통계표 양식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사례별로 분류하고, 『보건복지통계』포털의 콘텐츠가 가진 취약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콘텐츠 특성에 따른 연관통계 서비스 기능 보완과 메타정보의 정확한 이해 및 

해석의 모호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콘텐츠 메타정보의 보완이 절실하다. 

보건복지통계포털의 이용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방문건수는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통계를 선정하여 영문 

콘텐츠 확보와 영문화 작업을 추진하는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를 고려한 통계 콘텐츠의 분류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심

지표 개발 등 차별화된 통계사이트로 거듭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주요용어 : 보건통계, 복지통계, 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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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요 연구활동

1. 주요 행사

2. 정기간행물

3. 2012년도 조사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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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행사명 개최일자 주요내용

저출산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한 국제
워크숍

2012. 5.21
저출산·고령화 관련 세계 각국의 연구 및 정책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연구 및 정책함의 
도출

고령화현상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심포지움

2012. 6.27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하여 태국 UNPFA(국제연합인구기금)와 NESDB
가 지원하는 태국방문단과 심포지엄 개최

고령화의 인구학적 변천과 보건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International Workshop:
Emerging Issues 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Health Policy)

2012. 9.14
한국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타국가의 연구 및 정책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령화 연구 및 정책함의 제공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 연구(빈곤
정책)를 위한 국제워크숍
(Poverty Reduction Policies in Asia, 
Trends, Strategies and Challenges)

2012. 9.28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 8개 국가의 빈곤현황과 관련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가능한 탈빈곤 정책 논의

제4회 아시아 태평양 건강영향평가 국제
학술대회 - 건강수명 연장과 웰빙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2012.10.09
        ~10.11

건강영향평가 TWG 활동의 성과발표 및 국가간 사례비교
분석, 건강영향평가의 법제도적 정책과정 분석 및 정책적 
환경적 상황에 따른 국가별 건강영향평가 방법분석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국제심포지엄
Climate Changes? 
What Consequences for Food 
Safety?-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2012.10.19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국내외전문가 
발표 및 논의

근로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간 연계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kage 
between Retirement and Pension 
System)

2012.11.19
고령화와 100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동 및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개선전략 모색

OECD Family Database 한국자료 구축 
및 제공
(International Conference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2012.11.23
OECD Family Database 한국자료 구축과 관련한 성과와 
향후 자료의 질 제고 및 지속적인 자료 축적방안 논의 

KIHASA-NIPH 공동세미나
Ways to Improve the Health Care 
System

2012.12.21
한국과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지불보상제도, 신의료기술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방향 논의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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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훈련

행사명 개최일자 주요내용

2012년도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연수 실시

2012.8.19
~9.8(21일간)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건
의료정책 및 프로그램관리 연수 실시
ㆍ참가 : 동티모르,미얀마,방글라데시,에콰도르,
 캄보디아,볼리비아,부탄,베트남,몽골,
  파푸아뉴기니 등 10개국 19인
ㆍ 연수국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능력제고를 위한 훈련기회 

제공
ㆍ 보건의료사업 운영,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술과 경험 

전수
ㆍ연수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

■ 정책토론회 / 세미나 등

행사명 개최일자 주요내용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2012. 2. 3
2011년 12월 29일 통과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의 의의 
및 향후과제 논의

사회보장재정추계 및 통계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2. 2.16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을 격년
으로 추계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현 
수준과 장기전망 및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발전에 관한 정책토론회

2012. 2.29
국내 기후변화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지자체 수준의 적응대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적응대책의 발전방향 및 연구내용 도출

20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포럼 2012. 4.30
현재 이용지원체계의 현황에 대한 개선안 및 방향 등에 
대한 논의

100인복지포럼-국민이 바라는 복지 2012. 5.31
국민이 바라는 복지를 주제로 국민의 열망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그리스, 늪에 빠진 복지국가-원인과 시사
점을 중심으로

2012. 5.31
그리스의 복지국가 위기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친 대내
외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

노인틀니급여 및 관리방안 토론회 2012. 6. 2
노인틀니 급여서비스 시행에 대한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급여서비스 제공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복지분야 2012. 6.13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복지분야 투자방향, 
보육 투자확대 및 효과성 제고방안, 고령화시대 노인부문 
투자방향 등 논의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 2012. 6.15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피임제의 부작
용과 사회적 파급효과, 생명윤리, 피임제 이용 편의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경구용 피임제의 의약품 
분류(안)에 대한 의견수렴

한국사회의 공정성 1990~2011-변화
추이의 국제비교와 발전방향 모색

2012. 6.19
한국사회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공정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에 대한 전문가 토론

식픔시험검사분야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2012. 6.19 식품시험검사분야 교육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향 논의

노인실태조사결과 및 노인보건복지 발전
방안 토론회

2012. 6.2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안 모색

제2차 노인장기요양발전포럼 2012. 6.22 장기요양서비스 공급방식의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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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일자 주요내용

2012년도 공중위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2012. 6.28
        ~ 6.29

2012년도 공중위생업 각 분야별 현안문제점의 분석 및 개
선방안 도출과 중장기 정책과제 마련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세미나
“인구교육, 이대로 좋은가?”

2012. 7.12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인구교육의 중요성과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2012. 7.20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스웨덴 복지지출의 추이와 사회현상의 
변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2012. 7.26
보편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복지지출 추이와 변곡점, 
그에 따른 사회현상의 변화와 도전, 정부의 정책대응 고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2012. 8. 9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각계의견 및 정책제언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발전방향 모색

HACCP 인증의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초청세미나

2012. 8.10
식품포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HACCP 인증관련 가공식품, 
단체급식,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소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토론회

2012. 8.30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교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모색

담배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금연세미나 2012. 9.19
합리적인 담배규제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금연정책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여론조성 및 공론화

수도권 인구정책 심포지엄 2012. 9.20

2013년 제27차 국제인구과학연맹(IUSSP) 세계인구총회 
개최를 기념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문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 논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합동 보건
복지 중기 정책방향에 관한 정책연구협의회

2012. 9.25
보건복지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중기 정책방향 
논의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2. 9.27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대선토론회”이슈개발을 위한 제1차
사전토론회
차기정부 보건의료이슈: 보건의료재정 및 
제공체계

2012.10. 6
차기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이슈에 대한 대선토론회 이슈
개발 - 보건의료재정 및 제공체계

제3차 노인장기요양발전포럼 2012.10.17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의료 복지서비스 연계 논의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상대가치 분리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2.10.18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대가치체계 비교검토-의사와 진료
부분 상대가치 분리방안

“대선토론회”이슈개발을 위한 제2차
사전토론회
차기정부 보건의료이슈: 보건의료의 접근
성과 질

2012.10.20
차기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이슈에 대한 대선토론회 이슈
개발 -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질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2012.10.31 중장기 아동정책 발전방안 모색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  쪽방촌거주자, 퀵서비스근로자, 새벽인력
시장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2012.11.14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거주자, 
퀵서비스 근로자,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천
적인 지원방안 모색

보건의료체계 중장기계획(Beyond 2020) 
제1차 정책토론회

2012.11.23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모색

보건의료체계 중장기계획(Beyond 2020) 
제2차 정책토론회

2012.11.26 비급여관리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모색

2013~2017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안) 수립관련 정책토론회

2012.11.27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3~2017)에 대한 설명 
및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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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일자 주요내용

보건의료체계 중장기계획(Beyond 2020) 
제3차 정책토론회

2012.11.28
Value 극대화(Coast down and Quality up)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모색

위기의 식품안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2012.12.04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식품산업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선진화된 식품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2.12.06
국내 기후변화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지자체 수준의 적응대책 현황 검토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결과 보고 및 활용 관련 전문가 
토론회

2012.12.11
        ~12.12

재가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심층적인 접근 모색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2년도 한국사회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

2012.12.14
복지관련 법제도의 쟁점을 정리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의 
과제를, 특히 고용친화적인 정책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의 최근의 연구성과 공유

■ 정책포럼

행사명 개최일자 주요내용

빈곤포럼
우리사회의 빈곤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
하여 빈곤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서 실증적 분석연구까지 
빈곤의 원인, 경로, 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논의

제1차 빈곤포럼 2012. 7.10
- 교통약자로서의 저소득계층: 빈곤연구의 정책적 함의
-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미혼부의 자녀양육 : 새로운 
 파트너와 아버지의 가구내 거주하는 자녀의 영향

제2차 빈곤포럼 2012. 8.14 아동성장에 대한 빈곤의 종단적 효과

제3차 빈곤포럼 2012. 9.11 해외주거 바우처제도

제4차 빈곤포럼 - 국제세미나 2012.10.10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의 정치학

제5차빈곤포럼 2012.11.20 이명박 정부의 복지재정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제6차 빈곤포럼 2012.12.12
2013~2017 사회복지정책방향 관련 12대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합동 논의

제7차 빈곤포럼 2012.12.18
인도와 중국의 불평등 비교 및 한국의 불평등 심화원인에 
대한 연구 논의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국민기초생활보제도의 실질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제1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2012. 3. 6
        ~3. 7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루 방지 방안, 
2011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에 대한 평가 및 기초보장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

제2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2012. 4.17 
        ~4.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포럼 전문위원, 시군구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수급자 선정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2011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에 대한 평가, 지적 장애인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탈루 대응방안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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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2012. 5. 9
        ~5.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포럼 전문위원, 시군구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수급자 선정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2011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에 대한 평가, 지적 장애인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탈루 대응방안 검토 등

제4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2012. 7.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포럼 전문위원, 시군구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 부양의무자 판
정기준 완화에 대한 평가 및 사회통합관리망 전달체계 
문제점 논의

제5차 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 2012.1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포럼 전문위원, 시군구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 완화에 대한 평가,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수급자 
선정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및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과 지적 장애인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탈루  
대응방안 검토

2012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워크숍
2012.12.11
        ~12.12

2011년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성,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 의사 무능력자 수급비 탈루 현황,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전달체계 문제점 파악 등 관련 
토론 및 2013년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포럼) 
운영계획 관련 논의

보건사회전문가포럼
보건복지 및 타분야 전문가들이 보건복지 이슈들을 종합
적이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융·복합 대응방안 
모색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창립대회 2012. 2.20

보건복지이슈들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출연연구
기관의 보건복지 관련 연구자 및 학계, 산업계 보건복
지전문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전문가 포럼 구성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 우리사회의 격차와 모순 -

2012. 9.26
우리 사회의 격차와 모순을 주제로 복지와 재정, 하우스
푸어, 일과 복지연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보다 
발전된 정책대안 모색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좌담회 2012.11.29
한국사회의 진단, 전망, 추진전략 (보건복지·노동분야) 
논의

저출산고령사회포럼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와 전문가들의 
심층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

제1차저출산고령사회포럼 2012. 6.15

향후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은퇴 후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시민연계활동을 중심으로

제2차저출산고령사회포럼 2012. 8.23

향후 정부의 저출산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 저출산대책으로서의 혼인대책: 혼인이행에 관한 위험 
 분석
- 고령임신과 고위험임신의 출산 지원

장애인정책포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 등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쟁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제1차 장애인정책포럼 2012. 5.11 탈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동향과 과제 등 

제2차 장애인정책포럼 2012. 6.29 장애소득보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제3차 장애인정책포럼
2012. 8.24

영국에서의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정 
및 시사점

제4차 장애인정책포럼 2012. 9.21 ICF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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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일자 주요내용

지역복지정책포럼
지역복지정책의 개발, 추진, 평가 및 성과의 제반 과정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제1차 지역복지정책포럼 2012.10.26
지자체 복지평가의 발전방안 및 지역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 설립방안 논의

제2차 지역복지정책포럼
2012.12. 4
      ~12. 5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복지재단 
및 연구원의 역할 논의

■ 학술행사

행사명 개최일자 주요내용

2012년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보사연주관세션-
한국사회의 아동권 : 현재와 미래

2012. 4.27
      ~4.28

우리 사회복지권의 현주소와 쟁점과제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학술적,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사)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함께 복지권의 실태,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복지권 
확립의 실천적, 정책적방안들을 수립·실행하는 계기 제공

제3회 복지재정DB학술대회 2012. 5.10
각 정책영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에 관한 
보다 풍부한 함의 제공

한국재정학회 창립30주년 기념 추계 정기
학술대회 (후원)

2012. 9. 7
      ~9. 8

녹색성장과 재정(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차기
정부의 과제) - 일반세션 중 후원세션참여 : 한국사회재정의 
현황과 도전

한국서비스학회-보사연공동개최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  이명박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2012.11.16
지난 5년간의 사회서비스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과제는 물론 아동서비스,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 
주요 대상자별 사회서비스정책에 대한 평가

제5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2012.11.23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2012년 KoWePS자료:
기준시점 2005~2011년)를 이용하여 다양한 학술연구
결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도모

제4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2012.12.14
의료패널데이터(2008~2010년)를 이용, 다양한 학술연
구결과 발표의 장 마련 및 연구의 활성화 도모

저출산고령화대응학술심포지엄
2012.12.17
      ~12.18

저출산 고령화 대응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심층적인 
접근을 모색하여 향후 저출산 고령화 정책발전에 기여

■ 명사초청 특강 및 교육

특강 및 교육 개최일자 강사

연구윤리교육 2012. 1. 4 시청각 교육 및 교재 배포

성격, 성격장애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2012. 1.26 김율리(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12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 희망찬 복지
국가를 위한 전진

2012. 4. 9 전만복(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한국의 주요경제 현황 2012. 4.19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패널관리와 ISO 2012. 5.10 박상찬(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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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및 교육 개최일자 강사

청념, 미래를 위한 약속 2012. 6. 4 시청각 교육 

연구윤리교육 2012. 8.21 강소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정보팀장)

연구방법론-실습 2012. 9.14 송태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왜 지금 세로토닌인가? 2012.11. 5 이시형(신경정신과학 박사)

세계 금융경제동향 2012.12. 3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희롱ㆍ성매매방지교육 2012.12. 3 시청각 교육

■ 2012년도 연구협약 체결

분야 기관명 체결일자 협약내용

Global 
Network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2. 2. 8 - 국제적으로 이민과 관련된 이슈 및 이민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 교환
- 관련 연구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및 교육 협력 등

Research 
Network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2.22 - 공동연구수행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 인력교류, 연구장비 등의 공동 활용 등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2. 5.29 - 연구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교류 등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2012. 7.12 - 연구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교류 등

공무원연금공단 2012. 9.14 - 공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책자문
- 외국의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상호협력 등

한의학정책연구원 2012.10.16 - 한의학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정책자문
- 외국의 한의학 분야 연구관련 상호 협력 및 
 국제협력 등

산ㆍ학ㆍ연 
Network

경기대학교 2012. 4. 2 - 연구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교류 등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2012. 8. 1 - 보건 및 복지관련 공동 연구수행 및 정책자문
- 학사, 석사, 박사 과정 학생의 교육과정 상호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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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981년 창간되어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

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연 4회 발행)

■ 제32권 제1호

논문제목 저자

자영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김수완·김상진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의 연령차: 고령화 사회의 
의료서비스에 주는 함의

전해숙·강상경

한·일 노인의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과 생활기능의 관계
이지희·엄기욱· 
후토유 요시코·
나카지마 가즈오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독감의 영향 및 무망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권중돈·엄태영·김유진

재가시설과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김소정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취득이 소득 및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김상호·신정섭·박종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미현

중년 여성의 음주문제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허만세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이은·김진영

중·노년층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생활습관 김미정·김계하

기후변화가 설사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동진·신호성·채수미

■ 제32권 제2호

논문제목 저자

OECD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이내찬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김영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의 특성이 통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간인과 공무원 비교를 중심으로

최종복·김석준·이경온

우리나라, 미국, 네덜란드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연령차별의 개념과 적용대상 정순둘·이미우

영국과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그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중심
으로

전용호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지현·한경혜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 평가와 개인의 노후설계간의 관계성 탐색 전혜성·김미영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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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저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장명숙·박경숙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 지지를 
중심으로

조윤주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김안나·최승아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우정자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김경호·차은진

사망관련 비용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석상훈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관련 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인터넷 신문(대안지)과 전통적 신
문(연장지)의 차이 비교

유현재·송지은

한국의 먹거리 보장실태와 정책과제 김흥주·이해진

■ 제32권 제3호

논문제목 저자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김현식·김지연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조윤주·한준아·김지현

여성정신장애인의 기능장애수준이 양육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남편협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연구

이유리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 엄태완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에서의 종속변수 문제 검토 장동호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공동체 지향적 성장 역량: Q 방법에 의한 유형화와 특성 비교 고형면

기업 사회공헌 확대계획의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강철희·김미희·허수연

사회복지사를 위한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박정임

선택과 경쟁에 관한 바우처 정책집행 연구: 성공회대학교 멘토링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황인매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김윤수·류호영

노동수급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 연구 백승호

의료기관-환자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한 의료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개발 방법론 연구 박화규

의료분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단계모델 추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김은진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on Adolescent Smoking in Korea: 
Smoking Reduction and Brand Switching 

Kim, Hyun-Cheol
Cho, Kyung-Sook
Kwon, Soon-Man
Lim, Jae-Young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 이성규·김재형·김일순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박병선

스트레스가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외상후성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인정

Q 방법론을 활용한 암환자 네비게이터 역할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영선·김세희·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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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권 제4호

논문제목 저자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영향 및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배숙경·엄태영·이은진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 수준과 우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인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이윤경·김세진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시설장 관련 특성이 유니트케어 도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기홍·이재모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이병록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과 기관 운영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용호

양로시설 봉사활동 여성에게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연구 이인수·김지현

중·고령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권혁창·신혜리·김진수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정순둘·성민현

한국인의 재혼 패턴에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우해봉

해외이주 한인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형원

자유선택의 미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권과 부모권 선택의 선호와 실제 간의 비교
를 중심으로

권승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이진숙

The Impact of Child Care  Center-Head Start Agency Partnership Characteristics 
on Parents’Satisfaction  with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Kim, Jung-Eun

한국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국제비교: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 추정 방식을 중심으로 정창률

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업무강도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
심으로

송진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적용된 ICF  2단계 분류 신은경·신형익·이한나

미국의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영양관리서비스 현황 및 관련 산업 동향 파악을 통한 국
내 영양관리서비스산업 방향

이행신

서울시 일개 지역 중년여성 대상 ‘여성건강리더’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현순희·이규영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관한 연구
이영선·한인영·임정원·
강방글

직·간접흡연이 청소년의 천명 및 천식에 미치는 영향 조경숙

북한 의약품정책의 특징과 한계 분석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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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포럼  Health-Welfare Policy Forum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분석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분야 전문지(월간 발행)

권두언 이 달의 초점 정책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1월호
(통권183호)

2012년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와

전망

(김용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원장)

2012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오영호) 
•2012년 건강증진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상영)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신영석) 
•2012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쟁점과
 전망 (강신욱) 
•2012년 복지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강혜규) 
•2012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 
 와 전망 (이삼식)

•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김태완·정희선)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외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분석 (김동진)

•경제 위기 이후 프랑스 
 출산율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신윤정·이지혜) 
•호주 양육비 제도의 발전 
 과 가이드라인 (김승권) 

2월호
(통권184호)

빈곤통계의
의의와 발전방향

(김용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원장)

빈곤과 불평등 동향

•최근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김문길·김태완·이서현) 
•근로빈곤 정의를 둘러싼 쟁점과 추정
 (이병희) 
•자산빈곤율 추정의 쟁점과 자산빈곤율
 시산 (임병인)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박신영)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정기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에 따른 개선방안
 (김성희·이송희)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 
 (안)에 대한 평가와 시사 
 점 (윤석명) 

•폴란드의 가족정책 (박종서)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
 평가와 최근 쟁점 (이현주)

3월호
(통권185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인가?

(김용하 순천향대
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 (신영석)
•국민연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방안 (윤석명)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방하남)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윤조덕)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선우덕)

•북한주민의 공공 식량배급
 수혜상황과 영양취약
 아동규모추계 (황나미) 
•간접흡연 규제정책의
 개선과제 (최은진) 
•지속가능발전 모색을
 위한 건강경영전략 검토 
 (윤시몬)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김성희·이송희) 
•담배회사의 진실을 들여다
 보는 창 : 담배회사 내부
 문건 (이성규) 

4월호
(통권186호)

한국복지패널과 
빈곤연구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패널을 통해 본 불평등과 빈곤

•소득빈곤의 동태 분석 (남상호) 
•소비 불평등과 빈곤 분석 (김영숙) 
•자산빈곤의 현황과 과제 (석상훈) 
•고령자 고용 실태와 정책적 보완과제 (이철선) 

•국내외 식품 관련 영업  
 관리현황과 시사점 (김정선)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김승권·김연우) 

•‘Your Better Life Index’를
 이용한 OECD 국가의 삶의
 질 측정 (윤강재·이지현) 
•담배규제와 흡연예방을
 위한 미국 정책의 시사점  
 (최은진)

5월호
(통권187호)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임관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한국가족의 안정화와 행복 증진 방안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  
 (김승권) 
•중산층가족의 특성과 정책과제 (김유경) 
•베이비 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 생활 전망  
 (정경희)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김연우)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한국복지패널 활용방안 :  
 교차타당성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중심으로
 (김계수·송태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이상영)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윤석명) 

•독일의 고령자 사회참여
 현황 및 정책 (이윤경)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이상림) 

6월호
(통권188호)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 방향

(송재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2011년 장애인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장애인의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김성희)
•장애인의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적 함의 
 (권선진)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실태와 정책적
 함의(이송희)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적 함의(이선우)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정책적 함의 
 (이민경)

•취약계층 빈곤 아동의
 비만·저체중 양상과
 아동기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김혜련)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과제
 (김미숙·김정숙)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향
 (최은진)

•뉴질랜드의 건강영향
 평가와 시사점(이상영)
•2012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 : 흡연과 청소년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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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이 달의 초점 정책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7월호
(통권189호)

건강한 복지사회, 
미래의 복지한국

을 꿈꾼다

(최병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원장)

한국 보건복지의 과제와 발전방향

•MB정부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김승권)
•복지재정의 효과적 운용방향(최성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강신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강혜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오영호)
•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이상영)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신영석)
•소득불평등의 양상과 대응전략(김문길)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정책과제
 (강혜규·김미숙·이윤경·박수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이삼식)
•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장기목표(정경희)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매입 
 방식을 통한 복지투자
 활성화 방안(원종욱)
•농림수산식품부 복지예산을
 통한 농어업인 복지정책  
 개선방안(김태완·정희선)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실태 및 법률 현황
 (김효진)

8월호
(통권190호)

식품안전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손문기 식품의약
품안정청

식품안전국장)

식품 및 생활 안전정책의 향후 정책방향 

•식품이물관리 적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기혜)
•식품 시험검사 분야 교육시스템의 선진화 
 방향(김정선)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곽노성)
•공중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정진욱)
•선진국의 식중독 발생동향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미국을 중심으로(윤시몬)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에  
 대한 기초지자체 보건
 소장 및 사업담당자의
 인식도(채수미·김남순)
•국민연금회관 확충을 통한
 복지사업 추진방안(원종욱)

•미국 뉴욕시의 홈케어서
 비스프로그램(Home
 Care Service Program) 
 과 시사점(김성희·이송희)
•EU 활기찬 노년과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
 (European Year 2012) 
 제정 배경과 정책적 시사점
 (염주희)

9월호
(통권191호)

통계로 본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도전

(조성겸 한국조사
연구학회 회장)

통계로 본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도전 

•우리나라 인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태헌)
•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 동향(장영식)
•사회복지 재정의 동향과 과제(고경환)
•의료이용통계의 발전방향(도세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도입의 효과분석과
 시사점(김진수·이기주)

•미국의 임신위험요소감시
 체계(PRAMS) 고찰(최정수)
•미국 NYC의 음식점 위생
 등급평가(Restaurant 
 Sanitary Inspection 
 Grade)사업 성과분석
 (윤시몬)
•설탕에 관한‘불편한 진실’
 :설탕 규제의 필요성과 
 사례(이경실·이성규)

10월호
(통권192호)

고령사회대응
노인정책의 방향

(이성국 한국노년
학회 회장)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노인의 가족생활 실태와 정책과제(정경희)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이소정)
•노인의 여가활동과 정책과제(오영희)
•노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실태와 정책과제
 (이윤환)
•노인의 기능상태·수발실태와 정책과제 
 (이윤경)
•노인의 생활환경과 정책과제(박보미)

•북한의 UN 새천년개발
 목표(MDGs) 달성도 및 
 우선순위 보건과제(황나미) 
•건강마을사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최은진)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호
 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김세진)

11월호
(통권193호)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만성

질환 관리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방안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정영호)
•지역중심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방향(김혜련)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 방안(신호성)
•국민건강 미래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위험 예측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고숙자·정영호)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위한 재정평가지표(원종욱) 
•보건복지 빅 데이터 효율적
 활용방안(송태민)

•사례관리방법론의 가족
 서비스 활용 사례: 미국
 의 비양육 아버지 대상 
 사례관리프로그램을 중심
 으로(김승권·김연우)
•네덜란드와 독일의 보건
 의료개혁과 시사점
 (윤열매·강지원) 

12월호
(통권194호)

고령사회대응
노인정책의 방향

(최병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장)

자영업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자영업자의 직업 경로와 정책적 함의
 (박종서·김지연) 
•자영업자의 가구소득 및 가계지출: 빈곤 
 규모 추정과 교육 및 의료비부담(정홍원)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와 정책적  
 함의(이삼식)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
 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신화연)
•자영업자의 건강실태와 의료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이상영·신현웅)

•도시지역 50대 장년층의  
 여가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박지숭)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고경환) 

•미국 국민건강면접조사
 조사과정자료 분석(진재현) 
•주요 선진국의 대량조리시설
 위생관리매뉴얼 최근 동향
 (김정선·윤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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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Issue & Focus 

주요 정책고객 및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

(주간 발행)

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120호(2012-01) 한국의료패널로 본 활동제한과 미충족의료 정영호 2012-01-06

제121호(2012-02)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이삼식 2012-01-13

제122호(2012-03) 유럽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추진사례와 발전동향 최은진 2012-01-20

제123호(2012-04) 유럽의 유기가공식품관리제도 및 시사점 곽노성 2012-01-27

제124호(2012-05)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김미곤 2012-02-03

제125호(2012-06) 지역사회 단위 사회통합지표의 의의와 적용 이현주 2012-02-10

제126호(2012-07)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김문길 2012-02-17

제127호(2012-08)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과 보육연계 실태와 시사점
이삼식
이지혜

2012-02-24

제128호(2012-09)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자원 관리방안 정영철 2012-03-02

제129호(2012-10)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의 공급실태 오영호 2012-03-09

제130호(2012-11) 단체급식의 현황과 영양관리 개선과제 김혜련 2012-03-16

제131호(2012-12)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황나미 2012-03-23

제132호(2012-13)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 정기혜 2012-03-30

재133호(2012-14)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 최성은 2012-04-06

제134호(2012-15)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방안 신현웅 2012-04-13

제135호(2012-1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 구조 비교 신화연 2012-04-20

제136호(2012-17)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과 시사점 여유진 2012-04-27

제137호(2012-1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이윤경 2012-05-04

제138호(2012-19)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인식 김남순 2012-05-11

제139호(2012-20) Specialty Drugs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2012-05-18

제140호(2012-21)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윤강재 2012-05-25

제141호(2012-22) 복지사업대상의 소득계층별 분포 강신욱 2012-06-01

제142호(2012-23) 가구균등화 척도가 상대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2012-06-08

제143호(2012-24)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김현식 2012-06-15

제144호(2012-25)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망 및
발전방향

박  건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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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145호(2012-26) 의료이용의 지역적 불평등: 지역단위 접근의 중요성 신호성 2012-06-29

제146호(2012-27) 식품위해평가 분야의 국제협력동향 및 발전방향 김정선 2012-07-06

제147호(2012-28)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정경희 2012-07-13

제148호(2012-29) 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및 미래의 도전 홍석표 2012-07-20

제149호(2012-30) 농어촌지역 빈곤 및 양극화 현상 김태완 2012-07-27

제150호(2012-31)
희망키움통장(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최현수 2012-08-03

제151호(2012-32) 프랑스 영유아 보육정책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2012-08-10

제152호(2012-33)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김유경 2012-08-17

제153호(2012-3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선우덕 2012-08-24

제154호(2012-3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고경환 2012-08-31

제155호(2012-36) 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유근춘 2012-09-07

제156호(2012-37) 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박종서 2012-09-14

제157호(2012-38)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이상림 2012-09-21

제158호(2012-39)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오영희 2012-09-28

제159호(2012-40) 농어촌 주민의 일반ㆍ응급의료 이용현황 및 시사점 김동진 2012-10-05

제160호(2012-41) [건강일본21] 평가결과 정진욱 2012-10-19

제161호(2012-42)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시사점
원종욱
김태은

2012-10-26

제162호(2012-43)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조사 및 시사점 윤석명 2012-11-02

제163호(2012-44) 프랑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시사점 김대중 2012-11-09

제164호2012-45)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김미숙 2012-11-16

제165호(2012-46)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장영식 2012-11-23

제166호(2012-47)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시사점 김성희 2012-11-30

제167호(2012-48)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와 시사점 도세록 2012-12-07

제168호(2012-49)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요인 다변량분석 : 
Google 검색 트랜드 적용

송태민 2012-12-14

제169호(2012-50)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이삼식 2012-12-21

제170호(2012-51)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 최정수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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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가구방문면접조사 현황

조사명 연구
책임자 표본 규모 위탁

기관 조사 기간 조사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위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신호성
서울시 성인 남녀
30세~74세 800명 원내 1.10 ~ 1.14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추정

20112년도 한국
복지패널조사

최현수

전국 5,782가구
(기존)
1,800가구
(신규 추가)

원내

2.11 ~ 6.04
(기존 패널)
7. 7 ~ 8.17

(신규 표본유치)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실태변화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정책 
개발

2012년도 한국의료
패널조사

정영호

전국 6,047가구
(기존)
전국 2,500가구
(신규)

원내

2.24 ~ 7.27
(기존패널)

9. 7 ~ 10. 6
(신규 표본유치)

보건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 수준 및 건강 
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 생산 

제3차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실태 
조사

윤석명
전국 3,000가구

원내 3.14 ~ 4. 9
장·단기 노후소득보장 체계  
수립

2012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김승권

전국 18,000가구
원내 
및

서울
리서치

4.19 ~ 6.22

출산 및 임신, 피임실태, 모자 
보건, 가족가치관, 자녀양육,  
가족생활 등에 관한 추세를  
파악하여 인구·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 조사

최은진

1,220명(서울시
거주 만50~59세 
성인 남녀)

한국
리서치

7. 2 ~ 8.31

소비자 측면에서 건강행동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연구하여 건강증진 
서비스의 정책개선 

2012년 보육실태
조사 이연희

전국 15,000가구
원내 7.11 ~ 8.18

가구의 보육·교육 수요 및  
부모의 요구도 파악을 통한  
객관적 자료 생산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김미곤

전국 600개 지역 
1,800개 부동산

원내

6.17 ~ 7. 4

·최저거주면적에 상응하는 
 자가, 전세, 월세 가격 파악 
·가구균등화지수 및 주거비 
 가구 균등화 지수 산출  
 지역별 최저 주거비를 산출

전국 22,000가구
8.23 ~12. 6

상대적·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주관적 자료

2012년도 조사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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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전화조사 수행 현황

순번 전화조사명 연구
책임자 표본  규모 위탁

기관 조사기간 조사목적

1
시간연장 보육
이용 부모조사 -

시간연장 보육 이용 
부모 1,000명

육아
정책

연구소

1.12 ~
1.18

시간연장보육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2

개원의 대상 임상
진료지침 인식도 
조사_3차 시도

김남순

개원의 3,000명

원내
1.19 ~
2.08

이메일을 통한 인식도 조사 
실시를 위하여 개원의에게
조사협조를 요청 이메일 주소
확보

3
보건소 이미지 및 
명칭변경에 대한 
전화조사

정영호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원내

2. 2 ~
2. 8

보건소 이용 및 만족도,
기능인지, 서비스 이미지,
명칭변경

4
서민의 개념과 범
위에 대한 인식조사

강신욱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300명

원내
2.13 ~
2.15

서민의 개념과 범위

5
2012년 비영리
법인실태조사

오영호
비영리법인 및 기관 
3,036기관

원내
3.19 ~
3.30

웹 시스템을 통한 설문지 작성
방법 설명 및 독려

6
농어촌 주민의
의료이용 및 건강
증진 욕구파악

김동진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원내

4. 2 ~
4. 9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및 건강증진 욕구

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조사 -

국공립어린이집 이
용아동 부모대상 
1,000명

육아
정책

연구소

4.17 ~
4.20

국공립어린이집 대기등록
실태 및 시설 접근성 조사

8
어린이집 정보에 
관한 부모조사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 
1,000명

육아
정책

연구소

4.23 ~
5. 2

어린이집 정보에 관한 부모조사

9
결혼 및 출산관련 
주거욕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이삼식
25~39세
유배우여성 1,500명 원내

5. 2 ~
5. 3

결혼 및 출산관련 주거욕구

10

정신건강고위험
자 관리체계 정립
방안에 관한 일반
시민 전화조사

정진욱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원내
6. 4 ~
6.13

정신보건이용실태 및 정신보건
서비스인식 등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김문길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원내
6.18 ~
6.21

보훈제도에 대한 일반의식,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필요 
우선순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

12

폭염대응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도 조사

김남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원내
8. 9 ~
8.24

기초지자체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
하여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제시

13
2011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선우덕
전국 20~69세 남녀 
1,500명 원내

8.21 ~
9. 6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및 성과
평가



순번 전화조사명 연구
책임자 표본  규모 위탁

기관 조사기간 조사목적

14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만족도 조사 신현웅

건강보험지역가입자 
1,000명 원내

9. 4 ~
9.14

2011년 시행된 사회보험
통합고지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개선방안 조사

15

식품안전분야
패널구축 검토를 
위한 대국민 인식
조사

정기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원내
9.24 ~
9.28

식품패널구축을 위한 대국민 
사전인식 및 수요조사

16

복지용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의견조사 김대중

전국 복지용구
공급업체(278개) 및 
판매업체(1387개) 원내

10. 8 ~
10.11

복지용구제품의 시장공급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지용구 
수요기반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복지용구 급여체계 개선
방안 기초자료로 활용

17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조사

이연희

어린이집원장,
교사, 이용학부모,
보육관련 전문가 등 
1200명

육아
정책

연구소

10.12 ~ 
10.24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의견조사

18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개원의 인식
조사

이연희

개원의 400명
(인센티브 수령 200명,
비수령 200명)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10.26 ~
10.31

국내약품비수준에 대한 인식
과 향후제도 지속에 대한 개원
의 의견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
과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및 제
도 운영의 방향 근거로 활용

19
장례문화의식조사,
화장시설 이용만
족도 조사

정영철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화장
시설 이용자 500명

원내
11. 1 ~
11.21

국가 장사관련정책 홍보 및 향
후 장사관련정책수립 기초자
료 활용

20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 전화조사

김태완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원내
11.21 ~
12. 7

일반의식 및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Ⅴ
2013년 주요 연구계획

1. 사업목표

2. 연구사업 운영방향

3. 중점연구사업

4. 연구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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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총괄목표   ■ 미래사회에 대응한 보건복지정책 선도

 세부목표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현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보건의료 정책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책의 개발·결정·평가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생산하고,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의료수가 항목별(기본진료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12가지 항목)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 등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에 따른 약제처방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효과 평가

•우리나라의 건강 및 의료영역에서의 계층간·집단간·지역간 불평등 수준 측정

 하고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의료의 질과 관련된 대표지표의 생산과 국제 비교를 실시함과 아울러, 의료의 질 

 관련 법적체계, 면허 및 재면허 제도, 요양기관 인증제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질 

 관리 체계, 진료가이드 라인, 재정적 인센티브 등에 대한 분석 실시

•가족·학교·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발생빈도(prevalence), 갈등의 정도, 

 유형, 갈등요인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현 연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및 취업지원을 위한 활성화 정책 연구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 연구

•복지정책의 효과성 측정과 제고를 위한 심층 연구

•빈곤실태 및 빈곤정책 관련 기초 자료의 생산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의 주요 요인 심층 분석  

•사회서비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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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이슈의 상세 분석 및 대응 모색

•실질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집행,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지역의

 복지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및 관련 복지주체의 지역복지를 위한 교류사업 추진

•data에 기반한 evidence-based 연구의 인프라 구축

•사회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정책 진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연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새정부 국정방향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보완 내지 강화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기초적인 사회시스템 진단 및 정책방안 마련

•인구 기초연구 실시

•장기적인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가족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국내외 기관 등과 연구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다학제적 접근 및 국제공동 연구

3. 중점연구사업

사업목표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근거중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근거 
사용현황 분석

보건영역의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이론을 바탕
으로 국내 연구근거의 유형을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 특정 보건의료 영역을 선정하여 근거생산 
및 전파,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근거활용 정도와 
기전과 맥락을 파악하고, WHO 등의 근거중심
정책과 근거확산 전략을 조사하여 국내 근거중심
정책 추진에 기여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와 보건사업 
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이후 2012년까지의 기금 
사업(대민사업, 연구사업 등)의 사업 현황을 분석
하여 기금사업내용의 적합성과 성과를 평가하
고, 향후 기금을 통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건강증진기금 지원
사업 결과의 효율적 활용과 확산방안 제시

의약품 정책이 처방의 적정성에 미친 
효과 연구

2010년 10월 도입된 의원 외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가 약제사용 및 비용절감에 미친 
효과, 처방의 적정성 향상에 미친 효과, 처방행태 
변화가 나타난 의료공급자의 특성 등을 실증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의약품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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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서비스의 수요 규모를 추정하고,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소외지역을 설정하고, 향후 
사회서비스 공급을위한 적정 범위 제시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복지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판별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메타평가분석 실시. 영역별·대상기관별·활용
용도별로 평가를 체계화하고, 평가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
하여 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규명하고, 근로에 대한 태도의 특성을 분석함. 
이를 통하여 각 집단의 복지의식을 이해하고, 
근로에 대한 태도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의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사회정책, 근로복지
정책의 기획에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

4. 연구계획 개요

■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근거중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근거 사용현황 분석

보건영역의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근거의 유형을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 특정 보건의료 영역을 선정하여 근거생산 및 전파,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근거활용 정도와 기전과 맥락을 파악하고, WHO 등의 
근거중심정책과 근거확산 전략을 조사하여 국내 근거 중심정책 추진에 기여

2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와
보건사업에서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향과 사업결과의 활용
을 위한 확산 방안 제시

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구조 분석과 경영효율성을 추정하는 연구로 실증 
분석

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의료소비자 권리의 명확한 영역 설정과 체계적인 소비자권리 강화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소비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 수준을 조
사함으로써 의료소비자 정책의 실효성 제고

5
식품분야 규제 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사회규제로 규제강화가 필요한 식품안전분야의 규제정책 변화 추이를 분석
하고 향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정책의 강화, 완화, 신설, 폐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도출

6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 연구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기
초성분과 기능성분들에 대한 안전과 위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소비자의 행태에 적합하게 전달하여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안전 관리방안 
마련

7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범정부 및 부처 내 정책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술분야간 통섭적, 융합적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초 분석과 함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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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명 개요

8
진료비 지출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 방안 

건강보험의 12개 의료수가 항목별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과 중장기 지출 전망
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진료비 지출목표를 관리하는 거시적 진료비 관리방안 
제시

9
의약품 정책이 처방의 적정성에 
미친 효과 연구

2010년 10월 도입된 의원 외래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가 약제사용 및 
비용절감에 미친 효과, 처방의 적정성에 미친 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향후 의약품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
과제

우리나라의 건강형평성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관련지표를 
주기적으로 산출함으로써 향후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11
한국의 의료의 질 평가지표와 
정책과제

OECD Health Data의 기준 등을 기초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의
료의 질 지표 선정 및 산출을 통해 향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
수립 연구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목표수익률의 설정, 자산배분, 허용위험한도의 평가, 해외
투자의 방향설정,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강화와 성과평가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

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악화의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고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 정책 영역별 과제 설정의 근거 제공

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소득계층별 조세 및 사회적 수혜의 분포 현황을 파악한 다음 계층별 소득
이전으로 인한 노동공급 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

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우리나라 취약계층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현금·현물성 복지지출 증대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재원분담을 위한 세대간 갈등 구조 분석

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성과는 부모의 학력, 부모의 경제수준 등 기회의 여부
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교육, 주거, 위생 등 아동의 성장환경을 규정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인간기회지수 측정

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빈곤율 및 불평등지수 산출, 경제 및 노동·사회복지·조세·복지재정 지출 관련 
2차 통계자료 제시, 지표산출에 이용된 마이크로 데이터 소개, 빈곤·불평등 
지수 관련 최근 연구동향 및 산출방식 소개

18
고용-복지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
를 중심으로

향후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정책수립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자료 축적의 일차적 목적과 향후 한국의 고용·복지연계정책의 방향 
재정립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우리나라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특성과 복지정책,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규명하여 근로에 대한 태도의 특성과 근로에 대한 태도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관계 규명

20 한국복지 질적 패널 구축

각종 복지정책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역동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인식과 행태 상의 변화 양상에 대한 관심
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양적 질적 연계 패널조사 자료를 구축

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
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서비스의 수요 규모를 추정하고,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소외지역을 
설정, 향후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정 범위 제시

22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복지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판별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메타평가
분석을 실시함. 영역별·대상기관별·활용 용도별로 평가를 체계화하고, 평가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 등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복지패
러다임에 부합하는 장애인복지정책 방향 및 과제 마련



2012 Annual Report

412

번호 과제명 개요

24
장애인 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
특성 연구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를 파악, 분석하
여 공공부문의 최소품질 개입 영역을 도출하고, 최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공급의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여, 현행 서비스 공급의 최소품질보장
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 도출

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분석
2004~2011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구축
한 Kihasa 복지재정 DB의 업데이트와 국고보조사업 DB 구축

26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형평화 방안 제안

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보장 추계모형을 검토하고 사회보장관련 각종 거시정책 정책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복지수준과 부담을 둘러싼 재정 부담을 세대 간 갈등의 관점에서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제안

29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3
보건복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 및 각 지표별 동향 
분석

30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취약점을 분석하여 관련된 정책방안 제시

■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원인 및 고령사회 대응 관련 기초
연구와 인구변동과 정책 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개발

2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실시, 근거기반의 건강영향평가지식포털보완 및 
운영
흡연, 음주, 신체활동부족관련 경제사회지위별 건강행태격차감소를 위한 사회
환경적 요인 분석 및 정책개선방안 도출
건강영향평가 TWG(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포럼)의 2010-2013
활동계획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도출

3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4년차): 사회보험 정책연구

아시아 복지국가 전략을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과정 중에 형성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복지
국가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

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4년차)

2010~2012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모형”을 본격 적용하여 효과성·효율성을 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며, 공공·
민간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 연계를 위한 연구 추진

5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
자리 확충 전략 Ⅲ: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
창출 연계모델

한국형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 창출 육성모델에 대한 정책을 제시
하기 위하여, 각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과 제3섹터의 역할(수익
모델 포함) 및 고용효과를 분석, 수준별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한국형 사회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방안 제시

6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통계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지속가능한 포털사이트 구현 및 국가
통계로 승인된 조사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조사사업간 조사결과에 대해 동일 
아이템의 비교가 가능한 조사항목별 자료수집체계 마련

7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또는 공공차원
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한 건강정보 제공방안 제시, 수요자 중심의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위한 필요 콘텐츠 및 서비스 규정,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방안 제시 및 온톨리지 기반 건강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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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명 개요

8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연구 -

가족·학교·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발생빈도, 갈등의 정도 및 유형, 
갈등의 요인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사회병리 현상의 해소와 사회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9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센터 운영

지역복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며 주요 복지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복지의 진단·평가를 통한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분석,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 및 부문간 연계 강화 모색

10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외부 연구자 및 정책관련 담당자들에게 한국복지패널자료를 공개하고,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개최

11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국민의 의료비 분석,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행태 및 공급자 특성 분석, 
보건복지관련 지표 생산을 통해 국민의료비 산출 및 변화 양상 추적, 의료비의 
흐름(인과관계)을 분석,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동태적 보건복지
관련 지표 생산, 의료비 지출 양상과 패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협동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반적인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2
가임기 여성 임신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임신 전 건강관리 경험이 출산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출산 건강 
증진을 위한 임신 전 여성 출산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 정비 및 민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 연구관련사업

번호 사업명 개요

1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외국의 선진 복지정책 사례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해외 사회 정책
관련 지식축적에 기여

2
기초보장 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정부 및 학계 전문가 포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 이론적, 
실증적 뒷받침을 위해 복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포럼 
운영

3
기초보장 모니터링 및 현장
보고: 2013년 실무자에 의한
기초보장 평가(포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시 정책 모니터링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기초보장관리단 및 사회 복지통합관리망 
운영체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4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하여 보건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 모색





부록

인력현황

2012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홈페이지 및 도서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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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현황 

소속 이름 직위·직급 이메일

원장실

최병호 원장 choice@kihasa.re.kr

이수형 부연구위원 sue1st@kihasa.re.kr

정지원 전문원 freevie308@kihasa.re.kr

부원장실
신영석 부원장(선임연구위원) ysshin@kihasa.re.kr

윤열매 전문원 fruit0811@kihasa.re.kr

검사역 장충남 검사역(책임행정원) cnn372@kihasa.re.kr

인구전략연구소
이삼식 소장(연구위원) lss@kihasa.re.kr

이윤경 간사위원(부연구위원) yklee@kihasa.re.kr

인구전략연구소 
저출산정책연구센터

이삼식 센터장(연구위원) lss@kihasa.re.kr

신윤정 연구위원 yjshin@kihasa.re.kr

김은정 부연구위원 kim880@kihasa.re.kr

박종서 부연구위원 parkjs@kihasa.re.kr

이상림 부연구위원 sllee@kihasa.re.kr

이소영 부연구위원 sylanne@kihasa.re.kr

이지혜 전문연구원 yijihye@kihasa.re.kr

기재량 연구원 jaeryang@kihasa.re.kr

박지연 연구원 jypark@kihasa.re.kr

임지영 연구원 limji@kihasa.re.kr

유재언 연구원 jaeeon0205@kihasa.re.kr

최효진 연구원 chj@kihasa.re.kr

송진아 전문원 ginasong@kihasa.re.kr

인구전략연구소 
고령사회연구센터

정경희 센터장(선임연구위원) khlc@kihasa.re.kr

선우덕 연구위원 duksw@kihasa.re.kr

오영희 연구위원 oyh@kihasa.re.kr

염주희 부연구위원 jhyum@kihasa.re.kr

이윤경 부연구위원 yklee@kihasa.re.kr

황남희 초빙연구위원 nhui@kihasa.re.kr

김경래 전문연구원 krk777@kihasa.re.kr

오신휘 전문연구원 shinhwee@kihasa.re.kr

김세진 연구원 soopiasj@kihasa.re.kr

남효정 연구원 nhj3923@kihasa.re.kr

박보미 연구원 bomray@kihasa.re.kr

양찬미 연구원 ycm723@kihasa.re.kr 

정은지 연구원 jej2863@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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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이름 직위·직급 이메일

인구전략연구소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연구위원) smy1985@kihasa.re.kr

김재호 초빙연구위원 ksud71@kihasa.re.kr

양혜진 연구원 hjyang@kihasa.re.kr

보건정책연구실

정영호 실장(연구위원) yhjung@kihasa.re.kr

윤강재 간사위원(부연구위원)  kjyun@kihasa.re.kr

정기혜 선임연구위원 khchung@kihasa.re.kr

김남순 연구위원 artemine@kihasa.re.kr

김정선 연구위원 kjs0416@kihasa.re.kr

김혜련 연구위원 hrkim@kihasa.re.kr

서미경 연구위원 kyungsm@kihasa.re.kr

오영호 연구위원 ohyho@kihasa.re.kr

최은진 연구위원 eunjin@kihasa.re.kr

최정수 연구위원 jsoo@kihasa.re.kr

황나미 연구위원 nami@kihasa.re.kr

고숙자 부연구위원 kosukja@kihasa.re.kr

곽노성 부연구위원 forsome@kihasa.re.kr

김대중 부연구위원 kimdj07@kihasa.re.kr

김어지나 전문연구원 eojina@kihasa.re.kr

윤시몬 전문연구원 yunsimon@kihasa.re.kr

이난희 전문연구원 yeenh@kihasa.re.kr

채수미 전문연구원 csm1030@kihasa.re.kr

성대훈 연구원 sungdh@kihasa.re.kr

여지영 연구원 yeojy@kihasa.re.kr

보건정책연구실

오영인 연구원 ryan502@kihasa.re.kr 

오혜인 연구원 dazu3000@kihasa.re.kr

윤흰뫼 연구원 letsmoi@kihasa.re.kr

최성은 연구원 seongeun@kihasa.re.kr

최지희 연구원 jihee86@kihasa.re.kr

건강보장연구실

이상영 실장(선임연구위원) yslee@kihasa.re.kr

신현웅 간사위원(연구위원) shinhw@kihasa.re.kr

강희정 연구위원 kanghj71@kihasa.re.kr

김진수 연구위원 econ123@kihasa.re.kr

박실비아 연구위원 spark@kihasa.re.kr

김동진 부연구위원 djkim@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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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연구실

박은자 부연구위원 ejpark@kihasa.re.kr

황도경 부연구위원 dk9911@kihasa.re.kr

정진욱 초빙연구위원 jjwook@kihasa.re.kr

하솔잎 전문연구원 solpha@kihasa.re.kr

고슬기 연구원 koseul@kihasa.re.kr

이기주 연구원 great316@kihasa.re.kr

이예슬 연구원 twinviolet@kihasa.re.kr

이슬기 연구원 sklee5739@kihasa.re.kr

성민현 연구원 platan23@kihasa.re.kr

채희란 연구원 heeranchae@kihasa.re.kr

류치영 연구원 snurcy@kihasa.re.kr

사회보장연구실

노대명 실장(연구위원) dmno@kihasa.re.kr

김태완 간사위원(연구위원) taewan@kihasa.re.kr

강신욱 연구위원 kangsw@kihasa.re.kr

남상호 연구위원 johnnam@kihasa.re.kr

여유진 연구위원 eugene@kihasa.re.kr

이태진 연구위원 ginihome@kihasa.re.kr

이현주 연구위원 hjlee@kihasa.re.kr

홍석표 연구위원 seokp@kihasa.re.kr

김문길 부연구위원 jcwood71@kihasa.re.kr

최현수 부연구위원 ppiji@kihasa.re.kr

우선희 전문연구원 red598@kihasa.re.kr

임완섭 전문연구원 eqlys@kihasa.re.kr

전지현 전문연구원 xena0330@kihasa.re.kr

김성아 연구원 kseonga@kihasa.re.kr

박형존 연구원 sheeppig@kihasa.re.kr

이주미 연구원 leejumi@kihasa.re.kr

정희선 연구원 jhsun@kihasa.re.kr

정현상 연구원 hsjung@kihasa.re.kr

주영선 연구원 youngsun@kihasa.re.kr

최준영 연구원 cjy0223@kihasa.re.kr

사회서비스연구실

강혜규 실장(연구위원) hyekyu@kihasa.re.kr

김성희 간사위원(연구위원) shkim@kihasa.re.kr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kimsk@kihasa.re.kr

변용찬 선임연구위원 byc@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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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이름 직위·직급 이메일

사회서비스연구실

김미숙 연구위원 mskim@kihasa.re.kr

김유경 연구위원 kyk@kihasa.re.kr

박세경 연구위원 parks@kihasa.re.kr

이철선 연구위원 cslee@kihasa.re.kr

정홍원 연구위원 chunghw@kihasa.re.kr

박수지 부연구위원 susie_park@kihasa.re.kr

정은희 부연구위원 ehjoung@kihasa.re.kr

황주희 부연구위원 hwangju@kihasa.re.kr

김효진 전문연구원 hjkim@kihasa.re.kr 

이민경 전문연구원 ymg753@kihasa.re.kr

이주연 전문연구원 juyeon@kihasa.re.kr

임성은 전문연구원 sungelim@kihasa.re.kr

권소일 연구원 kwonsi@kihasa.re.kr

김가희 연구원 stjmhj@kihasa.re.kr

김연우 연구원 ohwelfare@kihasa.re.kr

이송희 연구원 sunny3000@kihasa.re.kr

이정은 연구원 ljeun@kihasa.re.kr

최영준 연구원 yjchoi@kihasa.re.kr

하태정 연구원 taejeong@kihasa.re.kr

통계정보연구실

송태민 실장(연구위원) tmsong@kihasa.re.kr

오미애 간사위원(부연구위원) miaeoh@kihasa.re.kr

장영식 선임연구위원 yschang@kihasa.re.kr

도세록 연구위원 srdoh@kihasa.re.kr

김나연 전문연구원 nayeon@kihasa.re.kr 

고혜연 연구원 hyko231@kihasa.re.kr

진달래 연구원 kireijins@kihasa.re.kr

진재현 연구원 ssamboks@kihasa.re.kr

김은주 전문원 marlinip@kihasa.re.kr

신은숙 전문원  sksw10@kihasa.re.kr

장현경 전문원 janghk1@kihasa.re.kr

함선유 전문원 sunyuham@kihasa.re.kr

통계정보연구실 
보건복지정보센터

정영철 센터장(연구위원) cyc@kihasa.re.kr

박건 초빙연구위원 jeromepark@kihasa.re.kr

송병룡 초빙연구위원 songbr22@kihasa.re.kr

이야리 초빙연구위원 lyaree@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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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연구실 
보건복지정보센터

이기호 전문연구원 ekiho@kihasa.re.kr

강인선 전문원 kis2401@kihasa.re.kr

김명조 전문원 porie@kihasa.re.kr

김성재 전문원 seongjaekim@kihasa.re.kr

김연태 전문원 eyeof12@kihasa.re.kr

김종일 전문원 kimjongil@kihasa.re.kr

박설희 전문원 cjaqjd@kihasa.re.kr

윤강인 전문원 blueday829@kihasa.re.kr

이미환 전문원 mihwan@kihasa.re.kr

이소윤 전문원 lsy1104@kihasa.re.kr

이영미 전문원 pokseol@kihasa.re.kr

이재혁 전문원 jay4roy@kihasa.re.kr

이정연 전문원 sellursoul@kihasa.re.kr

이태희 전문원 poolside@kihasa.re.kr

임미정 전문원 mjlim@kihasa.re.kr

임종균 전문원 falcon@kihasa.re.kr

전혜인 전문원 jjjhyein@kihasa.re.kr

정상교 전문원 sg0610@kihasa.re.kr

조주현 전문원 jhcho86@kihasa.re.kr

홍경표 전문원 hongah@kihasa.re.kr

통계정보연구실 
사회조사센터

이연희 센터장(책임전문원) yhlee@kihasa.re.kr

문병윤 선임전문원 msj@kihasa.re.kr

윤주영 전문원 yoonjy00@kihasa.re.kr

박나영 전문원 1521178@kihasa.re.kr

신재동 전문원 shin8405@kihasa.re.kr

염아림 전문원 ar0113@kihasa.re.kr

정혜란 전문원 prettyran@kihasa.re.kr

통계정보연구실 
전산운영팀

박대순 팀장(선임전문원) dspark@kihasa.re.kr

신창우 선임전문원 cwshin@kihasa.re.kr

심소희 선임전문원 russia918@kihasa.re.kr

박호열 전문원 nicspark@kihasa.re.kr

미래사회연구센터

원종욱 센터장(연구위원) wonjw@kihasa.re.kr

신화연 간사위원(부연구위원) shinhy@kihasa.re.kr

고경환 연구위원 khgho@kihasa.re.kr

유근춘 연구위원 gchryu@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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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연구센터

고제이 부연구위원 jayeeko@kihasa.re.kr

강지원 전문연구원 won2024@kihasa.re.kr

김태은 연구원 free8745@kihasa.re.kr

이재희 연구원 jaeheelee@kihasa.re.kr

조승연 연구원 sycho216@kihasa.re.kr

장철 연구원 chul.jang@kihasa.re.kr

연구기획조정실 김미곤 실장(연구위원) kmegon@kihasa.re.kr

연구기획조정실 
연구조정팀

박종돈 팀장(책임행정원) jdpark@kihasa.re.kr

김태정 선임행정원 tjkim@kihasa.re.kr

이계홍 초빙전문위원 khlee0543@kihasa.re.kr

유진영 전문연구원 jin@kihasa.re.kr

박효숙 전문원 hyosook@kihasa.re.kr

김자연 행정원 kjy@kihasa.re.kr

양주형 행정원 jhyang@kihasa.re.kr

연구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성은호 팀장(행정원) suh@kihasa.re.kr

변선영 책임행정원 sunyb@kihasa.re.kr

서은숙 행정원 ses7979@kihasa.re.kr

김은중 행정원 k6185417@kihasa.re.kr

신정훈 행정원 saamhan@kihasa.re.kr

연구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강유구 팀장(선임전문원) sunduru@kihasa.re.kr

라기태 전문원 kt@kihasa.re.kr

연구기획조정실 
학술정보팀

강소선 팀장(책임전문원) kangss@kihasa.re.kr

손숙자 선임전문원 sookja@kihasa.re.kr

이혜선 행정원 nojo@kihasa.re.kr

이수연 전문원 leesy24@kihasa.re.kr

전연수 전문원 wjsu79@kihasa.re.kr

경영지원실 박천화 실장(책임행정원) pch@kihasa.re.kr

경영지원실 총무팀

조남주 팀장(선임행정원) cnj@kihasa.re.kr

박준하 선임행정원 jhpark@kihasa.re.kr

정윤정 행정원 jungyj@kihasa.re.kr

구은지 행정원 ccarin@kihasa.re.kr

경영지원실 회계팀

장선경 팀장(행정원) ytensk@kihasa.re.kr

정윤자 선임행정원 j106@kihasa.re.kr

김나래 행정원 knr4211@kihasa.re.kr

황인철 행정원 dlscjf88@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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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관리팀

김상욱 팀장(선임행정원) polis@kihasa.re.kr

윤재호 책임행정원 yoonjh@kihasa.re.kr

김억수 행정원 esk0159@kihasa.re.kr

김동선 행정원 kds03210@kihasa.re.kr

박승옥 행정원 psok1004@kihasa.re.kr

임정현 행정원 lim89@kihasa.re.kr

천정훈 행정원 9608137@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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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근거중심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확충방안 연구 이상영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조직화 방안 김동진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방안 정기혜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신현웅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복지지출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
신화연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중고령자의 소득ㆍ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여유진

빈곤에 대한 대안 적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2012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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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터키) 이현주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아동복지지출 실태 및 적정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김성희

보건복지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2 장영식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 수시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독일/미국/스웨덴/영국/이탈리아/일본/중국/프랑스/한국/호주

정기혜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한미 FTA 중심으로 김대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미래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우리나라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고경환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남상호

■ 협동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위약성 평가 및 적응 역량 강화(3차년도) 신호성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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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7년차) 이삼식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방안 이삼식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정책 추진방안 신윤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 연계방안 이상림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이철선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염주희

 주거형태와 결혼 출산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100세시대 건강한 노화의 영상과 정책과제-M시 종적연구(Ⅱ) 오영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선우덕

 노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이윤경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복지용구사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김대중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사례 조사 박종서

 100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 영국 편 이삼식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고령화(active ageing) 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독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오영희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출산력 시계열 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
이삼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방안 정홍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방안 신윤정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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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포지엄 이삼식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2012년 건강영향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상영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2012년 보건사회기후변화모니터링센터 운영 김남순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방안 김정선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3차년도) 김승권

•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Ⅱ: 영유아 돌봄 및 초등 방과후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2012년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최현수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남상호

 2012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최현수

•2012년 한국의료패널 구축 정영호

 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정영호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2012년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최정수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 수탁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100세 사회합동 Conference 정기혜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사업성과 실태분석 김태완

주요선진국의 정신건강관리 사례조사 분석 이상영

제9차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윤석명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 개편에 관한 연구 이윤경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장기인구전망 이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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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변화와 건강보험 재정지출 연관성 및 개선방안 오영호

보건분야 ODA 사업 선진화 방안 황나미

서민의 개념과 범위 에 대한 연구 강신욱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합동교육 지원 김태완

발전적 공생의 복지모델 개발 연구 강신욱

고령,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정경희

빈곤정책 제도 개선방안 이태진

주요국가의 건강보험 개혁동향과 시사점-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 중심으로 김진수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선우덕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신영석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건강영향평가 적응기술 개발 신호성

임상진료지침 질개선 도구 및 통합매뉴얼 개발 김남순

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조사 고경환

국립치의학연구소 설립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신호성

지역보건기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정영호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희귀의약품 국내개발 지원 영향평가 및 제도연구 박실비아

에너지복지 현황분석 및 체계화 방안 이현주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최현수

2010년도 환자조사 심층분석 도세록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아세안 사회안전망 연구 홍석표

2011년도 환자조사 손창균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을 위한 과제 연구 강신욱

피임제 재분류에 관한 공청회 이상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윤석명

치과진료비 특성을 반영한 수가산정모형 연구 김진수

노인틀니 급여 적용 및 관리방안 연구 신호성

2011년도 노인복지 민단단체 지원사업 평가 정경희

OECD family Database 한국자료 구축 및 제공 신윤정

사회서비스 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강혜규

2011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장영식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11년 추신실적 평가 이현주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표의 국가통계 포털 DB 등록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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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연수 위탁 강유구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군 심층평가 강혜규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현실)화 방안 연구 원종욱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이철선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활용에 관한 지표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정영철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신현웅

식품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 선진화 방안 정기혜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강신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신현웅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정책 국가비교 연구 신윤정

2013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신현웅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사례 분석 이삼식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예방사업 비용효과성 추계 정영호

건강위험요인(술, 담배, 정크푸드) 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영호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환경보건포럼 산하의 건강영향평가 TWG회의 지원 최은진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문길

사회보험 통합징수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신현웅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강신욱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연구 정홍원

이미용업 등의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정기혜

SHA 2011 산출을 위한 활용자료원의 적용가능성 검토 정영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은진

2011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선우덕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원종욱

한강교량 투신사고 방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정진욱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이윤경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  상호협력방안 선우덕

2012년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사업 정기혜

중국의 전통의학 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윤강재

한국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과 적용 정경희

보훈의료체계 유지 필요성 및 발전방향 신영석

2011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박실비아

사회보장통계관리 전략수립방안 기초연구 고경환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 성과분석 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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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장애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매뉴얼 개발 김성희

행복e음 도입 이후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 모형정립을 위한 연구 정홍원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 이철선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발전방안 연구 김미숙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수립방안 김성희

농어촌 빈곤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김태완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대응 종합연구 노대명

보건복지분야 중기 주요정책연구 김미곤

보건의료체계의 환경변화 예측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신영석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김성희

식품시험검사분야 교육시스템 개발연구 김정선

자활사업의 사회적 경제 연계 등 다변화 연구 노대명

국내정신보건 자원현황 정진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수요 측정 연구 최정수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김유경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윤석명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김미손

양육수당 확대개편에 따른 선정기준 조정방안 최현수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김태완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 및 수급률 제고방안 최현수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연구 원종욱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정홍원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김승권

사회서비스산업통계 생산방안 연구 강혜규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고경환

식품안전에 관한 시계열적 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정기혜

사회통합중장기 전략(Agenda) 개발 연구 김미숙

노인장기요양발전포럼 선우덕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연구(보건복지부문) 남상호

희망키움통장가입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연구 최현수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강혜규

보건, 보건분야 환경변화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이현주

식품안전관리 효율화 정기혜

2010년 기준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장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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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국가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윤석명

제2회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방향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이삼식

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증진지원사업 김혜련

사회서비스사업단 활성화 방안 연구 노대명

금연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정영철

2012년 보건복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위탁사업 정영철

2012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정영철

■ Working Paper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hild Support Scheme in Korea 김승권

Birth Outcomes and Childbirth-related Behavior in Korea 최정수

Healthy Life Expectancy and Health Gains in Cardiovascular Diseases Management in 
Korea

정영호

Future Directions for Pharmaceutical Policy in the New Era of High Cost Medicines 박실비아

Analysis on Fiscal Expenditure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Policy 
Recommendations

선우덕

Improvement of Koreans’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and Food Safety, and 
Methods to Respond to Crises

김정선

Demographic Impact of Immigration into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이삼식

Development of the ODA Program Model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황나미

Analysis of Income and Consumption Structures by Class and Job Category 여유진

Demand and Supply Outlook for Health Workforce in Korea 오영호

Effici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Local Welfare Resources 정영철

Horizontal Inequity in Health Care Use and Out-of-pocket Payment in Korea 김동진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Welfare Level and Tax Structure 유근춘

Institutionalizing the Healthcare Service Systems in Korea 이상영

Establishment of the Second Basic Food Safety Plan 정기혜

Raising Equity in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신영석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Welfare Services Offered by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Operational Structure

강혜규

The Financial Assessment of Public Pensions Reflecting the Trends in Average Life 
Span Extension

신화연

Study on Building a Service Network of the Disabled Elderly 김성희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Medical Aid Case Management Program 김진수

Children's Obesity Among Low Income Families in Korea: Statu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김혜련



Ⅰ
. K

IH
A

S
A

 현
황

Ⅱ
. 2012년

 주
요

 연
구

계
획

Ⅲ
. 2012년

 주
요

 연
구

Ⅳ
. 2012년

 주
요

 연
구

활
동

Ⅴ
. 2013년

 주
요

 연
구

계
획

| 431430
2012 Annual Report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A Study on Public Pension Proxy Voting Principles and Guidelines 원종욱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Implementation of Public Assistance
- Focusing on the backgrounds of TANF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implementation -

이현주

Study on Social Security Finance and Securing Required Funds 최성은

Analysis of the Net Worth of the Poor in Korea 남상호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Korea's Medical AID Program Expenditures 신현웅

French family policy and implication for Korea 신윤정

■ 기타 보고서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가족ㆍ개인 사례관리 관련 척도 이해 김승권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김성희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관련사업

사업명 사업책임자

2012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강유구

2012년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강신욱

2012년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김미곤

2012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운영 김미곤

2012년 장애인정책포럼 운영 김성희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고서 및 정기 

간행물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서 국문 웹진 혹은 영문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최신 보건 복지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koweps.re.kr)

■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 가구·개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SPSS, SAS, STATA),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http://www.khp.re.kr)

■  한국의료패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 수준 

및 배분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 기초연구보고서, 리서치브리프 등 연구자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고서 및

정기 간행물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서 국문 웹진 혹은 영문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최신 보건복지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koweps.re.kr)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리나라 가구·개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SPSS, SAS, STATA),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http://www.kh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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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개

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 기초연구보고서, 리

서치브리프 등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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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통계포털 (http://hawelsis.kihasa.re.kr)

■  보건복지통계포털은 국내외 보건복지분야의 각종 보고통계 

및 조사통계, 복지재정통계, 통계관련 분석보고서, 통계뉴스, 

조사사업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용어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 

통계뿐만 아니라 이용자 맞춤형 비정형통계를 서비스함

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제별 또는 일반통계, 북한통계, 지역통계, 국제통계 등 

영역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이용자의 통계접근성 편의를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광장 (http://www.healthpark.or.kr)

■  건강정보광장은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건강정보를 엄선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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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서관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구 및 가족계획 등 보건복지 전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전문 발간물과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는 보건복지 전문도서관입니다.

■  연구보고서,학위논문 및 국제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단행본 5만여 권과 정기간행물 756종(약 2만여 권) 

및 CD-ROM, 전자저널, 학술DB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예약을 

통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 및 문의

 전화: 02-380-8229

 이메일: library@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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