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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설립 이후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

할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다.

이러한 때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 사회에 걸맞게 사회보장 업무 전체 

행정 체계에서의 데이터 흐름, 데이터 관리, 정보 공유 및 교류 측면에서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무 간 연계점을 도출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와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민한 것은 매

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특히 중앙과 지역에서 계획하여 시행되는 사회보장 사업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사회보장 재정, 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 평가 

등을 큰 틀에서 아우르기 위해서는 개별 관점이 아닌 통합적 관점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와 업무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과 그 개념 정도를 제시함으로써 연속적

인 후행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주도

의 공론화와 더불어 관리‧운영 조직인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와 사회보

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진일보된 연구와 실행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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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Supporting Social Security Policy

1)Project Head: Chung, Young-chul

⧠ Data are a fundamental component in policy areas and 

policy efforts leading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problem is in the data flow, data 

man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in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ystem. 

⧠ In this study, 1) we identified problems in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ystem, 2) derived tasks that should 

be linked in the administration system, 3) provided a plan 

of integrating the data management system in a systematic 

way.

⧠ The needs identified are for: 1) standardization of code 

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tasks; 2)  management of 

code with tasks; 3) clarification for data management 

between departments; 4)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research findings; 5) management of evaluation procedures; 

6) promotion of online contents and functions.

Co-Researchers: Lee, Ki-ho ․ Ko, Keum-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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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lays a 

major role as a policy support organization in the main 

tasks of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which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 In order to support the data management and data linkage 

of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the integrated data 

management of the related data is required. This is called 

Social Security Integrated Service Support System and it 

consists of a range of unit systems, databases, related 

system and users.

⧠ Also there is a need for introducing a data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policies, guidelines, standards, 

strategies, directions, process and organization for data 

management.

⧠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promote public discussions about data management and 

inefficiencies in business linkages. and 2)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ore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plans for data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social security integration support systems.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함.

○ 사회보장위원회 설립 이후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해 옴. 

⧠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데이터 사회에 걸맞게 정부 정책 영역에

서도 데이터는 매우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나 사회보장위원회 

내 사회보장 행정 체계에서의 데이터 흐름, 데이터 관리, 정보 공유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남.

○ 중앙 및 지자체, 관련 기관들로부터 수집하여 가공, 활용하고 있

는 많은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관리 방법 등이 미비함. 

○ 시행계획-실적 평가(중앙 vs. 지역), 성과 지표-통계 지표, 재정 

추계 자료-지출 산출 자료 등 주요 사업에서의 각종 자료 등은 각 

정책 간 연관성, 연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교류‧활용되지 

못함.

○ 외부 연구 기관(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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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신 정보 갱신 부족, 성과 관리(페이

지뷰, 사용자 수, 자료 현행화 정도 등) 부재, 적극적 정책 참여 수

단 미비, 시의성 있는 콘텐츠 개발 부족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 실

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하며 정책 간 대국

민 서비스의 안정화, 활성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의 기능 및 역할 수행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첫째,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현황 및 데이터 관리 현황을 분

석하여 사회보장 행정 체계 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

○ 둘째,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간 연계점을 도출함.

○ 셋째,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사업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

터 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함. 

2. 주요 연구 결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

지 지출 산출,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
정,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

지 관리 및 운영 등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별 소관 부서, 근거 법

률, 정책 추진 현황, 관련 기관, 수행 주기는 <표 1>과 같음.

○ 주목할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부분 업무에서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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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 기대하게 함.

<표 1>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 현황

주요 업무
소관
부서

근거 법률 정책 추진 현황 관련 기관
수행
주기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총괄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차 사회보
장 기 본 계 획
(2014~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평가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2014~ 중앙 행정기관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결과 평가1)

지역
복지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39조

2016~
(DB 서비스:
2017~ )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균형발
전지원센터(한국보
건사회연구원)

4년,
매년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사회보장 
재정 추계

총괄과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2013, 2015,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격년

사회복지
지출 산출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매년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총괄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2013~
(DB 서비스:
20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년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조정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014~
(DB 서비스:
2017~ )

한국재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년

사회보장
제도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년

사회보장
제도 기본 

및 
핵심평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016~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고려대학교 산학협
력단,
육아정책연구소

매년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평가과 2014~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업체

매년

주: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업무는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는 아니나, 사회
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대상 업무로서 업무 수행 
현황을 간단히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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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구축 연구, 지역사회보장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등을 기

반으로 하여 구축된 각 DB 시스템은 향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이들을 통합하고 연계하기 위한 분류 체계 재검토, 용어 및 프로세스

의 표준화, 각각을 연결 짓기 위한 연계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표 2> 참조).

주요 업무 문제점 시사점

사회
보장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기본
계획 
수립

비전 및 
목표

- 코드화하지 않고 텍스트로 사용하
여 업무의 비효율 초래

- 코드 체계 관리 필요

달성
지표

- 연차별 성과 확인이 가능한 지표 데
이터 관리 미비

- 사회보장 통계 관련 자료와 연계 미
비(통계지표 수록 미흡, 생애주기 
분류 체계 상이)

- 달성지표 데이터 관리 필요
- 사회보장 통계와 업무를 연계

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정책
과제

- 코드화하지 않고 텍스트로 사용하
여 업무의 비효율 초래

-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시
행 계획 평가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

- 코드 체계 관리 필요
-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

립, 시행 계획 평가와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시행
계획
수립

정책
과제

-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수립 업
무에서 연관성 없이 텍스트 문서로 
별도로 관리하여 중복성 우려

-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평가 
관련 자료는 연관성 없이 텍스트 
문서로 별도로 관리하여 업무 연계 
미비

-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수립 업무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평가 업무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성과

- 시행 계획 평가 관련 자료와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당해 연도 텍스트 
문서로 관리되어 업무 비효율 초래

- 사회보장 통계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

-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평가 업무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 사회보장 통계와 업무를 연계
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예산
- 시행 계획 평가 관련 자료와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당해 연도 텍스트 
문서로 관리되어 업무 비효율 초래

-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평가 업무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표 2>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별 데이터 관리 문제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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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시사점들을 분류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텍스트 문서에 대한 코드 체계 관리 및 분류 체계 표준화가 필

요함. 

－ 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코드 관리, 통합적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주요 업무 문제점 시사점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추계
방법

- 코드화하지 않고 텍스트로 관리되
어 업무의 비효율 초래

- 코드 체계 관리 필요

관련
기초
자료

- 관련 연구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 공
유‧교류 불가

-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지역사회보
장 시행계획 등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분류 기준 등 상이)

- 관련 연구 결과물 관리에 대
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통합
적 데이터 관리 필요

-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
립,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등과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분류체계 
표준화 필요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 기본계획 성과 지표, 시행계획 성과 
지표, 사회보장 재정 추계, 사회보
장 제도 평가 지표 등 모든 주요 업
무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

-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에서 관련 
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 업체와의 
업무 역할 모호

- 기본계획 성과 지표, 시행계
획 성과 지표, 사회보장 재정 
추계, 사회보장 제도 평가 지
표 등 모든 주요 업무와 연계
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 통계 DB 관리에 대한 상호 
간 업무의 명확화 필요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 시행계획, 시행계획 성과 지표, 복
지가이드북 발간 등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분류 기준 등 상이)

- 사회보장 협의‧조정 관련 데이터 관
리에서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업무 
역할 모호

-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성
과 지표, 복지가이드북 발간 
등과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
적 검토 필요, 분류체계 표준
화 필요

- 협의‧조정 DB 관리에 대한 상
호 간 업무의 명확화 필요

사회보장 제도 평가

- 실적, 평가 지표, 평가 결과의 경우, 
추진계획 관련 자료와 연관성 없이 
수행 연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
리되어 업무 비효율 초래

- 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수행 연구 기
관에서 통합적 관리 미흡

- 추진 계획과 시행 계획 평가
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 평가 절차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DB 운영 담
당 부서 간 업무 분담 모호

- 홈페이지상 시의성 있는 최신 콘텐
츠 갱신 미흡 및 오류 발생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업무의 
명확화 필요

- 콘텐츠 및 기능 정비 및 활성
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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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 및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업무의 명확화

가 필요함.

－ 외부 연구 기관 연구 결과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 평가 절차 관리가 필요함.

－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능 정비, 활성화가 필요함.

3. 결론 및 정책 제언

⧠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재 업무 구성 및 업무 체계는 

〔그림 1〕로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과 시

행계획 평가, 각 정책 사업과 기본 평가 및 핵심 평가, 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과 부처별 시행계

획 및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관련 연구와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지출 산출 업무에서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연계 미비로 업무 효율

성이 저하됨. 

⧠ 데이터 및 업무 연계 필요성을 고려한, 목표로 하는 업무 구성 및 업

무 체계는 〔그림 2〕로서, 〔그림 1〕에서 제시한 데이터 관리 및 데이

터 연계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모든 주요 업무에 대해 통합

적 관점에서 연계함.

⧠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 데이터와 업무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업무 흐름에 따른 관련 데이터들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에 따라 이를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이라 명하고, 각 단위 

시스템과 DB, 유관 시스템, 이용자 등으로 구성함(〔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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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교류하여 데이터 및 업

무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 수립,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및 조직 구성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도입이 필요함.

○ 관리 데이터 선정, 각각의 데이터 수집‧입력‧처리 등을 맡은 담당

자 선정, 담당자별 권한 및 책임 정도, 공유 및 공개 가능 정도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함.

○ 각 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 및 업무 간 상호 호환을 위한 표준안 그

리고 표준에 대한 참조안 마련이 필요함.

○ 데이터 선정에서부터 생산, 경유, 이송, 보관 등까지의 업무 처리 

흐름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절차 마련이 필요함.

○ 데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 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보장위원회 3개 과(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사

회보장평가과), 행정 기관(중앙 및 지역), 연구 기관 등 관련 기

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협업 전제가 필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정 센터, 

평가 센터, 통계 센터, 신설‧변경 협의단,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등 기존 조직과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구성이 필요함.

－ 업무 연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위원회 

안건 도출 지원, 각 업무 담당자 및 외부 관계자가 제기한 데이

터 관리 및 업무 연계에서의 요구 사항, 개선 사항, 문제점 등 

의견 취합, 관련 데이터 간 표준화 체계 마련 및 관리, 관련 데

이터의 정보 보호 체계 마련 및 관리, 각 업무 담당자들의 데이

터 관리 및 접근 권한 체계 마련 및 관리, 외부 연구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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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원천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실행 하위 조직인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체 관리 등이 필요함.

○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는, 사회보장 정책 연구 전문 기관이자 

기존 재정 센터, 평가 센터, 통계 센터, 신설‧변경 협의단, 지역사

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 및 지역 사회보장 정책 지원을 위한 조

직들과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구성이 필요함.

⧠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연계 비효율성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 주도의 

공론화가 필요함.

○ 사회보장위원회 특성상 다양한 부처 인력으로 형성된 구성원, 길

지 않은 재임 기간, 부서 간 개별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이 간과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 비효율성

이 크게 드러나지 않음.

⧠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 및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에 대

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진일보된 연구와 실

행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회보장위원회가 주도하는 사회보장 정책 관련 분류 체계 및 표

준화 연구, 사회보장 정책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

련 연구,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연구,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1단계, 2단계, 3단

계) 연구 등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

*주요 용어: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행정 체계,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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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추진 배경

⧠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2012. 1. 26.)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함(사회보장기본

법 제20조).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효과적이면서 지

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구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

장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현장형 안건 

개발 및 주요 정책 확정, 신설‧변경 협의제도 시행, 중앙 및 지자

체 유사 중복 사업 정비, 기존 사회보장 사업 평가, 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사회보장 통계 종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 2018c). 

⧠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설립 이후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

할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지속적으로 고민해 옴.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2015).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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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통합,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간 연계‧협업

－ 제안 채널 다양화, 민간위원 중심 위원회 운영

－ 협의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위원회 결정 이행력 강화

－ 주기적인 실적 모니터링 및 제도 평가

－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설계 지원

－ 국민 공감대 확산

○ 최영준, 김태일, 김진욱, 김보영, 최혜진, 최정은(2017).  

－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조 개편

－ 어젠다 발굴 및 공론화 지원

－ 미래 사회보장 예측 및 대응

－ 성과 위주의 중앙 정부 사업 관리

－ 협력적 지역사회 보장 관리

－ 개별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 이러한 제반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국가 행정 효율성 향상, 국민의 욕구

와 참여에 의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 기술,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정보 사회, 데이터 사회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데이터 축적, 관리, 활용, 공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 정부 정책 영역에서도 데이터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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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며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혹

은 근거 기반(evidence based)으로서 기존 데이터가 필요하지

만 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기도 하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다시 기초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

부 정책에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며 활용되어야 

하는 대상임.

○ 정부 조직에서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정보 교환은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로써 정보 수집, 

처리, 활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 정책 결정의 합리성 및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고객 만족 도모 등의 효과가 기대됨(한상연, 강

형민, 2007, pp. 98-102).

○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정부 정책 

정보 제공 및 정책 참여 기회 제공 등은 정보 사회에서의 정부 기

본 역할 중 하나임.

⧠ 한편,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데에서 구심점

이 되는 사회보장위원회 내에서의 데이터 축적, 관리, 활용, 공유 등 

데이터 흐름과 관리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근거 기반의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이 미흡함.

○ 중앙 및 지자체, 관련 기관들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가공,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 부서별, 담당자별로 제각각 종이 문

서, 각종 파일 형태(워드 및 엑셀 파일) 혹은 홈페이지 DB시스템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어 사업 간, 담당자 간 지속성, 체계성, 

일관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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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중앙과 지역), 성과 지표

와 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 지출 산출과 재정 추계, 사회보장 신

설‧변경 제도와 시행계획 수립 등 각 정책들은 연관성, 연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들의 공유‧교류‧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각 정책이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수행됨.

○ 더욱이 많은 사업들을 외부 연구 기관(연구자)이 지원, 수행하면

서 그에 의해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와 같은 연구 원천 데이터 사후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명확

하지 않아 연구 기관(연구자)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정부 정책 

수행 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들의 공유‧
교류가 미흡함.

○ 데이터 관리 수단임과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사회보장 정책을 홍

보하는 수단인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가 최신 정보 갱신 부족, 

성과 관리(페이지뷰, 사용자 수, 자료 현행화 정도 등) 체계 부재, 

적극적 정책 참여 수단 미비, 시의성 있는 콘텐츠 개발 부족 및 콘

텐츠 관리 운영 체계 미비 등 전반적 관리 및 운영 체계에서의 미

흡함이 드러남.

○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및 업무 흐름을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

템 구축 방안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방

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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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 실무 담

당자들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간 원활한 연계를 도모

하며, 대국민 정부 정책 정보 및 정책 참여 제공 서비스의 안정화, 

활성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첫째,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현황 및 데이터 관리 현황을 분

석하여 사회보장 행정 체계 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

○ 둘째,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간 연계점을 도출함.

○ 셋째,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사업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

터 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따라 4개 장으로 구성함.

○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는 문제점 그

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

을 제시함.

○ 제2장 사회보장위원회 업무 현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함.

－ 관련 법, 관련 문헌,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및 회의 결과 자료 

그리고 각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가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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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등에 대해 근거 법령, 업무 내용, 업무 

흐름, 소관 부서,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외부 사업 수행기관 등을 파악함.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중점 사업은 아니나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

해 기존 제안 요청서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검토,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업무 내용, 소관 부서, 업무 단계

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등을 파악함.

－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중 DB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진행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 시

스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그리고 관련 업무로서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평

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고찰함. 

○ 제3장 사회보장위원회 업무별 데이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각 업무별 관련 자료들을 상세히 분석

하여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데이터 관리 현황 및 업무 연계상 문

제점 등을 제시함.

○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각 업무 단계별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연계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기술 전문가에게 자문

하여, 목표로 하는 업무 구성과 업무 체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

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시스템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정책 제언을 함.



사회보장위원회 업무 현황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2절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츨

제3절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제4절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제5절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제6절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제7절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DB 관리 및 정보 시스템 

연구 사례

2제 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업무.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

보장 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

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 정

책,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의 재정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

달 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설치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

과, 사회보장평가과 등 3개 과로 구성함(〔그림 2-1〕 참조).

○ 사무국의 사회보장 재정 추계 업무 지원과 사회보장 통계 작성‧관
리 업무 지원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사

회보장재정추계센터’와 ‘사회보장통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음(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4, p. 2; 사회보장위원회 사

무국(재정추계 소위원회), 2014, p. 1).본 장에서는 사회보장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사

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근거 법

령, 업무 내용, 업무 흐름, 소관 부서,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사회보장위원회 업무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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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데이터, 외부 사업 수행 기관 등을 파악함. 또한 사회보장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 내용, 소관 부서,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등을 파악함. 

〔그림 2-1〕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각 과별 업무 분장 내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평가과

- 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 사회보장기본계획, 중장
기 계획 수립 등

- 사회보장 제도 정책 분
석 및 연구‧개발

- 사회보장위원회(실무위 
포함) 운영‧지원

- 기획/재정‧통계 전문위
원회 운영‧지원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 방안 수립

- 사회복지 지출 산출
- 사회보장 통계 지표 연
구‧개발 및 연보 발간, 온
라인 서비스 제공

- 복지가이드북 발간

-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
변경에 관한 협의‧조정
-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조정‧연계
-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
 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사업 실태 조
 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 제도 평가 계
획 수립‧시행(기본 및 핵
심 평가)

-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 
등

-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 
등

- 평가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
지 운영 및 홍보

- 사회보장 인식 조사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8b).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내부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18d). 사무국 소개. 
        http://www.ssc.go.kr/menu/intro/intro010600.tiles에서 2018. 10. 16. 인출.

⧠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중 DB화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

는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 시스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그리고 관련 업무로서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평가 정보시스템에 대해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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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함(〔그

림 2-2〕 참조). 

〔그림 2-2〕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업무 흐름도(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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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

회보장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 사회보장 전달 체계, 그 밖에 사회보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함(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2항).

○ 기본 계획 기획단 운영 등을 통해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 각 중

앙행정기관의 검토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된 기본 

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됨.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업무 소관 부서는 사회보장총괄과이며 업

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로는 심의 안건, 회의록, 

기본 계획서, 보도 자료 등이 있음.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은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연구 용역을 거쳐 2014년 8월에 발표함.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

전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등 3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2014, 〔그림 2-3〕 참조). 

○ 각 정책 목표당 세부 정책 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

며, 정부가 5년간 수행하고자 하는 약 200여 개의 단위 정책 과

제를 제시함(부록 1 참조).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차기 연도 

시행계획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한 주기를 이루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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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 2014~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p. 30.

  2.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는 기본계획에 기초

하여 매년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그림 2-4〕 참조). 

○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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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부처별 

시행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를 거쳐 확정함. 

〔그림 2-4〕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 업무 흐름도(매년)

○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 업무 소관 부서는 사회보장평가과이며 업

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로는 시행계획 작성 양

식, 부처별 시행 계획서(안), 검토 의견서, 심의 안건, 회의록, 시

행 계획 확정안, 보도 자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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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 12월 현재 

2018년 사회보장 시행계획까지 수립함.

제2절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격년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실시, 공표하고 있으며 

중장기 재정 추계와 관련하여 매년 전년도 사회복지 지출을 산출함

(〔그림 2-5〕 참조). 

○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정 추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9월 30일까지 재정 

추계를 실시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업무 소관 부서는 사회보장총괄과이

며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로는 추계 방법(로

직), 관련 기초 자료, 산출 데이터, 심의 안건, 위원회 회의록, 보

고서, 보도 자료, 최종 데이터 등이 있음.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2013년, 2015년, 2017년 3차에 

걸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함(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재

정추계 소위원회), 2014, p. 1).

○ 사회복지 지출 산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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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지출 산출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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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

인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보장 통계를 작

성‧관리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그림 

2-6〕 참조). 

〔그림 2-6〕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업무 흐름도(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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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용 지침을 마

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

보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듬해 1월 31일까지 사

회보장 통계 목록을, 2월 말까지 해당 사회보장 통계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업무 소관 부서는 사회보장총괄과이

며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로는 통계 데이터

(사업별, 부처별), 통계 지표별 원고, 심의 안건, 위원회 회의록, 

통계집, 통계 DB, 보도 자료 등이 있음. 

⧠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는 2013년 이후 매년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등 통계 자료 수

집 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4, p. 2).

○ 사회보장 통계 연보 및 전자책(e-book)을 발간하고, 사회보장위

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제4절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

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사회보장 급여가 중복 혹은 누락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조정함(〔그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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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그림 2-7〕 사회보장 협의‧조정 업무 흐름도(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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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협의 완료된 내용은 위원회 보고 

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조정함.

○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업무 소관 부서는 사회보장조정과이며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로는 협의 운영 방안, 

협의 요청서, 검토 의견서, 협의 결과서, 조정 요청서, 위원회 안

건, 위원회 회의록, 심의 결과서, 최종 협의 조정 결과, 협의 관련 

DB, 보도 자료 등이 있음.

○ 2017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DB화하여 데이터 관리 

및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한국재정학회(2015),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14, 2015, 2016, 2017, 2018) 등에서 관련 

연구 및 업무 지원을 수행함.

제5절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1.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성과를 그다음 해에 점검하고 평가함

(〔그림 2-8〕 참조).

○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진 실적 평가 지

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중앙

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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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는 종합‧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함.

〔그림 2-8〕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업무 흐름도(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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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실적 평가 지침에 따라 추진 실적을 작성하고 평가 결과

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함. 

○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업무 소관 부서는 사회보장평

가과이며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로는 시행계

획 평가 지침서,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 양식, 부처별 추진 실

적, 평가 결과서, 평가 결과 검토 의견서, 위원회 안건, 위원회 회

의록, 심의 결과서, 평가 보고서, 평가 과제 현황, 연도별 과제 추

이 목록, 연도별 평가 점수 현황 등이 있음.

○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8) 등에서 수행함.

  2. 사회보장 제도 기본 및 핵심 평가

⧠ ‘사회보장 제도 기본 및 핵심 평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효과성과 지

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6년에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는 평가 제

도임(〔그림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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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사회보장 제도 기본 및 핵심 평가 업무 흐름도

○ 사회보장 제도 기본 평가는 사회보장 사업을 7개 생애주기‧기능

별, 27개 사업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표 2-1> 참조) 

핵심 평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대상

으로 하여 수시로 평가하고 있음(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6, 

2016, pp.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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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기능 사업군(사업 수)

교육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15)

대학생 학비 지원(8)

성인 평생 학습 지원(11)

돌봄

영유아 보육 지원(13)

아동 돌봄 지원(10)

아동‧청소년 보호(29)

성인 돌봄 지원(8)

성인 안전‧보호(13)

건강의료

아동 건강 지원(14)

노인 건강 지원(5)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27)

질환 예방‧치료 지원(25)

생계

기초생활보장(9)

노인‧장애인 생계 지원(7)

기타 생계 지원(15)

주거

주거비 지원(9)

주택 개량 지원(11)

공공 임대주택 공급(9)

고용복지

여성(13)

저소득층(9)

중장년‧노인(14)

장애인(14)

청년(6)

생활지원

자립생활 지원(11)

가족‧지역복지 서비스(11)

문화‧여가 활동 지원(14)

재해 및 기타 피해 보호(5)

7개 생애주기․기능 27개 사업 군

<표 2-1> 사회보장 제도 기본 평가 대상 사업 분류(2015년 기준)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6).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제12회 
심의 안건 자료. 서울: 사회보장위원회. p. 12. 

－ 2016년에는 고용 복지와 노인 건강 사업군에 대한 기본 평가

와 아동‧청소년 및 가족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핵심 평

가를 실시함.

－ 2017년에는 생계 지원군과 생활 지원군에 대한 기본 평가와 

바우처 제도의 운영 효과성에 대한 핵심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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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돌봄 분야에 대한 기본 평가와 어린이 활동 지원 

CCTV 설치, 국가 치매 관리 체계 확립 등에 대한 핵심 평가를 

실시함.

○ 사회보장 제도 기본 및 핵심 평가 업무 소관 부서는 사회보장평가

과이며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로는 기본 혹은 

핵심 평가 지침, 평가 관련 자료, 위원회 안건, 위원회 회의록, 최

종 평가 결과, 보고서, 보도 자료 등이 있음.

○ 사회보장 제도 기본 및 핵심 평가는 한국노동연구원(2016, 고용 

복지 기본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노인 건강 분야 기

본 평가, 2017, 생활 지원 및 생계 지원 기본 평가, 2018,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 체계 심층 분석 핵심 평가), 고려대

학교 산학 협력단(2018,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육아 정

책 연구소(2018,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등에

서 수행함.

제6절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ssc.go.kr)는 사회보장위원회 활동 및 사

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2014년에 구축되어, 같은 해 9

월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는 사회보장 

통계, 신설‧변경 협의제도 등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그림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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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업무 흐름도

○ 매년 기능 개선 및 운영을 위해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며, 공모를 

하여 업체를 선정함.

○ 선정된 업체는 홈페이지 오류 수정, 기능 개선 및 콘텐츠 올리기 

등을 수행함.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업무 소관 부서는 사회보

장평가과이며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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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요청서, 평가 결과서, 계약서, 사업 수행 계획서, 콘텐츠 DB, 

통계 DB, 협의‧조정 DB, 완료 보고서, 각종 개발 산출물(사업 관

리, 시스템 구축, DB 구축 관련) 등이 있음.

－ 다만, 사회보장 통계 데이터 제공은 사회보장총괄과가, 사회

보장 협의‧조정 관련 데이터 제공은 사회보장조정과가, 기타 

홈페이지상 관련 콘텐츠 제공은 사회보장평가과가 담당함. 

⧠ 이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별 소관 부서, 근거 법률, 정책 

추진 현황, 관련 기관, 수행 주기 등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음.

○ 이 중에서 주목할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부분 업무에서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

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 

수행도 기대하게 함.

주요 업무
소관
부서

근거 법률 정책 추진 현황 관련 기관
수행 
주기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총괄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차 사회보
장 기 본 계 획
(2014~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평가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2014~ 중앙 행정기관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결과 평가1)

지역
복지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39조

2016~
(DB 서비스:
2017~ )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균형발
전지원센터(한국보
건사회연구원)

4년,
매년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사회보장 
재정 추계

총괄과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2013, 2015,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격년

사회복지
지출 산출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매년

<표 2-2>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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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업무는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는 아니나,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대상 업무로서 업무 수행 현황을 
간단히 살펴봄. 

제7절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DB 관리 및 정보 시스템 
연구 사례

  1.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1)

⧠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 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을 위해 사회보장 통계 지표의 구성 요소 및 작성 범주, 향후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임.

1) 정영철, 이기호, 진달래. (2016). 연구에서 내용을 정리함.

주요 업무
소관
부서

근거 법률 정책 추진 현황 관련 기관
수행 
주기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총괄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2013~
(DB 서비스:
20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년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조정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014~
(DB 서비스:
2017~ )

한국재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년

사회보장
제도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년

사회보장
제도 기본 

및 
핵심평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016~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고려대학교 산학협
력단,
육아정책연구소

매년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평가과 2014~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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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통계 지표의 구성 요소는 지표 정의, 측정 산식, 유의 사

항, 본문 서술, 통계 정보, 체크포인트, 참고 문헌 등임.

⧠ 사회보장 통계 지표의 메타 정보(속성 정보)는 작성자 관련 정보, 지

표 관련 정보, 통계명 관련 정보, 공표 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됨(<표 

2-3> 참조).

구분 내용　 예시

1. 작성자 
관련 정보

(1) 소속 기관명 작성자 소속 기관

(2) 소속 부서명 작성자 소속 부서

(3) 이름 작성자 이름

(4) 전화번호 작성자 전화번호

(5) 이메일 작성자 이메일

2. 지표 
관련 정보

(1) 지표명 지표명　

(2)
작성
범주

지역 구분
해당 지표의 포괄 지역 
범주

읍면동, 시도, 시부/군부 등

성 구분 해당 지표의 포괄 성 범주 남, 여

연령 구분
해당 지표의 포괄 연령 
범주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등

기타 기타 범주

소득수준(하, 중하, 중상, 상)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50~100
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등

3. 통계명 
관련 정보

(1) 승인 여부 국가승인통계 승인 여부 승인, 비승인

(2) 승인 번호 국가승인통계 승인 번호

(3) 통계명 국가승인통계명

(4) 작성 기관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명

(5) 작성 대상 통계 작성 대상
개인, 사업체, 가구, 기업체, 기타 
등 

(6) 작성 형태 통계 작성 형태 조사, 보고, 가공
(7)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관련 법령명

(8) 최초 작성 연도 통계 작성 최초 연도 해당 연도

(9) 최초 작성 연도 통계 작성 최근 연도 해당 연도

(10) 작성 주기 작성 주기 월, 분기, 연, 3년, 5년, 기타 등

(11) 작성 체계 통계 작성 경로

<표 2-3> 사회보장 통계 지표 메타 정보 구성 현황(2016년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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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영철 등. (2016). p. 40.

⧠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 시스템은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운영한 보건복지통계포털(hewelsis.kihasa.re.kr), 2015년 보건복

지데이터포털(data.kihasa.re.kr)2)을 거쳐 2016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ssc.go.kr)에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표 2-4> 참조) 260여 개 사회보장 통계 지표를 온라인 서

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음(〔그림 2-11〕, 부록 2 참조).

2) 기존의 ‘보건복지통계포털’이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 명칭이 변경됨.

구분 내용　 예시

4. 공표 
관련 정보

(1)
국가 
통계
포털

공표 여부 국가통계포털 공표 여부 공표, 미공표
공표 주기 국가통계포털 공표 주기 월, 분기, 연, 3년, 5년, 기타 등 
공표 일정
(시기)

국가통계포털 공표 시기 해당 월

(2) 
발간
물

공표 여부 발간물 공표 여부 공표, 미공표
공표 주기 발간물 공표 주기 월, 분기, 연, 3년, 5년, 기타 등
공표 일정
(시기)

발간물 공표 시기 해당 월

발간물명 발간물명 발간물명

(3)
전산
망
(정
보
시스
템)

공표 여부
자체 전산망(혹은 정보시
스템) 공표 여부

공표, 미공표

공표 주기
자체 전산망(혹은 정보시
스템) 공표 주기

월, 분기, 연, 3년, 5년, 기타 등

공표 일정
(시기)

자체 전산망(혹은 정보시
스템) 공표 시기

해당 월

사이트명
자체 전산망(혹은 정보시
스템) 사이트명 및 URL

(4) 미공표 사유 미공표 사유 　

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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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DB 구축 및 운영 온라인 서비스 메뉴 구성

2014
보건복지통계포털
(hewelsis.kihasa.re.kr)

보건복지통계포털
(hewelsis.kihasa.re.kr) 1. 분야별

2. 생애주기별
3. 정책 영역별
4. 소관 부처별2015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kihasa.re.kr)

보건복지데이터포털
(data.kihasa.re.kr),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ssc.go.kr): 연계 서비스 제공

2016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ssc.go.kr)

1. 통계 검색
2. 분야별
3. 생애주기별
4. 정책 영역별
5. 소관 부처 및 기관별
6. 인포그래픽 통계

2017

1. 소개/안내
 - 사회보장통계DB 소개
 - 이용 안내
 - 분류 체계 안내
 - 사회보장통계지표 현황
 - 사회보장통계지표 목록
2. 지표 보기
 - 분야별
 - 생애주기별
 - 정책 영역별(SOCX)
 - 소관 부처 및 기관별
 - 인포그래픽 통계

2018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ssc.go.kr)

1. 통계 검색
2. 소개/안내
3. 분야별
4. 생애주기별
5. 정책 영역별(SOCX)
6. 소관 부처 및 기관별
7. 인포그래픽 통계
8. 사회보장통계API

<표 2-4> 연도별 사회보장 통계 DB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정영철, 이기호, 김예슬. (2017). 2017년 사회보장통계 DB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세
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 <표 1-2>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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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중 ‘사회보장 통계’ 메뉴 화면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18e). 사회보장통계. 
http://www.ssc.go.kr/stats/infoStats/stats010100.tiles에서 2018. 12. 7. 인출.

  2.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구축 연구3)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구축 연구의 목적은 신설‧변경 사회

보장 사업 속성 정보에 대한 분류 틀 도출, 사회보장 제도 DB 구성

안 마련 및 정보화 지원 방안 제시임.

⧠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의 구성 요소는 사

업 개요, 사업 유형, 사업 속성, 협의 진행, 협의 완료, 조정 등이며 

각각에 대해 중분류와 소분류로 구성됨(<표 2-5> 참조).

3) 함영진, 정홍원, 이연희, 류진아. (2016) 연구에서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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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 개요

식별 번호 9개 식별 번호 부여

신청 기관 중앙, 지자체, 기안 담당자

신청 유형 신청 유형(신설‧변경)과 변경 이력

사업 근거 법률, 조례, 시책, 기타

사업 유형

목적 구분
보호 돌봄, 요양 돌봄, 교육, 건강 의료, 생활 지원, 고용, 주
거, 문화 여가, 생계, 재해보상

대상자 구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체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 성
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기타

복지예산 구분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공적연금,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예산 구분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 의약 안전

사업 속성

급여 기준 자격, 소득, 재산, 자산, 인적

급여 유형 현금, 현물, 바우처

전달 체계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재원 국비, 지방비, 기금, 민간 자원

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자격 확인, 신청, 신청 조사, 전산 처리, 기타

변동 내역
급여 기준, 급여 유형, 급여 주기, 급여 수준, 연령, 장애 정도, 
재원

협의 진행
회의 단계 접수 내역, 협의지원단 회의, 신설‧변경 협의회

통보 단계 통보 내역, 회신 내용

협의 완료

협의 결과 텍스트(text)

최종 결과 송부일

사유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기타

조정
조정 진행 상정 일자, 조정 일자

조정 내역 결정 사항, 사후관리

<표 2-5>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분류 기준

자료: 함영진 등. (2016). p. 53.

⧠ 해당 연구에서 신설‧변경 포털 시스템, 협의지원 시스템, 신설‧변경 

협의 업무 시스템,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통합 DB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을 제시함(〔그림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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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목표 이미지 

자료: 함영진 등. (2016). p. 102.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연구 결과 중 일부를 반영하여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온라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그림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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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중 ‘신설․변경 협의제도’ 메뉴 화면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18g). 신설변경 협의제도. 
http://www.ssc.go.kr/menu/after/after080100.tiles?menuFile=after080100에서 
2018. 12. 7. 인출.

  3. 지역사회 보장 평가 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4)

⧠ 지역사회 보장 평가 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지표 관리, 수준 진단, 정보 및 통계 관

리, 자원 및 지식 관리를 위한 정보화 로드맵 제시임.

⧠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DB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계획 정보

(연차별 시행 계획, 결과 및 집행 정보), 핵심 지표 정보, 사업 정보, 

자원 정보, 참조 지표 등이 있음. 이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DB 구성 

4) 강혜규, 박세경, 정홍원, 정해식, 함영진, 김성주 등. (2016) 연구에서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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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는 시행계획 개요, 핵심 과제별 시행계획, 시행계획의 행정‧
재정 계획, 자체 평가 계획 등이 있음(<표 2-6> 참조).

대분류 중분류 DB

시행계획
개요

(1) 주요 특징 (1) 주요 특징
(2) 시행 계획의 방향 (2) 시행 계획의 방향
(3) 중점 사항 및 고려 사항 (3) 중점 사항 및 고려 사항

(4) 핵심 과제 총괄
① 전략 목표, ② 핵심 과제명, ③ 성과 목표, 
④ 예산, ⑤ 성과 지표, ⑥ 성과 목표 지표(전
년도), ⑦ 성과 목표치(당해 연도)

(4) 세부 사업 총괄

① 과제 번호, ② 세부 사업 구분. ③ 세부 사
업명, ④ 시행 여부, ⑤ 예산, ⑥ 성과 목표, ⑦ 
성과 지표, ⑧ 성과 목표치(전년도), ⑨ 성과 
목표치(당해 연도) 

핵심과제별
시행계획

(1) 핵심 과제명 ① 핵심 과제명
(2) 추진 배경 ① 추진 배경
(3)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①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4) 핵심 과제의 추진 내용 및 
방향

① 핵심 과제의 추진 내용 및 방향

(2) 세부 사업 구분 ① 세부 사업 구분
(3) 세부 사업명 ① 세부 사업명
(4) 세부 사업 코드 ① 세부 사업 코드
(5) 세부 사업 대상(주체) ① 세부 사업 대상(주체)
(6) 사업 유형 ① 사업 유형
(7) 지속 여부 ① 지속 여부
(8) 추진 배경 ① 추진 배경
(9) 사업 개요 ① 사업 개요
(10)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① 성과 목표, ② 성과 지표

(10) 사업 내용
① 수행 활동, ② 예산(전년도), ③ 예산(당해 
연도), ④ 사업량(전년도), ⑤ 사업량(당해 연
도), ⑥ 책임 기관, ⑦ 협력 기관

(11) 소요 예산
① 구분, ② 전년도, ③ 당해 연도, ④ 증감, ⑤ 
증감률

(12) 분기별 추진 계획
① 1/4분기, ② 2/4분기, ③ 3/4분기, ④ 4/4
분기

(13) 성과 목표 및 측정 방법
① 성과 지표, ② 성과 목표치(전년도), ③ 성
과 목표치(당해 연도), ④ 지표 산식, ⑤ 자료
원, ⑥ 자료 수집 방법, ⑦ 자료 수집 시기

(14) 고려 사항
(15) 사업 모니터링 계획 ① 구분, ② 방법, ③ 횟수, ④ 시기
(16) 담당자 ① 담당 부서, ② 직급, ③ 서명, ④ 전화번호

<표 2-6> 지역사회보장계획 DB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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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혜규 등. (2016). p. 130.

⧠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

페이지(www.kccwp.or.kr)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자료를 제

공하고 있음(〔그림 2-14〕 참조).

〔그림 2-14〕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메뉴 화면

자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http://www.ssc.go.kr/menu/after/after080100.tiles?menuFile=after080100에서 
2018. 12. 21. 인출.

대분류 중분류 DB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계획
① 시행 계획의 행정‧재정 계획

자체 평가
계획

(1) 평가 주체 ① 평가 주체
(2) 평가 내용 및 방법 ② 평가 내용 및 방법
(3) 평가 절차(시기 및 과정) ③ 평가 절차(시기 및 과정)
(4) 평가 결과 활용 계획 ④ 평가 결과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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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3개의 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각각의 DB 시스템이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

페이지 등에서 구축‧운영되고 있는바, 향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이들을 통합하고 연계하기 위한 분류 체계 재검토, 용어 및 프로세

스의 표준화, 각각을 연결 짓기 위한 연계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위원회 업무별 데이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2절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제3절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제4절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제5절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제6절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제7절 주요 업무별 문제점 요약 및 시사점

3제 장





⧠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각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

한 데이터 중 핵심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데이터 관리의 필

요성, 관리 현황 및 업무 연계상 문제점 등을 분석함.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사회보장 기본

계획서, 심의 안건, 회의록, 보도 자료 등이며 이 중 사회보장 기본

계획서 중심으로 검토함.

⧠ 사회보장 기본계획서는 수립 배경,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기본 방향(비전 및 정책 목표, 핵심 가치, 사회보장 체계 운영 원칙,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주요 정책 과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영역으로는 비전 

및 목표, 달성 지표, 정책 과제 등 크게 3가지 영역이 있음.

○ 비전 및 목표

－ 제1차 기본계획서에서의 비전은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3개 정책 목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

사회보장위원회 업무별 
데이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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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이며 각 정책 목표별 세부 정책 목표는 미래 세대의 건전

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다

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고용-복지 연계,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그림 

3-1〕, <표 3-1> 참조) 등 5개년 동안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틀

을 이루는 정책 목표들로서 이는 정책 과제들을 분류하는 틀로

서 계속 관리가 필요함.

<비전 및 목표 영역>
① 비전
② 정책 목표
③ 세부 정책 목표

〔그림 3-1〕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의 ‘비전 및 목표’ 관리 영역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 2014-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p. 30. 자료 재구성.

－ (문제점)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의 비전, 정책 

목표, 세부 정책 목표 등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회보장 시행

계획, 시행계획 평가,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5) 등과 

연관되어 정책 과제의 한 속성으로서, 혹은 분류 기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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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화하여 타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코드 체계 없이 필요시 텍스트로 사용하여 업무의 비효율

성이 초래됨.

비전 정책 목표 세부 정책 목표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

<표 3-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의 비전, 정책 목표 및 세부 정책 목표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 2014-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p. 30. 

○ 달성 지표

－ 기본계획 수립 당시 대비 5년 후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 생애주

기별 지표를 설정함.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아

동 안전사고 사망률, 출산율, 고용률, 65세 이상 빈곤율, 저소

득층 자활 성공률 등 25개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5개년 

동안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계속 관리가 필요함.

－ (문제점) 이러한 지표들은 〔그림 3-2〕와 같이 생애주기, 지표

명, 해당 연도별 지표값, 달성 목표 지표값 등에 대해 매년 모

니터링이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도 확인할 수 

5)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업무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아니
나,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함을 
그리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함.

 



60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미비하여 기본 계획의 성

과 확인이 불가함. 

<달성 지표 영역>
① 생애주기
② 지표명
③ 해당 연도별 지표값
④ 달성 목표 지표값

〔그림 3-2〕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의 ‘달성 지표’ 관리 영역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 2014-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p. 34. 자료 재구성.

－ (문제점) 더욱이 이와 같은 달성 지표는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

하고 사회보장 정책 수립, 시행, 평가 등을 지원하는 수단(사회

보장위원회, 2018)인 사회보장 통계의 하나로서 사회보장 통

계 작성 및 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는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업무 연계성이 떨어짐. <표 3-2>

에서와 같이 25개 달성 지표 중 9개 지표만이 사회보장 통계

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에서의 달성 지표에 대한 생애주

기 분류도 사회보장 통계에서의 생애주기 분류6)와 상이하여 

업무 간 연계 미비가 드러남.

6) 사회보장 통계에서는 생애주기를 전 생애,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인 전기, 노인 후기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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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계획에서의 달성 지표

사회보장 통계
포함 여부

(2018년 12월 
현재)

출처

전 생애

자원봉사 참여율 행정안전부
생활체육 참여율 ● 문화체육관광부
평생학습 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OECD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 OECD

아동/
청소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10만 명당) 통계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교육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보건복지부

청‧장년층

출산율 통계청
보육료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 보건복지부
육아휴직자 수 ● 고용보험 DB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부
고용률(15~64세) ● 통계청
청년 실업률 ● 통계청
60세 이상 정년 기업 고용부

노년층

65세 이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 통계청
국민연금 수급률 ● 보건복지부
60세 이상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 통계청
건강수명 ● WHO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 여성가족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장애인실태조사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 보건복지부

<표 3-2>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의 달성 지표 목록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 2014-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pp. 34-36.;
        사회보장위원회. (2018e). 사회보장 통계. 
        http://www.ssc.go.kr/stats/infoStats/stats010100.tiles에서 2018. 12. 7. 인출.

○ 정책 과제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 제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는 난임부부 지원, 양육수

당 지원 확대,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응급의료체계 개

선, 주거급여 확대 등 모두 211개이며(부록 1 참조)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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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제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차기 연도 시행계획 결과 평가

로 이어지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문제점) 정책 과제는 〔그림 3-3〕과 같이 분류(대분류, 중분

류), 과제 번호, 과제명, 과제 내용, 소관 부처 등 정책 과제 속

성들에 대해 코드화화여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코드 

체계 없이 텍스트로 사용하여 비효율적임. 또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업무에 구성되어 있는 생애주기, 욕구 영역 

등과 같은  분류도 관리가 부재하여 과제의 총체적인 현황 파

악이 어려움. 

〔그림 3-3〕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의 ‘정책 과제’ 관리 영역 

<정책 과제 영역>
① 대분류
② 중분류
③ 정책 과제
 1) 과제명
 2) 과제 내용
 3) 소관 부처
 4) 과제 번호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 2014-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p. 30.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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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또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평가 업무에서 관

련 데이터들이 동일한 분류 기준에 의해 연관 지어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평가과 등 소관 부서가 다

르고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업무 연계성이 떨어짐. 

  2.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

⧠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사회보장시행

계획(작성 양식, 부처별 시행 계획서, 시행 계획 확정안), 심의 안건, 

위원회 회의록 등이며 이 중 사회보장시행계획 중심으로 검토함.

⧠ 사회보장시행계획은 해당 연도, 과제 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명, 기

본계획 과제, 현황,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추진 체계, 성과 지표, 목

표, 산출 근거, 소요 예산(전년도 및 금년도 분기별 예산, 국비 및 지

방비), 담당자(부처, 부서,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영역으로는 ‘정책 과제’, ‘성과’, ‘예산’ 

등 크게 3가지 영역이 있음.

○ 정책 과제

－ 해당 연도, 과제 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명, 정책 목표, 세부 

정책 목표, 대분류, 중분류, 사업 목표, 사업 근거, 추진 경위, 

사업 기간(〔그림 3-4〕 참조), 사업 내용, 사업 주체, 사업 방법, 

분기별 및 월별 추진 일정 등으로 구성됨(〔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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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영역-1>
① 연도
② 과제 번호
③ 과제명
④ 소관 부처명
⑤ 정책 목표
⑥ 세부 정책 목표
⑦ 대분류
⑧ 중분류
⑨ 사업 목표
⑩ 사업 근거
⑪ 추진 경위
⑫ 사업 기간

〔그림 3-4〕 사회보장시행계획에서의 ‘정책 과제’ 관리 영역-1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p. 20.  p. 30. 자료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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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영역-2>
① 사업 내용
  (연차별 사업 내용)
② 사업 주체
③ 사업 방법
④ 분기별 및 월별 추

진 일정

〔그림 3-5〕 사회보장시행계획에서의 ‘정책 과제’ 관리 영역-2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p. 31. 자료 재구성.

－ 정책 과제 영역-1(그림 3-4)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과제 관

련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에서 관리하여 매년 활용이 필요함.

－ 정책 과제 영역-2(그림 3-5)는 연차별 추진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으로 정책 과제에 대한 연차별 관리가 필요함.

－ (문제점) 정책 과제 영역-1의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관리

되고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이를 연관 지어 참조하여야 하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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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업무에서 연관성 없이 텍스

트 문서로 별도로 관리하여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 (문제점) 정책 과제 영역-2의 내용은 정책 과제 1개당 5개년 

자료가 쌓여 관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시행계획 평가 업무와도 

연관 지어 관련 데이터들을 구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업무와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당해 

연도 텍스트 문서로 관리하여 연차별 변화 및 추이 확인에 어

려움이 있는 등 업무 연계성이 떨어짐.

○ 성과

－ 매년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 위주의 관리 항목으로 정책 과제당 1개 이상으로 구성하

며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 지표(성과 지표명, 측정 산식, 산출 

근거, 자료 수집 방법, 가중치, 정량/정성, 해당 연도 목표치), 

평가 결과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 담

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으로 구성하여 매년 관리가 필요함

(〔그림 3-6〕 참조). 

－ (문제점) 이와 같은 성과 관련 데이터는 시행계획 평가 시 근거  

자료로서 정책 과제당, 성과 지표당 5개년 자료가 시행계획 평

가 업무와 연관 지어 구조화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당해 

연도 텍스트 문서로만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성과 

지표의 변화 및 추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업무 연계가 미

비함.

－ (문제점) 또한 이러한 정책 과제별 성과 지표들은 사회보장 통

계 업무와도 연관 지어 고민하고 걸러 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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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업무에서는 이에 대해 참

고하거나 연관 지어 관련 데이터들을 관리하지 않아 업무 간 

연계가 미비함.

<성과 영역>
① 성과 지표
 1) 성과 지표명
 2) 측정 산식
 3) 산출 근거
 4) 자료 수집 방법
 5) 가중치
 6) 정량/정성
 7) 해당 연도 목표치
② 평가 결과 반영 여

부 및 반영 내용
③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
④ 담당 부서
⑤ 담당자
⑥ 연락처 

〔그림 3-6〕 사회보장시행계획에서의 ‘성과’ 관리 영역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p. 32.  p. 33. 자료 재
구성.

○ 예산

－ 국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기타, 당해 연도 예산

액으로 구성(〔그림 3-7〕 참조)되어 있으며 이는 시행계획 결

과 평가 시 기준 자료로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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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시행계획에서의 예산액은 정책 과제당 5개년 자료가 

시행계획 평가 업무에서의 집행액과 연관 지어 구조화하여 밀

접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개별적으로 텍스트 문서로만 연

관성 없이 관리되어 업무 연계성이 떨어짐.

<예산 영역>
① 예산 항목(일반회
계, 특별회계, 기금, 지
방비, 기타)
② 당해 연도 예산액

〔그림 3-7〕 사회보장시행계획에서의 ‘예산’ 관리 영역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p. 32.  자료 재구성.

제2절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지출 산출 업무에서 생성되는 추계 방법(기

준), 관련 기초 자료, 산출 데이터, 심의 안건, 위원회 회의록, 보고

서, 보도 자료, 최종 데이터 중에서 추계 방법, 관련 기초 자료 중심

으로 검토함.

⧠ 추계 방법은 해당 추계 시점에서 전제하는 제반 기준으로서 영역 구

분과 지침으로 구성됨.

○ 추계 방법

－ 해당 추계 시점에서 전제하는 제반 기준으로서 영역 구분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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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 구성됨.

－ 영역은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위한 일반적 기준, SOCX 정책 

영역별 지출 범주, 일반 재정 지출 기준 등으로 구분하며, 이는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추계 시점 시 

연속적 관리가 필요함(〔그림 3-8〕, 〔그림 3-9〕, 〔그림 3-10〕 

참조).

<기준 영역>
① 영역 구분
② 지침

〔그림 3-8〕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서의 ‘일반적 기준’ 관리 영역

자료: 신화연, 손현섭, 백승진. (2015). p. 34.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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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영역>
① SOCX 정책 영역별 
지출 범주(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관련 급
여, 보건, 가족, ALMP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
그램, 실업, 주거, 기
타)
② 지침

〔그림 3-9〕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서의 ‘SOCX 정책 영역별 지출 범주’ 관리 영역 

자료: 신화연 등. (2015). pp. 70-71. 자료 재구성.

<기준 영역>
① 일반 재정 지출(기
초생활보장제도,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국가
보훈급여, EITC, 공공
임대 주택지원, 지방 
자체복지, 기타 재정지
출)
② 지침

〔그림 3-10〕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서의 ‘일반 재정 지출 기준’ 관리 영역

자료: 신화연 등. (2015). p. 42. 자료 재구성.



제3장 사회보장위원회 업무별 데이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71

－ (문제점) 이러한 추계 방법(기준)은 추계 근거인 동시에 향후에 

추계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분류화, 체계화

하여 추계 시기별로 정리되고 식별이 용이하게 관리되어야 하

나 현재 텍스트 문서화로만 되어 있어 활용성 저하가 우려됨.

○ 관련 기초 자료

－ 관련 기초 자료는 국세청, D-brain, e-호조, 민간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존의 관련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하여 수집하며, 재정 추계에 매년 과년도 지출 산출 

자료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지출 산출 자료와 재정 추

계 자료는 연관 지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D-brain에서의 관리 항목은 소관 부처명, 회계

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결

산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호조에서의 관리 항목은 소

관 부처명, 회계명, 분야명, 부문, 예산 구분, 부서명, 정책 사

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명, 예산, 결산액 등으로 구성됨(<표 

3-3> 참조).

D-brain 관리 영역

소관 부처명 회계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결산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급여
생계급여 ooo,ooo,ooo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급여
생계급여 ooo,ooo,ooo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급여
양곡할인 ooo,ooo,ooo

<표 3-3> 사회보장 지출 산출에서의 ‘D-brain’ 관리 영역 및 ‘e-호조’ 관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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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연구진 내부 관리 자료. 

－ (문제점) 중장기 재정 추계를 위해서는 과년도 사회복지 지출 

산출값에 기반하여야 하므로 관련 데이터들은 연관되게 구조

화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중장기 재정 추계, 사회복지 지

출 산출  관련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 공유‧교류가 불가함.

－ (문제점) 또한 이러한 재정 추계 혹은 지출 산출 데이터들을 관

리하기 위한 분류 기준 등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사회보

장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등에서의 분류 

기준과도 연관되어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상호 검토 

없이 사용하는 등 업무 연계가 미비함. 

○ 추계 지출 금액

－ 실제로 추계 산출식에 의해 산출된 추계 금액은 사회보장 지출 

금액, 사회보험 지출 금액, SOCX별 복지 지출 금액으로 구분됨.

－ 사회보장 지출 금액은 추계 연도별 사회보장 지출 금액,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률, 사회보장 지출 구성비로 구성되며, 사

회보험 지출 금액은 추계 연도별 사회보험 종류별(건강 보험, 

e-호조 관리 영역

소관 
부처명

회계명 분야명 부문
예산
구분

부서
명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예산 결산액

강원
강릉시

일반
회계

사회
복지

기초
생활
보장

당해
예산

생활
보장
과

기초
생활
보장

탈빈곤자 
자립지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

지특
보조금

oo,ooo,ooo

강원
강릉시

일반
회계

사회
복지

기초
생활
보장

명시
이월

생활
보장
과

기초
생활
보장

탈빈곤자 
자립지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

지특
보조금

oo,ooo,ooo

강원
강릉시

일반
회계

사회
복지

기초
생활
보장

당해
예산

생활
보장
과

기초
생활
보장

탈빈곤자 
자립지원

희망키움
통장

국고
보조금

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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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 보험 지출률, GDP 대비 사회 

보험 지출률, 추계 연도별 일반 재정 지출 금액으로 구성됨. 

SOCX별 복지 지출 금액은 추계 연도별 SOCX 영역별 복지 

지출 금액, GDP 대비 복지 지출률, 복지 지출 구성비 등으로 

구성됨(〔그림 3-11〕, 〔그림 3-12〕, 〔그림 3-13〕 참조). 

〔그림 3-11〕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서의 ‘추계지출금액(사회보장지출금액)’ 관리 영역 

<추계지출금액(사회보
장지출금액) 영역>
① 추계 연도 
② 구분(사회보험, 기
초노령연금, 모형구축
부문, 기타)
③ 사회보장지출금액
④ GDP 대비 지출률
⑤ 사회보장지출 구성
비

자료: 신화연 등. (2015). pp. 44-46.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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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지출금액(사회보
험지출금액) 영역>
① 추계 연도 
② 사회보험 구분(건강
보험, 노인장기요양보
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산재보험, 고용
보험)
③ 사회보험지출금액
④ GDP 대비 사회보
험지출률

<추계지출금액(일반재
정지출금액) 영역>
⑤ 추계 연도 
⑥ 일반재정 구분(기초
노령연금, 보육정책, 
장애인정책, 노인돌봄
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제도, ALMP, 공공임
대주택, 국가보훈급여, 
EITC, 기타재정지출, 
지방자체복지)
⑦ 일반재정지출금액

〔그림 3-12〕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서의 ‘추계지출금액(사회보험지출금액)’ 관리 영역

자료: 신화연 등. (2015). pp. 46-48.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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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지출금액(SOCX
별 복지지출금액) 영
역>
① 추계 연도 
② SOCX 영역 구분
(노령, 유족, 근로무능
력,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기
타)
③ 복지지출금액
④ GDP 대비 복지지
출률
⑤ 복지지출 구성비

〔그림 3-13〕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서의 ‘추계지출금액(SOCX별 복지지출금액)’ 관리 영역

자료: 신화연 등. (2015). pp. 50-51. 자료 재구성.

제3절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통계 데이

터(사업별, 부처별), 통계 지표별 원고, 심의 안건, 위원회 회의록, 

통계집, 통계 DB, 보도 자료 등이며 이 중 사회보장 통계 데이터 중

심으로 검토함.

○ 사회보장 통계 데이터는 매년 발간되는 통계집 혹은 사회보장위

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는 사실상 

DB화하여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리함(〔그림 3-14〕, 

〔그림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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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통계 DB는 크게 통계 지표 정보와 통계표 정보로 구분

할 수 있음.

○ 통계 지표 정보는 지표 번호, 지표명, 해당 분야, 지표 정의, 측정 

산식, 내용, Checkpoint, 생애주기, 정책 영역, 소관 부처 및 기

관, 작성 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 연도, 최근 작성 연도, 주기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표 정보는 통계표 번호, 통계표명, 연

도별 범주별(지역, 성, 연령 등) 차원별 통계값, 단위, 주석, 자료 

등으로 구성됨.7)

－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업무에서 통계 지표는 기본계획 성과 지표, 시행계획 성과 지

표, 사회보장 재정 추계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게 될 사회보장 

제도 평가 지표 등과 연관성 있게 검토하여 개발하여야 하나 

현재는 거의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 연계

성이 떨어짐.

－ (문제점) 또한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에서 통계 DB 구성을 위

한 제반 작업은 사회보장총괄과가, 홈페이지상에서의 제반 사

항은 사회보장평가과가, 실질적인 데이터 처리는 홈페이지 운

영 업체가 담당하다 보니 상호 간 업무 영역에서 다소 모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7) 사회보장 통계 DB 구조는 외부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홈페이지상 제공되는 정보 
위주로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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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데이터 영역-1>
① 지표명
② 분야
③ 생애주기
④ SOCX 정책 영역
⑤ 소관 부처 및 기관
⑥ 통계표명
⑦ 통계표 차원 정보
⑧ 통계값
⑨ 단위

〔그림 3-14〕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에서의 통계 데이터 관리 영역-1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18j). 통계검색(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http://www.ssc.go.kr/stats/infoStats/stats010100_view.tiles?indicator_id=22&list
File=stats010100.에서 2018. 12. 12. 인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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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데이터 영역-2>
① 지표 번호
② 지표명
③ 지표 정의
④ 측정 산식
⑤ 내용
⑥ Checkpoint
⑦ 작성 기관
⑧ 통계명
⑨ 최초 작성 연도
⑩ 최근 작성 연도
⑪ 주기

〔그림 3-15〕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에서의 통계 데이터 관리 영역-2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18j). 통계검색(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http://www.ssc.go.kr/stats/infoStats/stats010100_view.tiles?indicator_id=22&list
File=stats010100.에서 2018. 12. 12. PDF 파일 인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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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협의 운영 방

안, 협의 요청서, 검토 의견서, 협의 결과서, 조정 요청서, 위원회 안

건, 위원회 회의록, 심의 결과서, 최종 협의 조정 결과, 협의관련 

DB, 보도 자료 등이며 이 중 협의 요청서 중심으로 검토함.

○ 협의 요청서, 최종 협의 조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협의 관련 DB

를 구축함(〔그림 3-16〕 참조).

－ 협의 요청서는 사업명, 작성자, 신설‧변경 여부, 근거, 사업 유

형(목적별, 대상자별, 예산 기준별), 급여(기준, 유형, 주기, 횟

수), 전달 체계(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 관리), 복지 재원, 

지원 규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여부, 시행 예정일(혹은 

변경 예정일), 협의 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혹은 제도 변경 

필요성), 관련 규정, 사업 목적, 지원 대상(선정 기준, 대상 규

모), 지원 내용(지원 유형, 지원 수준), 전달 체계(지원 절차, 수

행 기관), 소요 재원(총규모, 재원별 규모), 사회보장 정보시스

템 활용(필요 정보, 연계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
변경 사업 현황 파악 및 추후 정책 과제로서의 관리를 위해 각 

항목별 정보 관리가 필요함.



80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그림 3-16〕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업무에서의 협의 요청서 관리 영역(신설 예시)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7).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서
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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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제도 최종 협의‧조정 결과 현황 등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함(〔그림 3-17〕 참조).

〔그림 3-17〕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결과 현황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18h). 신설변경 협의제도 통계. 
http://www.ssc.go.kr/menu/after/after080202.tiles에서 2018. 12. 12. 인출.

－ (문제점)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결과는 시행계획 업무, 시행

계획 성과 지표 그리고 복지가이드북 등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관련 데이터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관리되어야 하

나 현재는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업무 연계성이 떨어짐.

또한 협의‧조정 업무의 사업에 사용되는, 대상과 목적에 대한 

분류 체계가, 기본계획 수립에서의 달성 지표에 대한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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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업무에서의 통계 지표에 대한 

영역 분야 분류와 생애주기 분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평가 업무에서의 사업에 대한 생애주기와 욕구 분류와 상이하여 

업무 간 연계 미비가 드러남(<표 3-4> 참조).

분류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성과지표)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통계지표)1)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사업)2)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사업)3)

생애주기 
혹은 

대상 분류

- 전 생애
- 아동/청소년
- 청‧장년층
- 노년층
- 취약계층

- 전 생애
- 영유아기
- 아동기
- 청소년 전기
- 청소년 후기
- 청년기
- 장년기
- 중년기
- 노인 전기
- 노인 후기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원
- 특수대상기타

- 영유아
- 청소년
- 청․장년
- 노인
- 기타

영역,
목적 혹은
욕구 분류

- 가족
- 아동‧노인‧장애인
- 보육 및 교육
- 근로
- 소득보장과 빈곤
- 건강
- 주거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사회재정

- 보호 돌봄
- 요양 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돌봄(아동)
- 돌봄(성인)
- 보호안전
- 건강
- 교육
- 고용
- 주거
- 문화
- 환경
- 총괄

<표 3-4> 사회보장 업무별 적용 분류 체계 현황

1) 사회보장위원회. (2018b). 분류체계 안내. 
http://www.ssc.go.kr/stats/infoStats/stats090301.tiles?menuFile=stats090301.  2018. 
7. 20. 인출.

2) 사회보장위원회. (2018h). 신설변경 협의제도 통계. 
http://www.ssc.go.kr/menu/after/after080202.tiles에서 2018. 12. 12. 인출.

3) 강혜규 등. (2017).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p. 77.

－ (문제점) 또한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DB 관리에서 협의‧조
정 DB 구성을 위한 제반 작업은 사회보장조정과가, 홈페이지

상에서의 제반 사항은 사회보장평가과, 실질적인 데이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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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홈페이지 운영 업체가 담당하다 보니 상호 간 업무 영역에

서 다소 모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제5절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 사회보장 제도 평가 업무는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와 기

본 혹은 핵심 평가로서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시행계획 평가 지침서,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 

양식(평가 결과 작성 양식 포함), 부처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서, 평

가 결과 검토 의견서, 위원회 안건, 위원회 회의록, 심의 결과서, 평

가 보고서, 평가 과제 현황, 연도별 과제 추이 목록, 연도별 평가 점

수 현황 등임.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평가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

터는 기본 혹은 핵심 평가 지침, 평가 관련 자료, 위원회 안건, 위원

회 회의록, 최종 평가 결과, 보고서, 보도 자료 등임. 여기에서는 평

가 지표, 평가 결과 중심으로 검토함.

○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 양식(평가 결과 작성 양식 포

함)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보장시행계획의 정책 과제 관리 영역

-1(그림 3-4 참조), 정책 과제 관리 영역-2(그림 3-5 참조)와 더

불어 추진한 실적 부문(사업 관리 부분, 예산집행 실적, 사업 성

과, 추진상 애로점, 향후 개선 방안, 담당자 등), 평가 지표 부문, 

각 정책 과제별 평가결과 등으로 구성됨.

－ (문제점) 실적 부문은 정책 과제당 추진계획 대비 실적 내용에 

대해 매년 추진계획과 연관 지어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개별적

으로 편집 문서로 관리함으로써 연차별 변화 및 추이 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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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려움이 있음.

○ 평가 지표 부문8)은 평가 분류(대분류, 중분류), 세부 평가 지표

(항목별 배점), 지표 유형, 측정 방법 및 기준 등으로 구성됨(〔그

림 3-18〕 참조).

－ 평가 지표 및 그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지속

적 관리가 필요함. 

－ (문제점) 정책 과제별 평가 지표는 매년 코드화하여 관리하여

야 하나 현재는 텍스트로 관리하여 비효율적임.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보장 통계 업무의 통계 지표와도 연관 지어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부재함.

8) 기본 및 핵심 평가 지표에 대한 관리 항목 등은 상이하나 관리의 필요성,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 등은 유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시행계획 평가 지표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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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영역>
① 지표 분류(대분류)
② 지표 분류(중분류)
③ 세부 평가지표
④ 배점
⑤ 지표 유형
⑥ 측정 방법
⑦ 측정 기준

〔그림 3-18〕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 양식 내용 중 평가 지표 관리 영역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8a).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 양식. pp. 7-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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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제별 평가 결과9)는 정책 과제, 해당 연도, 평가 지표(대분류), 

세부 평가 지표별 평가 점수 등으로 구성됨(〔그림 3-19〕 참조).

<평가 결과 영역>
① 과제 번호
② 과제명
③ 부처명
④ 평가 부문
⑤ 평가 지표
⑥ 평가 지표별 배점
⑦ 평가 점수

〔그림 3-19〕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 양식 내용 중 평가 결과 관리 영역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8).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 양식. p. 7. 재구성.

－ 연도별 정책 과제별 평가 결과는 정책 과제와 평가 지표에 대

해 코드화가 된 상태에서 매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연구 수행 기관에서 평가 결과를 엑셀 파일 형태로 관

리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과의 업무 연계성 

없이 관리됨.

－ (문제점) 또한 연구 수행 기관에서의 평가 절차에서도 다수의 

평가자에 대한 인적 정보 관리, 평가자들이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서의 평가 자료 전달, 평가 결과 전달 및 취합, 재평가 등 

제반 절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외부 연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 관리가 불가함.

9) 기본 및 핵심 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항목 등은 상이하나 관리의 필요성,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 등은 유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시행계획 평가 결과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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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업무에서 생성 및 관리되는 

데이터는 제안 요청서, 평가 결과서, 계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콘텐

츠 DB, 통계 DB, 협의‧조정 DB, 완료 보고서, 각종 개발 산출물(사

업관리, 시스템 구축, DB 구축 관련) 등으로 본 업무는 직접 데이터

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이므로 데이터 각각에 대하여 검토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검토함.

○ 사회보장위원회 국문 홈페이지는 위원회 소개, 위원회 운영, 사

회보장 정보, 중점 사업, 열린 공간, 사회보장 통계, 신설‧변경 협

의제도 등 7개 대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 홈페이지는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Subcommittees, 

Secretariat 등 3개 메뉴로 구성됨(〔그림 3-20〕, 〔그림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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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1. 위원회 

소개

2. 위원회

운영

3. 사회보장

정보
4. 중점사업 5. 열린공간

6. 사회보장

통계

7. 신설변경

협의제도

- 위원장소개

- 위원회개요

- 산하위원회

- 위원회소식

- 위원회동향

- 사무국소개

- 오시는 길

- 회의결과

- 운영일정

- 안건현황

- 사회보장제도 

 소개

- 사회보장기본

 법령

- 사회보장정책

 관련 동향

- 사회보장사업

- 국제사회보장

 제도 관련

 사이트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 사회보장

 기본계획

- 사회보장

 재정추계

- 사회보장

 통계

- 사회보장

 제도 협의‧
 조정제도

- 사회보장

 제도 평가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시론&칼럼

- 뉴스레터

 (웹진)

- 자유게시판

- 사회보장

 제도

 개선제안

- 홍보

- 통계검색

- 소개/안내

- 분야별

- 생애주기별

- 정책영역별

 (SOCX)

- 소관 부처 

 및 기관별

- 인포그래픽

 통계

- 사회보장

 통계API

- 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

-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그림 3-20〕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국문)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18). http://www.ssc.go.kr/main.tiles에서 2018. 12. 12. 인출

Social Security 

Committee

1.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2. Subcommittees 3. Secretariat

- Background
- Chairman’s Message
- Organization Chart
- Composition and Role of 
 the Committee
- Member Information

- Working Committee
- Expert Committee

- Compositon
- Location

〔그림 3-2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영문)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18i). 영문소개.
        http://www.ssc.go.kr/menuEn/Commi/Commi110100.tiles에서 2018. 12. 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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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공 콘텐츠별 수집처(대상), 수집 주기, 수집 방

법, 등록 방법 등 콘텐츠 관리 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운영 업체

에 대한 각종 개발 산출물 관리가 필요함.

－ (문제점)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은 사회보장평가과가, 

사회보장 통계 데이터에 대한 운영은 사회보장총괄과가, 사회

보장 협의‧조정 관련 데이터에 대한 운영은 사회보장조정과가 

담당하고, 실제 데이터는 운영 업체가 다루고 있어 이들 간 업

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 

－ (문제점) 또한 홈페이지 메뉴 중 사회보장 정보, 열린 공간 등

은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역인

데 시의성 있는 최신 콘텐츠 추가 및 갱신이 미흡하고 다양한 

기능, 링크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함.

제7절 주요 업무별 문제점 요약 및 시사점

⧠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

지 지출 산출,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
정,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

지 관리 및 운영 등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사점 정리

(<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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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문제점 시사점

사회
보장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기본
계획 
수립

비전 및 
목표

- 코드화하지 않고 텍스트로 사용하
여 업무의 비효율 초래

- 코드 체계 관리 필요

달성
지표

- 연차별 성과 확인이 가능한 지표 데
이터 관리 미비

- 사회보장 통계 관련 자료와 연계 미
비(통계지표 수록 미흡, 생애주기 
분류 체계 상이)

- 달성지표 데이터 관리 필요
- 사회보장 통계와 업무를 연계

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정책
과제

- 코드화하지 않고 텍스트로 사용하
여 업무의 비효율 초래

-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시
행 계획 평가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

- 코드 체계 관리 필요
-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

립, 시행 계획 평가와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시행
계획
수립

정책
과제

-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수립 
업무에서 연관성 없이 텍스트 문서
로 별도로 관리하여 중복성 우려

-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평가 
관련 자료는 연관성 없이 텍스트 
문서로 별도로 관리하여 업무 연계 
미비

-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수립 업무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평가 업무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성과

- 시행 계획 평가 관련 자료와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당해 연도 텍스트 
문서로 관리되어 업무 비효율 초래

- 사회보장 통계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

-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평가 업무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 사회보장 통계와 업무를 연계
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예산
- 시행 계획 평가 관련 자료와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당해 연도 텍스트 
문서로 관리되어 업무 비효율 초래

-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평가 업무에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합적 검토 필요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추계
방법

- 코드화하지 않고 텍스트로 관리되
어 업무의 비효율 초래

- 코드 체계 관리 필요

관련
기초
자료

- 관련 연구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 공
유‧교류 불가

-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지역사회보
장 시행계획 등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분류 기준 등 상이)

- 관련 연구 결과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통합적 데
이터 관리 필요

-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
립,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
립 등과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
적 검토 필요, 분류체계 표준
화 필요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 기본계획 성과 지표, 시행계획 성과 
지표, 사회보장 재정 추계, 사회보
장 제도 평가 지표 등 모든 주요 업
무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

-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에서 관련 

- 기본계획 성과 지표, 시행계획 
성과 지표, 사회보장 재정 추
계, 사회보장 제도 평가 지표 
등 모든 주요 업무와 연계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표 3-5>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별 데이터 관리 문제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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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시사점들을 분류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텍스트 문서에 대한 코드 체계 관리 및 분류 체계 표준화가 필

요함. 

－ 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코드 관리, 통합적 검토 및 관리가 필

요함.

－ 소관 부서 및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업무의 명확화

가 필요함.

－ 외부 연구 기관 연구 결과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 평가 절차 관리가 필요함.

－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능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함.

주요 업무 문제점 시사점

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 업체와의 
업무 역할 모호

- 통계 DB 관리에 대한 상호 간 
업무의 명확화 필요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 시행계획, 시행계획 성과 지표, 복
지가이드북 발간 등 관련 자료와 
연계 미비(분류 기준 등 상이)

- 사회보장 협의‧조정 관련 데이터 관
리에서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업무 
역할 모호

-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성과 
지표, 복지가이드북 발간 등과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적 검토 
필요, 분류체계 표준화 필요

- 협의‧조정 DB 관리에 대한 상
호 간 업무의 명확화 필요

사회보장 제도 평가

- 실적, 평가 지표, 평가 결과의 경우, 
추진계획 관련 자료와 연관성 없이 
수행 연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
리되어 업무 비효율 초래

- 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수행 연구 기
관에서 통합적 관리 미흡

- 추진 계획과 시행 계획 평가에
서 연계하여 코드 관리 및 통
합적 검토 필요

- 평가 절차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DB 운영 담
당 부서 간 업무 분담 모호

- 홈페이지상 시의성 있는 최신 콘텐
츠 갱신 미흡 및 오류 발생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업무의 
명확화 필요

- 콘텐츠 및 기능 정비 및 활성
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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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목표 업무 체계

제2절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시스템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제3절 정책 제언

4제 장





⧠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각 업무 단계별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연계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업무 구성과 업무 체

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성 방안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정

책 제언을 함.

제1절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목표 업무 체계

⧠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재 업무 구성 및 업무 체계를 

제시함(〔그림 4-1〕 참조).

○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평가, 

각 정책 사업과 기본 평가 및 핵심 평가, 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

장 시행계획,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과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

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관련 연구와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지출 

산출 업무에서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연계 미비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됨. 

⧠ 이에 대해 제3장에서 살펴본 데이터 및 업무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목표로 하는 업무 구성 및 업무 체계를 제시함(〔그림 4-2〕 참조).

○ 〔그림 4-1〕에서 제시한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고, 사

회보장위원회의 모든 주요 업무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함.

결론 및 정책 제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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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시스템 및 데이터 거버넌스

⧠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 데이터와 업무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업무 흐름에 따른 관련 데이터들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1.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 본 절에서는 관련 데이터들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 업무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를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이라 명

하고, 각 단위 시스템과 DB, 유관 시스템, 이용자 등으로 구성함

(〔그림 4-3〕 참조).

○ 단위 시스템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포털), 정책 관리 시스

템, 평가 관리 시스템, 재정 추계 시스템, 신설/변경 시스템, 통계 

시스템 등으로 구성함.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포털)는 타 단위 시스템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시의성 있는 정책 관련 콘텐

츠를 제공하며 정책 참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정책 관리 시스템은 사회보장 정책 과제 각각에 대해 포괄적이

고도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협의‧조정 업무와 매우 밀접함.

－ 평가 관리 시스템은 기본계획 평가, 사회보장 정책 과제에 대

한 시행계획 평가, 제도 평가 등에서의 평가 지표와 평가 결과 

그리고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자 관리, 평가 자료 관

리 등을 수행함.

－ 재정 추계 시스템은 지출 산출 및 재정 추계를 위한 데이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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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출 모형 및 추계 모형에 필요한 기준 조건들에 대한 관리

를 수행함.

－ 신설/변경 시스템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협의‧조정 

정책 과제에 대한 신청, 협의‧조정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관

리를 수행함.

－ 통계 시스템은 사회보장 통계 지표에 대한 데이터 관리, 다양

한 콘텐츠 관리를 수행함.

○ DB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 과제, 성과 지표, 성과 평가, 복

지 지출, 재정 추계, 사회보장 통계, 보도 자료, 심의 안건, 발간

물, 신설/변경 과제, 관련 동향 등으로 구성하며 이는 관련 단위

시스템들의 활동을 통해 구축되고 관리됨.

○ 유관 시스템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로, 행정안전부의 e-

호조, 기획재정부의 D-brain, 통계청의 KOSIS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평가 정보시스템10) 등이 있으며 현재는 시스템 간 연계가 불

가하나 향후에는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함.

－ 복지로는 신설/변경 제도를 반영하고 각 정책 과제에 대한 관

련 자료 참고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함. 

－ D-brain과 e-호조는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지출 산출 시 관

련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함.

－ KOSIS는 사회보장 통계의 각종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함.

○ 이용자로는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각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 등급별 사회보장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앙 

10)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
터 홈페이지(http://www.kccwp.or.kr/)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00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행정기관 업무 담당자, 연구 기관의 각 담당자가 있음.

－ 특히 연구 기관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사회보장위원

회 업무 지원을 위해 재정센터, 평가센터, 통계센터, 신설‧변경 

협의단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평가를 지원하는 지역사

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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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데이터 거버넌스

⧠ 한편,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교류하여 데이터 및 업

무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책, 지

침, 표준, 전략 및 방향 수립,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및 

조직 구성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도입이 필요함.

⧠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 지침, 표준안을 마련함.

○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선정, 각각의 데이터 수집‧입력‧처리 등에 

대한 담당자 선정, 담당자별 권한 및 책임 정도 설정, 공유 및 공

개 가능 정도 설정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및 지침

을 마련함. 

○ 각각의 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 및 업무 간 상호 호환을 위한 표준

안, 표준에 대한 참조안 등을 마련함.

⧠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 

○ 데이터 선정에서부터 생산, 경유, 이송, 보관까지의 업무 처리 흐

름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절차를 마련함. 

⧠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함.

○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교류‧연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3개 과(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평가과), 행정 기관(중앙 및 지역), 연구 

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함.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정 센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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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센터, 통계 센터, 신설‧변경 협의단,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

원센터 등의 조직과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구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직을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

(가칭)’라 명명하며, 이는 사회보장 전문 정책 연구 기관이자 기존 

재정 센터, 평가 센터, 통계 센터, 신설‧변경 협의단, 지역사회보

장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 및 지역 사회보장 정책 지원을 위한 조직들과

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구성이 필요함.

○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는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평가과와 협의하에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의 

계획, 실행,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괄함.

－ 업무 연계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

회 안건 도출을 지원함.

－ 각 업무 담당자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연

계에 관한 요구 사항, 개선 사항, 문제점 등 의견을 취합함.

－ 관련 데이터 간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함.

－ 관련 데이터의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함.

－ 각 업무 담당자들의 데이터 관리 및 접근 권한 체계를 마련하

고 관리함.

－ 외부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원천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

련함.

－ 실행 하위 조직인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체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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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 제언

⧠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연계 비효율성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 주도의 

공론화가 필요함.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

었으나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연계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음.

○ 이는 사회보장위원회 특성상 다양한 부처 인력으로 형성된 구성

원, 길지 않은 재임 기간 그리고 부서 간 개별적 업무 수행으로 인

해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간과한 결과임.

○ 더욱이 많은 업무에서 외부 연구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데이터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제3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간 데이터 및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주도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임.

⧠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및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의 구

체적인 실행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일보된 연구와 실행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사회보장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관련 데이터 

및 업무 연계의 필요성 부각을 주목적으로 삼은 연구로서,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

회보장위원회가 주도하는 다음과 같은 진일보된 연구와 이에 따

른 실행 사업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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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정책 관련 분류 체계 및 표준화 연구

－ 사회보장 정책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

－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연구 

－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1단계, 2단계, 

3단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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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회보장기본계획 단위 과제 목록(관계부처 합동, 
2014. pp. 198-209)

1) 목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 목표 1.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1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신‧분만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복지부 1-1

2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복지부 1-2
3 고위험 산모 별도 의료비 지원 복지부 1-3
4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복지부 1-4
5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맞춤형 
임신‧출산비

용 지원

난임부부 지원 복지부 1-5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부 1-6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복지부 1-7

8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 복지부 1-8

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복지부 1-9

10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새아기 장려금 지원 기재부 1-10

11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복지부
/ 교 육
부

1-11

1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복지부 1-12

1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복지부 1-13

14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복지부
/ 교 육
부

1-14

15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 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개선 복지부 1-15

16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복지부 1-16

17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복지부 1-17
18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양육지원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부 1-18
19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여가부 1-19
20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확대 교육부 1-20

21 유보통합 추진

국조실
/ 복 지
부 / 교
육부

1-21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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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22

아동‧청
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청소년의 
종합적 

역량 개발 
지원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교 
교육 제공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교육부 1-22
23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배치 문체부 1-23

24 학교체육 활성화 교육부 1-24

25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전용 인프라 확대 및 자원
봉사 기회 확대

여가부 1-25

26
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가족중심 
여가문화 활성화

안행부
/ 교 육
부 / 문
체부

1-26

27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속적 학업 지원
여가부
/ 교 육
부

1-27

28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화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여가부
/ 복 지
부

1-28

29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교육부
/ 복 지
부 / 여
가부

1-29

30

아동‧청소년
의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교육부 1-30

3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복지부
/ 교 육
부 / 안
행 부 /
경찰청

1-31

32
어린이 시설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
수 의무 부여

환경부 1-32

33 유해환경
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

학생안전지역 지정 교육부 1-33
34 어린이 활동지역 CCTV 설치 확대 안행부 1-34

3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재발 방지 제
도 강화

여가부 1-35

36

아동권익 
보호 및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아동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기능 확대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 
활성화

복지부 1-36

37
저소득층 가정 유‧청소년의 문화‧스
포츠 향유 기회 확대

문체부 1-37

38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복지부 1-38

39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아동보호
체계 구축

아동보호 관련기관 통합‧조정 및 지
자체 책임 강화

복지부 1-39

40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복지부 1-40

41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복지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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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 목표 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42

의료보장
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복지부 2-1
43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2-2
44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 복지부 2-3
45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복지부 2-4
46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복지부 2-5
47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복지부 2-6
48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복지부 2-7
49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기능 

강화

생활체육 지원 강화 문체부 2-8

50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실시

복지부 2-9

51 보건소 기능 강화 복지부 2-10
52 건강 

위해요인 
관리 강화

금연정책 강화 복지부 2-11
53 주류에 대한 규제 강화 복지부 2-12
54 4대 중독 예방 및 통합적 관리 복지부 2-13
55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 구축 복지부 2-14
56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환경부 2-15
57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부 2-16
58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진료비 지출제도 개편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복지부 2-17
59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 2-18

60 건강보험 재정지출 모니터링 복지부 2-19

61 취약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제공

현대화된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복지부 2-20

62 응급의료체계 개선 복지부 2-21

63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소

렌트푸어 지원 확대 국토부 2-22

64 하우스푸어 지원 강화
국토부
/ 금 융
위

2-23

65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2-24
66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

주거급여 확대 국토부 2-25

67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국토부 2-26

68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국토부
/ 기 재
부

2-27

69 고령자 특성에 맞는 노년기 주거지원 국토부 2-28

70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 교 육
부

2-29

71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교육비 
부담 경감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부 2-30
72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2-31

73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 교육부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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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 목표 3.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원
74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 경감 교육부 2-33
75 통신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 

낮추기

통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미래부 2-34
76 통신비 지원 확대 미래부 2-35

77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산업부 2-36

78 서민 
금융부담 

완화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지원 금융위 2-37

79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 2-38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80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 3-1

81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복지부 3-2

82

국민연금을 
통한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 보장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내실화 복지부 3-3

83
저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부
/ 복 지
부

3-4

84
취약계층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복지부
/ 고 용
부 / 기
재부

3-5

85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복지부 3-6

86

다층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

복지부
/ 고 용
부 / 금
융위

3-7

87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고용부
/ 기 재
부

3-8

88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금융위
/ 기 재
부

3-9

89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3-10
90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노인 
건강관리 

지원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복지부 3-11
91

고령화 대비 
노인의료
체계 구축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복지부 3-12

92
급성기 이후 노인의료지원체계 구
축

복지부 3-13

93 요양병원 서비스 수준 향상 복지부 3-14
94 노인 

안전관리 
및 돌봄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복지부 3-15
95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복지부 3-16

96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 예방체계 복지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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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세부 목표 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

춤형 지원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97 체계 마련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보훈처 3-18
98

안정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지원

자기주도의 
은퇴 후 

준비 지원

노후생활 설계 강화 복지부 3-19

99 평생학습 기회 확대
교육부
/ 고 용
부

3-20

100

생산적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자원봉사 
기회 확대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

복지부 3-21

101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복지부 3-22

102
재능‧경력활용 문화자원봉사 활성
화

문체부 3-23

103
여가활동 

활성화 지원

노인여가 인프라 구축 복지부 3-24

104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및 맞
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3-25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105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 
가구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복지부 4-1

106
빈곤정책 대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복지부 4-2

107
복지사각
지대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복지부 4-3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담당공무원 재량 확대, 긴급지원절
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 4-4108

109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복지부 4-5
110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복지부 4-6
11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고용부 4-7
112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

장애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부 4-8

113
전공과 확충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확대

교육부 4-9

114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복지부 4-10
115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복지부 4-11
116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4-12
117 교육 및 

문화 향유 
환경 조성

장애학생 학습 지원 교육부 4-13

118
장애인 문화예술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문체부 4-14

119 장애인 이동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국토부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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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120 편의 증진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시설 
확대

복지부
/ 국 토
부

4-16

121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복지부 4-17
122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복지부 4-18

123

농어업인
의 사회
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소득보장 
기반 강화

농지연금 보장 확대
농식품
부

4-19

124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및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농식품
부

4-20

125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특례 확대 복지부 4-21

126
연금‧건강보험료 등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복지부
/ 농 식
품부

4-22

127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

불량‧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식품
부 / 산
업부

4-23

128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육성
농식품
부

4-24

129

농어촌
서비스 여건 

개선 및 
기반 확충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농식품
부

4-25

130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농식품
부 / 교
육부

4-26

131 농촌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지원
농식품
부 / 문
체부

4-27

132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
부

4-28

133 노인,결혼
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강화

공동이용시설 조성 확대
농식품
부

4-29

134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양육지원
농식품
부

4-30

135 취약가구 도우미 인력지원 확대
농식품
부

4-31

136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보완 및 관리 강화
농식품
부

4-32

137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의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여가부 4-33

138 자녀 교육지원 확대
여가부
/ 교 육
부

4-34

139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여가부
/ 교 육
부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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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표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140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가부 4-36
141 지역사회 한부모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4-37

142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
/ 여 가
부

4-38

143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강화
여가부
/ 복 지
부

4-39

144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체계 강화 여가부 4-40

145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여가부
/ 법 무
부

4-41

146 노숙인 
예방 및 
재정착 
지원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 지원 강화 복지부 4-42

147 의료지원 강화 복지부 4-43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148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고용부 5-1

149 ‘스펙초월 멘토스쿨’ 확대 고용부 5-2

150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청년일
자리 확대

안행부
/ 고 용
부 / 복
지부

5-3

151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실시
기재부
/ 고 용
부

5-4

152 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산
고용부
/ 기 재
부

5-5

153 청년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중소기
업청

5-6

154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고용부 5-7
155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기회 확대 교육부 5-8
156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교육부 5-9

157 일학습병행제 추진 고용부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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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158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교육부
/ 고 용
부

5-11

159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고용부 5-12
160 육아휴직제도 개선 고용부 5-13

1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고용부 5-14

162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여가부 5-15
163 유연근무 

확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용부 5-16

164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미래부 5-17

165

경력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리턴아카
데미

고용부
/ 여 가
부

5-18

166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유형 다변
화

여가부 5-19

16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5-20

16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복지부
/ 미 래
부

5-21

169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부 5-22
170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정년 60세 
조기 안착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고용부 5-23
171 정년연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고용부 5-24
172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고용부 5-25
173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 고용부 5-26

174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확대 보훈처 5-27

175

근로
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비정규직 
고용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불합리한 차별 
제거

고용부 5-28

176 적정 최저임금 수준 마련 및 준수 고용부 5-29
177 저임금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5-30
178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기재부 5-31

179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확대 복지부 5-32

180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 확대 고용부 5-33

181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통합 

전달체계구
축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운영
고용부
/ 복 지
부

5-34

182
고용-복지 
서비스의 

직접일자리 사업 통폐합 및 조정‧연
계

고용부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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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표 3.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183
효율화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 
재편

고용부
/ 복 지
부

5-36

184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 복지부 5-37

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185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보장
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장정책 운영방향 수립 복지부 6-1

186
사회보장
제도 유사 
중복 조정 
등 효율화 

추진

신설‧변경 제도 사전협의 조정 방안 
마련

복지부 6-2

187 현행 복지사업 연계 조정방안 마련 복지부 6-3

188
부정수급 
예방체계 

구축

부정수급 총괄 부서 운영 등 인프
라 확대

복지부 6-4

189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강화

복지부
/ 고 용
부 / 교
육부

6-5

19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효율화 지원

복지부 6-6

19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반 조성 복지부 6-7
19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복지부 6-8

193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적정 분담

자주재원 확대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기재부
/ 안 행
부

6-9

194
국가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 

제고

기재부
/ 복 지
부 / 안
행부

6-10

195 중앙-지방 간 합리적 기능 조정
안행부
/ 복 지
부

6-11

196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복지부 6-12
197 직역연금제도 합리적 개선 안행부 6-13

198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

지방자치
단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부
/ 안 행
부

6-14

199 농촌지역 복지전달체계 강화
복지부
/ 농 식
품부

6-15

200 사회복지 복지인력 확충 추진 안행부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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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소관
부처

과제
번호

공무원 
확충 및 
처우개선

/ 복 지
부

201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안행부
/ 복 지
부

6-17

202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6-18
2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확대 복지부 6-19
204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복지부 6-20
205 나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복지부 6-21

206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양적 확대 유도

복지부 6-22

207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 복지부 6-23
208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복지부 6-24
209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을 통한 
활성화 유도

사회적 기업 지원 강화 고용부 6-25

210
협동조합 인센티브 강화 등 활성화 
유도

기재부 6-26

211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복지부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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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회보장 통계 지표 목록(2017년 현재)(정영철 
등, 2017. pp. 16-21)

번호 분야 지표명 대표 연관

1

사회
배경

0-01. 인구성장률
2 0-02. 총인구
3 0-03. 인구피라미드
4 0-04. 부양비
5 0-05. 합계출산율
6 0-06. 국내총생산
7 0-07. 1인당 국민총소득
8 0-08. 경제성장률
9 0-09. 소비자 물가지수

10 0-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11

가족

1-01. 1인가구 ●

12 1-02. 노인가구 ●
13 1-03. 한부모가구 ●
14 1-04. 다문화가구 ●
15   1-04-1. 북한이탈주민 ●
16 1-05.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수 ●
17 1-06.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
18 1-07.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
19 1-08.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
20 1-09. 조이혼율 ●
21   1-09-01. 조혼인율 ●
22   1-09-02.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
23 1-10. 의사상자 수 ●
24 1-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5   1-11-0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

26 1-12.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7 1-13.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8 1-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9 1-15.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30

아동･
노인･ 
장애인

2-01. 아동수면시간 ●
31 2-02.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위험군 비율 ●
32 2-03. 아동 자살률 ●
33 2-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
34   2-04-1. 아동 손상경험률 ●
35 2-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36   2-05-1.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 수 ●
37 2-06.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
38 2-07. 아동빈곤율 ●

39   2-07-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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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지표명 대표 연관

40   2-07-02. 아동급식 지원자 수 ●
41 2-08. 나홀로 아동 수 ●
42   2-08-0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
43 2-09. 요보호 아동 수 ●
44   2-09-01.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
45   2-09-02. 가정위탁 보호 아동 수 ●
46   2-09-03.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
47 2-10. 국내외 입양아동 수 ●
48   2-10-01. 입양아동 관련 급여수급자 ●
49   2-10-02.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
50 2-11.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지출 ●
51 2-12. 65세 기대여명 ●
52 2-13. 노인의 ADL 제한율 ●
53 2-14. 노인의 운동실천율 ●
54   2-14-01.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
55 2-15. 노인의 학대경험률 ●
56 2-16. 노인 진료비 ●
57   2-16-01. 노인의 1인당 외래 방문 횟수 ●
58 2-17.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
59   2-17-01.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
60 2-18.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 ●
61   2-18-01.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
62 2-19. 장기요양기관 수 ●

63   2-19-01. 장기요양 기관의 전문인력 ●

64 2-21. 등록장애인 수 ●

65   2-21-01. 장애출현율 ●

66 2-22.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

67   2-22-01.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68 2-23. 장애인복지시설 수 ●

69   2-23-01.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

70   2-23-0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

71   2-23-0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

72 2-2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73 2-2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74 2-26.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75   2-26-01.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
76 2-27.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수 ●
77 2-28. 특수교육 대상자 수 ●
78   2-28-01.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비율 ●
79 2-29.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건수 및 지급액 ●

80 2-30. 장애인 교육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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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31.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
82   2-31-01. 장애인 고용률 ●
83   2-31-02. 장애인 실업률 ●
84 2-3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85 2-33.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86 2-34.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87   2-34-01. 장애수당 수급자 수 ●
88   2-34-02.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89 2-35.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

90 2-36.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

91

보육 
및 

교육

3-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
92   3-01-01. 0~5세 아동 보육공급률 　 ●
93 3-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94 3-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
95   3-03-01.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
96 3-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
97 3-05. 학교급별 취학률 ●
98 3-06. 학급당 학생 수 ●
99 3-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
100 3-08. 교원 1인당 학생 수 ●
101 3-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102   3-09-01.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

103 3-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104   3-10-01.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금액 ●

105 3-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
106 3-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
107 3-13. 고등교육 이수율 ●

108 3-14. 한부모가족 고교생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

109

근로

4-01. 경제활동참가율 ●
110 4-02. 고용률 ●
111 4-03. 실업률 ●
112 4-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
113 4-05. 정부재정지원 일자리대책지원규모 ●

114 4-06. 총근로시간 ●

115 4-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
116 4-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
117 4-09. 사회보험 가입률 ●
118 4-10. 산업재해율 ●
119 4-11. 저임금 근로자 비율 ●
120 4-12. 시간급 최저임금 ●

121   4-12-01. 최저임금 영향률 ●

122 4-13. 시간당 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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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1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
124 4-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
125   4-15-01. 자활사업 참여자 수 ●
126 4-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
127   4-16-01.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

128 4-17.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

129

소득
보장과 
빈곤

5-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5-01-01.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130

131   5-01-02.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
132   5-01-03.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
133   5-01-04. 의료급여 수급자 수 ●
134   5-01-05. 교육급여 수급자 수 ●
135 5-02.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
136 5-03. 상대적 빈곤율 ●
137 5-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
138 5-05. 소득5분위배율 ●
139 5-06. 지니계수 ●
140 5-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141 5-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
142 5-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
143   5-09-01.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
144 5-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
145

건강

6-01. 기대수명(평균수명) ●
146   6-01-01. 건강수명 ●
147   6-01-02. 주관적 건강 인지율 ●
148 6-02. 조사망률 ●
149   6-02-01. 연령표준화 사망률 ●
150   6-02-02. 영아사망률 ●
151   6-02-03.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
152 6-03. 저체중아 발생률 ●
153   6-03-01. 조산율 ●
154 6-04. 자살률 ●
155   6-04-01. 정신장애 유병률 ●
156   6-04-02. 우울장애 유병률 ●
157 6-05. 10대다빈도상병 ●
158   6-05-01. 암 발생률 ●
159   6-05-02.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

160   6-05-03. 고혈압 유병률 ●

161   6-05-04. 당뇨병 유병률 ●
162 6-06. 현재흡연율 ●
163   6-06-01. 현재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

164   6-06-02.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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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06-03. 청소년 현재 흡연율 ●
166 6-07. 고위험 음주율 ●
167   6-07-01. 연간 음주율 ●
168   6-07-02. 청소년 현재 음주율 ●
169   6-07-03. 1인당 알코올소비량 ●
170 6-08. 비만율 ●
171   6-08-01. 청소년 비만율 ●

172   6-08-02. 걷기 실천율 ●

173 6-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

174   6-09-01.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

175 6-10. 평균재원일수 ●

176 6-11. 1일 외래환자 수 ●

177   6-11-01. 1인당 의사진찰 건수 ●

178   6-11-02. 1인당 의료방문 횟수 ●

179   6-11-03. 산전수진율 ●

180 6-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181   6-12-01.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

182   6-12-02.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1~18세 ●

183 6-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184   6-13-01.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
185 6-14. 의료보장 적용인구 ●
186   6-14-0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
187 6-15. 의사 수 ●
188   6-15-01. 면허의료인 수 ●
189 6-16. 병상 수 ●
190   6-16-01. 의료기관 수 ●
191 6-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
192   6-17-01.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
193   6-17-02.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
194   6-17-03. 건강보험 급여비 ●

195   6-17-04. 건강보험보장률 ●

196

주거

7-01.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
197 7-02. 저소득층주택개보수지원가구 수 ●
198 7-03.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
199 7-04.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
200 7-05.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비율 ●
201   7-05-01.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202 7-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 ●
203 7-07. 노숙인 수 ●

204 7-08.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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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7-09.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
206 7-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

207   7-10-01.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

208 7-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
209 7-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보증 건수 ●
210

에너지

8-01. 가전기기 보급률 ●
211 8-02. 난방시설별 가구분포 ●
212 8-03. 도시가스 보급률 ●
213 8-04. 연탄사용 가구 현황 ●

214 8-05.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

215 8-0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

216 8-07. 가정 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

217 8-08.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

218 8-09.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 ●

219 8-10. 연료비 지원 ●

220

환경

9-01. 상수도 보급률 ●
221 9-02. 하수도 보급률 ●
222   9-02-01.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
223   9-02-02. 하수도 설치율 ●
224 9-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225   9-03-01.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

226   9-03-02.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

227 9-04. 주요 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
228   9-04-01.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
229   9-04-02.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
230 9-05. 주요 대도시 소음도 ●
231 9-06.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
232   9-06-0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233 9-07. GDP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
234   9-07-01. 환경예산 비율 ●
235 9-08. 환경성 질환자 수 ●
236

문화

10-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237   10-01-01.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
238 10-02. 연간 독서량 ●
239   10-02-01. 연간 독서율 ●
240 10-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
241 10-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
242 10-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
243 10-06.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 활동 참여율 ●
244 10-07. 생활체육 참여율 ●

245   10-07-0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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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0-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
247 1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248 10-10. 통합 문화이용권 수혜율 ●
249 10-11.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율 ●
250 10-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
251 10-1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
252 10-14. GDP 대비 문화예산 ●
253 10-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
254

사회
재정

11-0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
255 11-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 ●
256 11-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
257 11-04. 주요 사회복지예산 사업규모 ●
258 11-05. 공적연금 수지 ●
259 11-06. 고용·산재보험 수지 ●
260 11-07. 국민건강·노인 장기요양보험 수지 ●
261 11-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
262   11-08-01.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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