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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포용

복지국가 구축에 일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연구기관으

로서의 위상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정책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발전을 지원

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

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20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더 행복한 사회, 
더 신뢰받는 연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발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

으로 설립된 후 지난 50년 가까이 국민의 삶

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9년에는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정

책 개발,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저출산ㆍ고령

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구축 연구, 증거 기반 사회 보장 평가 

및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 조정 지원,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69편과 정책보고서 145편을 집필·발간하였

습니다. 총 214편의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대안을 찾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부

문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집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 활동

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 활동

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

서에는 2019년의 연구 목표와 운영 방향, 연

구사업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 성과들을 담았

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지난 1년

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 활동을 소개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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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9년 12월 3일

보사연-EWC 국제심포지엄

04
2019년 2월 13일

아시아 국가 건강보장 콘퍼런스

01
2019년 12월 11일

제23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02
2019년 12월 5일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

국제 네트워크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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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19년 8월 13일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08
2019년 12월 5일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국제심포지엄

05
2019년 1월 25일

제2차 포용복지포럼

06
2019년 5월 23일

제3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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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9년 6월 26일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엄(청년)

02
2019년 6월 26일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엄(청년)

09
2019년 10월 28일

2019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공동 국제 인구 콘퍼런스

10
2019년 3월 4일

제20차 글로벌사회정책포럼

국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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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9년 3월 25일

제3차 연구세미나

06
2019년 12월 13일

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04
2019년 12월 19일

제6차 포용복지포럼

03
2019년 3월 7일

2019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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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9년 2월 21일

학술교류·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식

02
2019년 5월 9일

보사연-중국 민정부 MOU 체결

07
2019년 9월 26일

제12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MOU 및 원내 활동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8  l  2019 연차보고서 / 화보  2019 KIHASA Annual Report  l  19

05
2019년 12월 23일

위탁조사원 워크숍

06
2019년 6월 3일

제1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배 축구대회

03
2019년 5월 8일

정보통계연구실-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재)한국사회과학자료원

04
2019년 8월 14일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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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도 

인원 현황

총 154명(90)
 2019년 12월 말 정규직 
기준, 괄호 안은 박사
학위 소지자

감사

포용복지연구단

사회보장재정연구단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예산기획팀

학술정보팀

대외홍보센터

연구기획조정실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미래전략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

건강정책연구센터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건강보험연구센터

보건정책연구실

기초보장연구센터

노동연계복지연구센터

공적연금연구센터

삶의질연구센터

청년정책연구센터

소득보장정책연구실

부원장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연구센터

아동복지연구센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저출산가족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인구영향평가센터

인구정책연구실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

통계개발연구센터

사회조사팀

정보기술팀

정보통계연구실

인재경영팀

총무팀

회계팀

경영지원실

임원(원장)

1명(1)

책임전문원

4명(1)

전문직

전문원

2명(1)

선임전문원

6명

책임행정원

7명(1)
행정직

행정원

9명

선임행정원

6명

선임연구위원

11(11)

연구직
연구위원

47명(39)

부연구위원

36명(34)

전문연구원

25명(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및 사회정

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와 

정책 개발

2.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 생산

3.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4.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5.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6.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7.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 있는 연구용역 수탁

8.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와 홍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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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4. 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법률 제2857호)

1981. 7.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으로 발족(법률 제3417호)

1989. 12. 30.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법률 제4181호)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로 이관(법률 제5733호)  

설립 목적 

주요 기능 

연       혁

Ⅰ. KIHASA 현황 

감사실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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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 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 연구 

- 모두가 건강한 사회와 가치 기반 보건의료체계(비용↓, 질↑)로의 전환 모색

-  저출산·고령화·돌봄 등에 대한 사람 중심의 체감도 높은 대응 정책과 수평적· 

수직적 사회보장제도 설계 지원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  건강한 공론장(public sphere)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체계적 근거 자료  

생산

-  보건·사회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조사 자료 정보 구축 및 대외 공개

  

대한민국 100년의 보건복지정책 분석과 미래 대응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 대응 전략 마련 

- 대한민국 100년 보건복지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전망

- 초고령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제도 개선 및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논의 활성화

- 남북 보건복지 격차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 사회발전 모형을 활용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의 효율성 제고

   국제 협력을 통한 아시아 사회발전모델 개발 및 확산 

- 사회보장 국제협동연구로 아시아 동반자국 사회발전 모델 도출 

- 국제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연구 성과 확산

창조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사람 중심 경영관리 고도화  

- 통합적 경력개발제도 구축 및 구성원 권익 신장

- 성과관리제도 합리적 재설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

- 참여형 융합연구 운영체계 확립

- 국내외 전문가 연결 플랫폼 구축·운영

- 조직 내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쉼표가 있는 일터 혁신 

- 가족 친화적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 확산

- 재창조를 위한 연구휴직·연수훈련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비전 및  
경영 목표

추진 계획

창조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 사람 중심 경영관리 고도화 

·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 

· 쉼표가 있는 일터 혁신 

열린 연구원 행정 운영 
· 연구 성과의 개방과 확산 기제 강화 

· 정책 수요 의견 수렴 활성화 

· 예산 편성·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기관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 

대한민국 100년의 보건복지정책
분석과 미래 대응 
·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 대응 전략 마련 

·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제도 개선 
및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논의 활성화 

·  국제 협력을 통한 아시아 사회발전모델 개발 
및 확산 

포용복지국가의 정책 비전 제시 
· 사회정책 비전 제시를 위한 포용복지 연구 및 국정철학 확산 

· 사회정책 부문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평가 연구 

사람 중심·실사구시의  
국가 정책 기여도 제고 
·  행복 제고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전략 개발 

·  ‘사람 중심’ 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
적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 연구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선제적 사회
정책 대안 제시

비     전

경영 목표

포용복지국가의 정책 비전 제시 

  사회정책 비전 제시를 위한 포용복지 연구 및 국정철학 확산

- 포용복지국가 연구 및 국정철학 확산

- 미래 사회정책 비전 제시를 위한 포용복지 연구 추진

   사회정책 부문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평가 연구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사전·사후 연구 기능 수행 

- 모니터링·평가체계의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사람 중심·실사구시의 국가 정책 기여도 제고

  행복 제고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전략 개발 

-  행복·사회통합·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 실시로 행복 연구 허브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사회통합·국민의 행복 제고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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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연구 사업 

01 2019년도 사업 목표

02 2019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03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추진 계획 열린 연구원 행정 운영 

  연구 성과의 개방과 확산 기제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연구 성과 개방을 통한 성과 확산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제공 기반 고도화

   정책 수요 의견 수렴 활성화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연구 과제 개발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예산 편성·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구성원 참여 예산제 도입

-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 운영

   기관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

- 2021 비전 선언서 발표 및 ‘KIHASA e-역사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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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모색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

태조사,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

록 지원

�한국인의�행복과�삶의�질에�관한�연구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

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

-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상황 진단을 목적으로 한 정책 실험의 결과 예측 및 정책

성과 진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사회조사를 수행

-  장기 참여 관찰을 통해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외국의 주요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특질을 확인

�증거�기반�사회보장�평가�및�효과적인�사회보장정책�조정�지원

-  사회보장 평가 및 조정 방안 연구를 통한 성과 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지원

-  지식경제사회 진입 이후 산업구조 조정, 장기 고용 감소 및 자영자 증가 등 각종 사회

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장 미래 위험 관리 툴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시설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통일�대비�보건복지제도�연구

-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시, 남북한 사회보장제

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과 방안 준

비 가능한 연구 필요

�기술�변화에�따른�의약품의�미래�전망과�중장기�보건정책�및�거버넌스�연구

-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의 의약품은 치료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비용의 

변화, 의료체계에서 의약품 투여 및 관리 방법의 변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신약은 높은 가격으로 약품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기술 변화에 

따라 향후 도입되는 신약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2019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2019년도�
중점�추진�
과제

미래��사회�대비,�선제적�기초보장�설계�

-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 분석

-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에서 한국형 사회보장의 설계와 개선 출발 가능

�보건의료체계�질�제고�및�사회적�요구에�효과적인�대응을�위한�보건의료정책�

개선

-  4차 산업혁명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연구 수행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 개발 연구 추진

�포용복지국가�기반�마련

-  현 정부 5년간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발전 방향을 위해 현재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배제의 문제점을 파악

-  사회적 논의 과정과 정책평가(사회 및 복지정책 융복합 등)를 통해 기존 정부와의 차

별화된 복지정책 방향 성립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저출산ㆍ고령화�극복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대안�마련

-  향후 5년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으로서 저출산·고

령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높은 시기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

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2019년도�
사업�목표�

2019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총괄 목표

세부 목표

사회보장정책의�국가�비전�선도와�국가�정책에�대한�기여도�제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전략적 사회보장재정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

Ⅱ. 2019년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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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

하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

적인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함

-  이에 인구변화의 특징을 감안한 사회정책 전반의 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

회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생아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출생아 감

소에 따른 적응 및 대응을 위해 노동, 교육, 주택, 젠더, 복지 등 거시적인 접근을 통

한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통한 개별 정책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제고함

-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미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 및 적응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

심으로

-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동질성 

회복에 주력할 시점임

-  보건의료 중심의 교류에서 복지의 다양한 영역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시키고 이를 바

탕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남북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객관적 통계를 이용하여 북한의 보건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북한의 대상별 복지제도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

북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적 접근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남북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고, 대북 보건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통

계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  이 연구는 국제적 동향 조사를 통해 신약의 기술적 변화를 파악하여 미래 의약품의 

특성과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국내 환경에서 의약품 급여, 사용에 관한 정책 및 거버

넌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의약품에 대한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강화하

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기술 변화에 의한 미래 의료환경을 체계적 분석, 고찰을 통해 예측하고 정책 및 거버

넌스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대응력을 강화함

● 기술, 정책, 거버넌스의 융합 연구를 통한 강건성과 실효성을 갖춘 대안 마련

-  의료기술 중 시장 파급효과가 특히 크고 미래 변화 요인이 큰 신약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에서 시장 진입, 퇴출까지 전 주기적 영역에서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보장 재정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정책의 일관성, 상호 조응성을 제고함

-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정책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정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투자정책 추진의 결과로 가시적인 양적 확대를 

이루어 왔으나 임금수준, 근로시간, 사회보장, 근로환경 등을 포괄하는 근로여건의 

열악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

●  그러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관련 정책이 종사

자 고용에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현 정부도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에 대한 질 제고를 추

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특성, 업종 및 직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정책의 변화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함. 둘째, 동태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함. 셋째,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 제

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특성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사회서비

스 제공 기관의 고용 여건 변화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용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최저임금정책의 사회서비스 분야 효과성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고 위한 업종별 차등적 정책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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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연구의 범위를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하고, 통계 등 자료 DB 구축으로 북한의 

동향을 반영한 현실적 연구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계 개발

-  기존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개념을 제시하고 복지국가를 달성하려 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정·공평성이 후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함

●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에서는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

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맞춤형 복지” 등을 표방함

●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를 표방하며 기존 복지 개념과는 다른 패러다임 전환의 필

요성을 강조함

-  현 정부의 (포용)복지국가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은 단기간에 

많은 정책을 포괄함에 따라 현 사회적 문제인 사회배제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부족

한 가운데 포용복지국가를 발표함으로써 동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적·철학적 토대, 

사회 및 복지정책적 의미, 사회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등을 담아내

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 5년간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발전 방

향을 위해 현재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결핍(=박탈), 사회배제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사회 논의 과정과 정책평가(사회 및 복지정책 융복합 등)를 통해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된 복지정책 방향 성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  다차원적 결핍, 사회배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포용복지를 위한 일자리, 서민

금융, 복지욕구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특성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미래 복지사회 준비

-  미래 사회 대비 한국적 복지국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제공

-  포용복지 및 포용성장 개념 정립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대체한 공정·공평한 복지경제체제 기반 조성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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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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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Coverage Gaps and EFC (error, fraud, corruption) in Soci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Public Assistance for the old   

연구 책임자: 임완섭 

공동 연구자: 황남희, 정은희, 이아영, 정용문, 윤여선, 신봉하, 안영, 최은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문제에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이를 통한 정책 함의 도출이 필요

-  이는 단기적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 차원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기수행

된 1단계 연구(2016~2018년)에서는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기본모형을 구축하고 

매년 분야(소득보장, 주거보장 등)를 달리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별 특성과 복지레짐을 반영하여 해외 사례 연구를 수행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될 2단계 연구는 매년 분야를 달리하여 부적정 지출

과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되, 그 대상을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를 대상

으로 실시

●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단계 연구와의 연

속선상에서 해외 사례 연구도 수행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및 부정적 

지출에 대응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

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연구의 두 축은 모니터링 조사와 해외 사례 연구임 

모니터링 조사

-  모니터링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인식 및 실태 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34 악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비교 분석을 위해 노인 1,000명과 비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

시,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과 비노인 모두 공공부조 제도를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 응답하였으며, 

노인은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비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에 비해 더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신청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여 

부정수급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미신청 오류 발생과 복잡한 기준과 선정 절차로 인해 거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사각지대 발생 사유를 1단계 연구(공급자 조사)와 비교해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구

조적 배제 측면의 사각지대 발생에는 공감하지만 수요자는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 공급자

는 수요자 측면의 원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이 다르게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러한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고찰과 현황 파악이 필요함

-  부적정 지출 측면에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수급 인식 경로에 대해  ‘부정수급 사례

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를 꼽았음

-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

는데 이는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문임

-   부정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노인과 비노인 모두 복지제도 전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에서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수요자의 ‘기망’을 가장 많이 꼽았

지만 그 비율은 기수행된 공급자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원인인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응답도 적지 않

았는데, 이는 이전의 공급자 조사와는 상이한 결과임. 이는 복지 서비스의 수요자는 상대

적으로 공급자 측면의 문제점을 크게 보고 있는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 측면의 문제점을 

크게 보고 있는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인식 측면의 조사로는 부정수급의 원인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는 것을 보여 준기 때문에 인식 조사의 결과들은 응답자 특성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

아내거나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임

 

연구 내용Ⅲ. 2019년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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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해외 사례는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와 

호주에 대해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음

-  남유럽 국가와 자유주위 국가는 복지체계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배경

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유형의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보

다는 해당 국가의 사례를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관련 정책 함의를 도출

하는 것이 중요

-  그리스의 경우 재정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극심한 실업 및 경기침체의 문제를 겪었으

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수행된 긴축정책과 연금개혁 등으로 복지 축소가 확대되었음

●  따라서 그리스의 사각지대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지방분권의 정도가 강한 편인데, 스페인의 지방분권적인 사회보장제

도는 프로그램은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대상자 중첩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효율성 측

면은 떨어지지만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전제로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프로

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복잡성 완화를 위한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화 그리고 부정수

급 관리 측면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호주는 잠재적 부정수급과 부정적 지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고 또한 적발하기 위

해 부처 간, 관련 기관 간의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로, 다른 국가들에 비

해 훨씬 다양하고 정교한 부정수급 대응 전략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측면 

-  불완전 수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홍보 강화 필요

-  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의 강화를 통해 수요자에게 복지 수혜에 대한  부정적 감

정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 또는 자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  그다음으로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상충성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보충성의 원칙

은 적용하되 보충성에 따른 급여 감소 비율을 축소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 수

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정책 제언

부정수급의 관리 측면

－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전문가 배치와 부정수급 관리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확대

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구 중심의 급여 선정 

방식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 등에 따른 급여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 성격의 제도 개편을 의미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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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인적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 (Ⅲ): Focusing o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연구 책임자: 강혜규

공동 연구자: 이한나, 김보영, 주은수, 최지선, 최권호, 황정하, 김태은, 최요석

 본 연구는 지역 복지전달체계에서 공공서비스와 그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공공 

및 민간 부문 인력의 실태와 관련 정책을 주요 범위로 하여, 인적자원 관리를 위

한 정책 과제를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적정 인력의 확보와 전문 역량 제고 등 인력 관련 과제의 해결은 국정과제(사회서비

스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공적 서비스 품질 향상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높은 과제임

－  진일보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복지를 강화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력 부

족의 해소뿐만 아니라, 가용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력운용 체계에 대한 구

체적 논의와 근거 파악이 요구됨

－  본 연구를 통해 지역 단위 공공서비스 담당 복지인력 운용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확인

하고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복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민간부문 사회

복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는 지역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 연구(2017년), 지역 

거버넌스 연구(2018년)에 이어 인적자원 관리를 연구 주제로 하였으며, ‘어떻

게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은 무엇인가’의 연

구 문제에 주목하였음

－  좋은 서비스 제공의 최적 여건을 명확한 업무 부여, 서비스 담당인력의 대처 가능한 

역량(인식, 가치, 기술), 적정 업무량(인력 규모), 적절한 업무 배분(분담 구조), 유관 

업무 협업 여건 마련 등이라고 판단하고 연구를 설계하였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48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의 주축으로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 복지행정부서와 3개 

유형의 종합복지관을 연구 대상 범위로 설정하였고, 복지담당인력 관련 행정데이

터의 분석과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인력 실태와 관련 정

책의 입체적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음

－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서 통합사례관리

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을 

아울러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 단위 복지 전달체계에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지닌 중추 조직의 인력 실태 및 운용 여건을 파악하였음

－  복지부문 인력 정책이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하되,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즉자적 해소보다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성

숙과 공공성, 지역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책 지향, 욕구의 포괄성과 대응성을 높일 전

문화와 서비스 통합성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직무, 역할과 정체성, 역량, 직무수

행 여건과 역량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그간 추진된 복지부문 인력정책, 관련 제도의 형성 및 현행 규정 등 법적, 행정적 기

반을 분석하고, 행정데이터와 지침을 통해 복지부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영

역별 인력 정책 및 현황을 파악함

－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에 존재하는 주요 복지 영역별 인력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복지정책의 확장과 기대 과업의 수준을 감안한 직무수행 내용과 대응 역량, 직무 인

식, 근무환경을 각각 파악하고 그 간극을 메워 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검토함

●  계량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복지분야 공공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분석을 위해 FGI 

방식의 ‘복지 영역별 인력 현황 및 운용 여건 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자체 복지행정 부문에서는 직무환경과 여건, 직무수행과 역량, 인력의 배치와 승진, 인력의 

교육과 훈련의 차원에서, 3유형의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환

경, 조직문화, 조직 및 인사 관리, 인적자원 확보, 인적자원 육성의 차원에서 심층 분석을 진

행하였음

－  기대과업과의 간극을 메워 가기 위한 과제, 복지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

선 방안, 인력운용의 정책적 과제 등 공공서비스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지역복지 전

달체계 관련 종합적 인력 운용 방안 및 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요건들은 인적자원 관리 차원의 관점

과 접근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의성도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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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업무 부여는 근본적인 복지제도의 설계와 업무 지침을 통해서, 대처 가능한 

역량은 인력 운용(채용, 훈련, 슈퍼비전)과 인력 정책 차원에서, 적정 업무량은 적절

한 역량을 지닌 일정 규모의 인력 배치를 통해서, 적절한 업무 배분은 조직 내 부서 

편제의 분담 구조와 업무 수행 환경 마련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직무 특성(과업 부

여 방식, 수행 방식, 필요 역량)과 수행 여건, 인적자원 관리 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자체 복지행정 인적자원 관리 분석 결과

－  첫째, 직무환경과 여건에서는 조사 대상 영역 모두에서 직무환경과 여건의 불안정

성, 부적절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음

－  둘째, 직무 수행과 역량에 대한 분석에서는 직무 수행의 의의와 적정 역량의 필요

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직무 수행 필요 역량의 부족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확

인되었음

－  셋째, 인력 배치와 승진의 분석에서는 복지업무 확대에 따라 인력이 보강되고 있지

만 이를 효과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인식이 공통적이었으며, 인력 배치·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발견되

었고, 신규 인력의 기본 역량, 자세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선발 과정 개선 필요성에 대

한 의견도 나타났음

－  넷째, 인력의 교육과 훈련 관련 분석 결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훈련이나 자격, 

경력개발 등 포괄적 인적자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특히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훈련 수준과 서비스 제공의 질이 긴밀하게 연

결되는 대인서비스의 특수성 맥락에서, 해당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

식의 교육훈련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조사 대상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

로 인식되고 있었음

 지역사회복지관 인적자원 관리 분석 결과

－  첫째, 구조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종적인 전

달 기능을 지역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평가와 위·수

탁 심사 문제, 새로운 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 비중 확대의 문제가 제기되

었으며.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민관협력, 주민참여 및 조직화의 강조 등 최근의 복

지서비스 제공 환경 변화도 지역사회복지관 일선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둘째,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기관 최고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가치지향이 다양하

며, 이에 따라 내부 조직 문화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방식 모두에 미치는 상당

연구 내용 한 영향력,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누적되어 온 비합리적 관행과 기관의 소극적 대

응에 대한 문제제기, 새롭게 사회복지 현장으로 진출하는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

등 양상이 확인되었음

－  셋째, 조직 및 인사 관리의 분석에서는 조직의 정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

의 필요성, 적합한 업무분장과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의 마련 요구, 조직적 차원

의 업무 추진 제약 요인과 개인적 차원의 역할 수행 어려움, 슈퍼비전을 통해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노력 수행이 확인되었음

－  넷째,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새로운 채용 방법의 활용 노력이 확인됨. 또한 젊은 세대의 기

본적인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철학이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인식이나 현장

의 요구와 대학 교육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동료 간 수평적 팀워크가 잘 발휘되는 점이 새로운 세대의 강점으로 논의되기도 하

여, 민간영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은 새로운 세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

적인 평가가 공존하였음

－  다섯째,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글쓰기 능력과 조직화 역량,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 등이 공

통적으로 인식되었고, 개인적 차원의 성장 지원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가이드 제공,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 신규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 사회복

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됨

 첫째,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인력 정책의 수립이 요청됨

－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과 함께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 유지 방

안,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가 가능한 인력관리 등 인사 혁신·관리체계 정비가 병행

되어야 함

－  인력의 자격-채용-초기 교육-배치 및 전보-승진 및 보상-경력 개발 및 교육 훈련 

등 전반에 걸쳐 지역복지라는 직무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방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둘째, 공공 행정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채용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자체 복지행정의 변화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무들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용제도의 변화가 필요 불가결함

－  사회복지직 채용의 자격 기준 강화 혹은 가점 기준 설정 등 채용 기준 개선, 공직예

비시험제도, 공공 사회복지사 제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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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복지 서비스 전문화 경향을 반영한 일선 인력 역량 유지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함

－  보수교육 이수의 제도화·체계화, 수준별·영역별 필요 역량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 

중심·실무 중심 교육 체계 마련, 상시적 슈퍼비전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과 준비가 요청됨

넷째, 적정 업무 배치와 직급·직위별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함

－  직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의 배치, 명확한 업무 이해, 대응 능

력(가치, 태도, 기술), 활용 자원 등이 겸비되어야 하며, 특히 서비스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 정의, 수행인력의 조건, 책임성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 등 주요 서비스 담당인력의 규모 추정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범위 설

정에 따른 적정 규모의 인력 기준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도 별도의 

과제가 될 것임

다섯째, 민간의 역동을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지원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역동성, 복지 가치에 대한 인식과 반영 노력, 창의성·주도성을 존중하

는 조직 문화 등에서 차별성이 확인된 민간기관에 대하여,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공공주도의 정책과 관행적인 평가·위탁의 부정적 파급을 상쇄할 수 있는 포괄적 지

원 정책이 요청됨

－  민간복지기관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의 적극적 참여와 적정 인력 규모의 확충, 보수

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은 병행되어야 할 과제임

정책 제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athways from Institutions to Community 
Liv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구 책임자: 오욱찬

공동 연구자: 김성희, 박광옥, 오다은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됨

－   이에 따라 현재 자발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지원 제도 설계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문제

－ 첫째,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  둘째, 탈시설 장애인의 거주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 혹은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셋째, 탈시설 장애인의 생활 영역별 경험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연구 방법

－  제도 및 현실 파악, 주요 용어의 개념화, 분석틀 마련을 위해 문헌 연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함. 문헌 연구를 통해 탈시설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및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탈시설 영향 요인을 도출함. 또한 비교적 최근에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한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사례를 현지 조사를 통해 분석함

－  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면접 조사를 수행함. 면접 조사는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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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및 발달 장애인 25명과 21명의 사례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해 사례 연구 방법(case study method)

에 의한 분석을 수행함. 이 연구에 적용한 사례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 차원에서는 사전

에 구조화된 틀을 바탕으로 현상을 기술하는 기술적 사례 연구 혹은 현상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 설명적 사례 연구이며, 사례 수와 분석 단위 차원에서는 다중 사례에 

대해 다수의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 복합 분석 단위-다중 사례 연구임

주요 연구 결과 1: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은 탈시설 과정뿐만 아니라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독

립주거로 이행하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함. 이를 위해 먼저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을 사례마다 연대기적으로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이동 패턴을 유형화함

－  주거의 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한 주거이동 패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유형화되었는데, 

단계적 탈시설 흐름에 의한 주거이동 패턴과 주거이동의 핵심 동기에 따른 패턴으로 구분함

－  단계적 탈시설 흐름에 의한 패턴은 ‘전환주거를 통한 탈시설 패턴’, ‘그룹홈을 경유한 탈

시설 패턴’, ‘독립적 탈시설 패턴’, ‘재입소 후 독립주거 패턴’의 4가지로 유형화되었으

며, 주거이동의 핵심 동기에 따른 패턴은 ‘경제활동 중심 패턴’, ‘주거 환경 중심 패턴’, ‘

가족 형성 중심 패턴’, ‘사회적 관계 중심 패턴’의 4가지로 유형화됨

－  각 주거이동 패턴에는 장애 유형별로 특징이 나타났으며, 향후 이를 고려한 탈시설 지

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주요 연구 결과 2: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촉진 및 저해 요인

－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따라 탈시설 영향 요인을 미

시, 중간, 거시, 시간 체계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해 ‘장애인의 자립 능력’, ‘시설 

환경 및 생활’, ‘지역사회 인식’, ‘탈시설 지원 정책’, ‘일정 기간 시설 거주의 결과’ 등 11

개 영향 요인을 도출함

－  이러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실제 장애인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각 환경 체계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진입 촉진 및 저해 요인을 검증함

－  분석 결과 장애인의 탈시설에는 개인과 시설 단위의 미시 체계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탈시설을 촉진할 수 있는 중간, 거시 체계 차원의 긍정적 지원과 개입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촉진하기 위해 미시 체계의 수준을 넘어선 다양한 환경 체

계의 지원과 교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각 환경 체계에서 탈시설을 저해

하는 요인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함

연구 내용 연구 내용 주요 연구 결과 3: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험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험은 사례 관리, 주거, 생계, 건강 및 의료,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관계 및 문화·여가, 심리·정서의 7개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

데, 장애인의 경험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은 향후 탈시설화 정

책에서 개별화된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주거, 생활비 등의 기본적인 생계뿐만 아

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 포괄

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함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입 및 정착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과 단계별 지원

－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입 및 정착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과 단계별 지원을 제안함

－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제안함

－  지역사회 서비스는 개별적인 서비스의 단순한 결합보다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포

괄적이며 연속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이를 위해 지원의 단계를 

‘탈시설 준비기’, ‘지역사회 적응기’, ‘지역사회 정착 초기’, ‘지역사회 안착기’의 4단계

로 구분하고,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적이며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패키지’를 제안함

－  추가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종합 컨설팅과 혁신적인 주거 모형 개발

의 필요성을 제시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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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Social Protection System against Family Abuse and Violence 
Across the Life Span

연구 책임자: 류정희

공동 연구자: 이상정, 임성은, 임정미, 이주연, 김경희, 민소영, 박현용, 소라미, 송아영, 양수진, 이미진

 본 연구는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아동 보호 체계, 청소년 보호 체계, 배우자학

대 피해자 지원 체계, 노인 보호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

석하여 각 보호 및 지원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가족을 중심으

로 보다 통합적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와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의 접점

●  1990년대 이후부터 국외에서는 가정 내 배우자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 발생에 대한 연구 본격

화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와 아동 보호의 접점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해

소하기 위해 녹서(Green Book)를 발간

－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대 영역별 법제 개선 사항

● 아동학대 영역에서는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 시급

●  배우자학대 영역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현실 적용 시 제한점과 피해자의 분리 보호 등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 시급 

●  노인학대 영역에서는 노인복지법 기반에서 벗어나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신설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등 법제 개선 시급

 대상별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현황과 한계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체계 내 사법과 복지,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현황과 주요 쟁점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 47
●  복지와 사법체계 간의 연계 필요성: 신고접수-조사-판단-사례관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학

대피해자 보호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현행)과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과의 정보공유, 업

무협조 및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아동보호와 정신보건체계 연계 필요성: 현재 국내 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학대 피

해자 판정 사례에 관해서만 단기간에 걸친 심리치료와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피해 아동의 기능적 회복을 위한 개입에 한계 존재

－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현황 진단

●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는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연계 체계로 사건 접

수 후 초기 대응에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중심이 됨

●  피해자에 대한 공적인 복지지원체계는 미비하며 민간 중심의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체계만이 존

재하며 현재의 연계 체계에서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가 모호

－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내 사법과 복지,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현황과 주요 쟁점

●  사례 개입 절차의 문제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법기관, 경찰과 연계되

어 있고, 129 콜센터, 119, 의료기관, 법률기관,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

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및 연계 조정이 미흡한 실정 

●  유관 기관 간 상이한 목적 및 목표 설정, 기관별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개입 절차(공동 매뉴

얼의 부재), 기관 간 연계·협력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 및 시스템 부재,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 전산 시스템의 부재, 서비스 환경의 차이, 연계·협력 네트워크 추진 과정의 문제, 

팀 성원 개인의 문제 등이 존재

 통합적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 현황에 대한 분석

－  각 대상별 보호체계 간의 연계와 협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학대 피해자 보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기관별 지난 1년(2018년 1~12월)간

의 지역사회 내 다른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현황 분석

●  조사는 각 기관의 기관장 및 팀장급 실무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

를 활용, 조사 지역은 연구진 회의를 통해 propensity Score Matching으로 선정. 분석 방법은 사

회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 중 자아 중심 연결망(ego-centric network) 활용

●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학대 피해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3개 정도의 기관

과 적어도 1번 이상 연락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에 응답한 기관들을 서비스 제공 대상별로 나

누어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과반수

(60.2%)이며 시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13.9%,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과 노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각 8.3%, 여성 3.7%의 순으로 나타남.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 중 약 60%가 협

력 및 연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22.2%의 연계 기관과 

연구 내용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50  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  51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77.8%의 연계 기관과 필요시에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대상별로 유사한 기관과 연계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10% 이상의 비율로 공공기관이나 

사법기관과 연계하고 있었으며, 대상별로 분리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제기됨

 통합적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는 현재 아동 보호 시설에 거주 중인 학대 피해 아동 8명과 아동 보호 시설 실무자 

4명, 총 12명으로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연구자가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동 보호 시설

로 찾아가 아동과 실무자를 각각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개별 심층면접 진행

●  면접의 핵심 질문은 학대 피해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시설 생활 과정, 원가족 분리와 접촉, 

시설 생활 경험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포함

－ 연구 결과

●  피해 아동 대부분은 학대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아동학대를 자기 잘못

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족 분리 및 입소 과정에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 시설로부터 이동 배경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대부분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시설 생활은 물리적 안정을 제공했으나 전학, 집단생

활, 규칙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도 동반되는 것으로 보임

●  시설 보호 후 원가족과의 접촉은 피해아동보호명령 판결 등 아동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

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아동들은 학대 피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좀 더 본인들이 배려받고 의견이 반영되며, 시설 규칙

이 유연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해외 학대·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 체계와 시사점

－ 뉴질랜드와 호주의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 뉴질랜드와 호주는 가정폭력에 대한 다기관의 통합적 협업 모델을 도입

●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써 서비스 대상자로 대응·관리하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견되면 개

인이 아닌 당사자가 포함된 가족 전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책무 

등에 관련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써 경찰, 교정/사법부, 건강부, 교육부, 고

용/노동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가정폭력·학대 사건의 복합적 원인과 문제 해

연구 내용 연구 내용 결을 가능하도록 함

●  It 기반의 정보 공유 체계의 경우 뉴질랜드는 전자 사례관리 시스템(CMS), 호주는 중앙 연계 

시스템(CRp)을 통해 관련 사례관리 대상인 가족에 대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관리 계

획 및 계획에 따른 각 기간의 책무와 서비스 등을 한눈에 모니터링함

－ 영국의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  영국에서의 학대 피해자 ‘보호(Safeguarding)’는 학대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protection’

의 의미보다 폭넓은 접근으로 개인의 건강, 복지 그리고 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

●   영국의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주요 특징은 ‘지역사회 내 학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유관 기

관이나 관계자 간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성

인을 위한 서비스’로 크게 분류됨

●  영국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  영국의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체계는 1989년 제정된 ‘아동법(the Children 

Act)’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2018년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을 통해 

아동 보호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lSCB를 폐지하고, 3대 핵심 safeguarding 

partners인 ‘지방정부-경찰-임상위원회’로 구성된 ‘법정보호연합체제’로 대체,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지역사회가 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는 공권력이 있

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에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직

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

  *  성인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관련 법적인 근거는 Care Act 2014의 제42조에서 제47조에 명

시되어 성인 학대 조사를 위한 공적 기구로 ‘성인보호위원회(SAB)’를 지역사회 내에 설치, 사

회보호감독위원회로 신고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보호, 처벌 등 조치를 취함

－ 일본의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중심으로

●  아동 관련 상담은 지자체(시정촌)가 담당하고, 아동상담소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역할수행. 시

정촌은 아동가정종합지원 거점 기관을 설치하고 요보호아동대책협의회를 조정하는 역할을 강

화시킨 아동 상담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시정촌과 아동

상담소에 신고되며 사례를 접수한 두 기관은 아동의 안전 확인과 초기 조사 실시

●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복지와 사법의 연계: 피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상담소와 사법기관

의 연계 강화 조치가 규정되었고, 아동 안전 확인 시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경찰

에 통보하고 경찰과 함께 개입

●  AI를 활용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 : 상담 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시범 사업으로 AI를 도입. 태블릿 단말기를 이용해 초기 조사 기록뿐 아니라 대응 

후 지원 기록과 사후관리 기록 등 축적, 이는 업무량 표준화와 직원 관리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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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정책 제언)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  예방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은 보호 체계의 대상에 대한 보편주의

적 접근,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가족 중심의 접근을 기초로 해야 함

－ 학대·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

－  이처럼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초로 다양한 서

비스 공급 주체의 역할과 권한을 설정하고 연계와 협력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고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공적 주체를 필요로 함

－  이러한 재조정에는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고려

해야 함

학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원리

전달 체계 구축 원리 학대 피해자 보호 사례관리 체계 작동 방식

위기(crisis)와 유지(maintenance)를 
연결하는 가교(Bridge) 체계 

-  위기 개입 중심 사례관리는 학대 및 폭력 피해 위험이 감소
되면 종결, 이후 삶의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 보호는 기존 서
비스 체계 활용 

기능 조정과 조직 통합 사이의 사례관리 
전달 체계 구축  

-  위기 개입 시, 기존 사례관리 조직(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
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활용 VS 새로운 위기 대응 
조직 설치(지자체 내 팀 설치, 혹은 권역별 독립 센터 설치)

공공성과 전문성 간 협업과 분담

학대·폭력 전담 기구의 전문성 강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기
존 사례관리 전달 체계(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치매안
심센터, 노인맞춤형돌봄센터)와 차별적인 전문적 서비스 개
발과 제공 담당

욕구 범위와 사례관리 기능에 따른 주 
사례관리 배치

- 아동 보호 체계는 드림스타트

-  배우자학대 피해 보호 체계와 노인 보호 체계는 희망복지지
원단 통합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 사업 간 기능 조정

시군구-읍면동 역할 재조직화

-  학대 및 폭력 피해 가구에 대하여 공공 조직 중심으로 서비스 
진입과 종결의 창구 일원화

-  즉 위기 개입 중심 사례관리 종결 이후 지역사회 보호 체
계 진입 시, 시군구의 해당 사례관리 사업(희망복지지원단
의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으로 일괄 수렴, 시군구의 해
당 사례관리 사업 종료 이후 읍면동으로 일괄 통보하여 사
후 관리 진행

정책 제언

학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모형 

－  위기 상황 안정화(critical time intervention) 이후 포괄적 삶의 안정화(maintenance 

intervention)까지 2단계 접근을 통하여 지역사회 보호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총

체적인 전달 체계 구조가 필요

－  학대 피해 아동 및 가구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후 재

학대 위험이 감소하여 종결되면 시군구의 드림스타트로 종결을 통보하고 학대 피해 

아동 및 가구 사례를 이관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배우자학대 피해자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개입한 후 가정

폭력 위험이 감소하여 종결되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동의를 얻

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종결을 통보하고 사례를 이관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피해자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후 노인학대 

위험이 감소하여 종결되면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종결을 통보하고 학대 피

해 노인과 가구 사례를 이관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읍면동에 최종적인 사례관리 종결을 통보하여 지역 주민

과의 최일선 접점에 위치한 전달 체계가 지역 내 밀착적 보호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유형에서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단계의 사례관리는 보다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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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A Study of Social Unrest in Korea: A Qualitative Analysis

연구 책임자: 이현주

공동 연구자: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임

－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정책을 개선하거나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함

－  최근 한국에서는 일상의 대화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불안이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

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하여 사회

적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개방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서 작

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함

 질적 조사를 통한 면담 내용은 현상학적 분석과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질적 분석과 더불어 연구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

라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

－  본 연구가 개인의 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 경험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 기반으로 함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안의 변화와 현재를 이해함

－ 첫째, 정부 및 대통령 연관어의 순위가 상승 중임

－ 둘째, 최근 건강, 특히 정신건강 연관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셋째, 경찰, 안전 연관어가 중요한 연관어로 등장함

－  넷째, 가족이 연관어로 자주 나타나는 경향도 나타남. 연관어 네트워크상 위치를 고려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31 할 때 가족이 불안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가족으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되는 경향 존재

 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불안은 빈곤, 취업, 사회적 지위,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 개인적 가치 추구 등과 관련이 있었음

－  빈곤층으로 인지한 참여자의 불안이 가장 큼. 그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상황이 개

선되기 어렵다고 느낌

－ 20~30대 취업 준비 청년층은 미래 불확실, 인생의 방향 관련 불안이 가장 큼

－ 수도권 소득 중간층은 자녀 교육과 소득 확보 관련 사회적 지위 불안이 가장 큼

－ 가족원의 난치성 질환 등 특정한 요인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도 있었음

－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준거 집단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데 따른 불안감을 느끼

는 집단도 있었음. 불안은 비전형적 삶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우려, 급

격한 변화로 인한 불안정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  한편 현상학적 분석에서 불안과 생활 만족의 관계가 단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불안과 생활 만족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밝혀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은 중첩적이고 동

시다발적으로 발생함

－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는 가족, 건강 그리고 학업 문제가 중첩 및 상호 교차하여 불안을 

느낌

－  참여자들의 불안에는 국내외 경기 상황, 한국 특유의 문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통제 불가능한 소셜 미디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이 불안 요인

으로 작용함

－  불안의 요인에는 전통적 문화 요인들도 혼재함. 한국은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면서, 아

직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과도기에 있음. 이 간극이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됨

－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 결과, 공적인 영역의 도움보다 사회적 지

지나 본인의 힘으로 불안에 대응·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임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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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불안은 사회정책의 수준과 무관하지 않지만 사회정책에 한정되지는 않음

－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

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의 빠른 변경도 불안을 가중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단위 부담을 줄이는 정책 확충이 긴요하며, 정신건강정책 확대 등 개인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 이 외에도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 더없이 중요함

－  미래 불확실성과 자기 결정 및 삶의 선택 제약 등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함

－ 희망이 없다는 인식은 사회 변화에 부정적으로 대응할 위험을 초래함

본 연구는 2차 연도의 설문조사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함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조사는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불안의 기저에 작용하는 요소를 포괄하면서 개인주의 수용 정도, 가족과 친구 등 전

통적 지지에 대한 태도 등 문화적 태도도 포괄되어야 함

－  불안을 인지하는 데는 과거 경험과 미래 예견이 함께 작용함. 인지의 기준 시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불안의 대응 기제와 능력을 파악하는 조사 문항 개발도 중요함

 

정책 제언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A Comprehensive Study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연구 책임자: 정해식

공동 연구자: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진예린, 유지수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여러 정부의 계

획은 공통적으로 물질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인 삶의 질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음

－ 물질적 삶의 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 냈지만 정신적·정서적 차원에서는 개선이 미흡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한국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왜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할 필

요가 있음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인의 행복

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3년의 연구 계획 중 1년차 연구에 해당함

－  1년 차(2019):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위계적, 결합적 특성을 집단(성별, 연령

집단, 지역, 소득계층 등)별로 파악하여, 대상별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모색

－  2년 차(2020), 3년 차(2021): 생애주기별 위험 경험과 이에 대응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복지제도의 체계적 대응 필요를 확인하고, 객관적 

삶의 질(미시적, 거시적)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여 비교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

이 연구의 개념 정의와 선행연구의 경향 분석

－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행복(happiness)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고,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을 종합하여 삶의 질이라

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협동)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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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의 초록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경제학 분야에서는 행복, 경제, 소비, 소비자,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행복감, 영향, 관계, 요인, 심리학 분야에서는 행복, 집단, 척도 

등을 연구 초록에서 주로 활용함. 경제학에서는 효용으로서의 행복, 심리학에서는 심

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주관적 안녕으로서의 행복, 사회복지학에서는 정책적 개입의 

결과로서의 행복에 주목하는 특징이 발견됨

연구자료 수집

－ 한국인의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실시

●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80세 미만 성인 50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함

●  설문조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되는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복합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캔트릴 사다리,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행복감과 우울감의 정서적 경

험, 그리고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적 삶의 가치 등 질문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행복 특징

을 조사함

－  (국내 질적 연구) 주요 동년배 집단 10개 그룹 및 각 그룹별 1인 심층면접을 통해서 

행복의 의미·조건을 파악

－  (국외 질적 연구) 북유럽 2개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청년 및 노년 세대 19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행복과 불행의 인식을 조사

주요 분석 결과 1. 실태조사 분석

－  한국인의 삶에 대한 평가와 만족, 가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7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에 최고점을 보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우하향의 양상이 확인됨. 연령대와 가구 경제 지위, 거주 지역

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활영역 만족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남. 경

제적 풍요로움의 수준에 따라 생활영역별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만, 유의

미한 타인과의 관계, 건강, 원하는 일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기도 함

－  여러 행복 요소 중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여건의 효과에 대한 심리적 역량

의 매개효과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심리적 역량은 

긍정적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함

주요 분석 결과 2. 국내 질적 연구

－  이 연구에서 확인한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개념은 ‘행복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

거나 파악할 수 없는 복합 구성체’로 확인됨. 행복을 이요인의 척도로 보는 방법, 다

연구 내용 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다차원으로 보는 방법,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총합으로 보는 

방법이 모두 혼재되어 있음

－  한편 행복을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행복의 미래를 시간 흐

름에 따라 구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생애 과정 전반에서 행복한 삶

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행복 증진을 위

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주요 분석 결과 3. 국외 질적 연구

－  비교 연구의 목적에서 외국의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익히고 실천하는 광의의 

문화가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는지에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경제적 조건의 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들 국가의 노년층은 자신의 물질적 조건에 만족하거나 적어도 만족감을 가지려 하

는 것이 이들의 행복감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

의 선진성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이 이와 연계되어 있었음. 

이런 인식이 개인의 삶이 만족스럽거나 행복하다는 주관적 평가를 하는 데도 긍정적

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들 국가의 청년층은 국가가 사회구성원에게 자유 혹은 자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

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

으며, 이러한 자율적 결정을 통한 자유에서 오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음

 우리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정작 주관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

－  객관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이에 따라서 주관적 안녕, 만족도도 개선된다고 보

았던 것임

－  그러나 삶의 질의 두 측면, 즉 물질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불일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면 주관적 삶의 질 그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

－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 주관적 안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임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음의 정책을 제안함

－  첫째, 행복 증진 요소가 다차원적이므로 부족한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

이 필요함

●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특히 취약한 객관적 측정 영역이 일과 가정의 양

립, 환경의 질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취약 지점을 각 개인과 집단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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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행복을 촉진하는 정책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관점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특정 인구집단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지역 단위에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뤄져야 함

－  셋째, 정책의 개입 지점은 ‘조건의 순환’,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누가, 어떤 요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행복과 삶의 질의 요소에서 부족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 구축이 필요

－ 넷째, 실태 파악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자료 구축을 제안함

●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한국인의 행복 인식 지형 추이를 파악

● 횡단면적으로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집단별 특성을 파악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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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과 식품불안정 인구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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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

Healthcare Disparities and the Policy Challenge of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연구 책임자: 강희정, 김수진

공동 연구자: 이현주, 김현경, 고제이, 신기철, 정혜주, 손민성, 홍재석, 하솔잎, 김보은, 이은주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천적 관점에서 측정과 개입의 가능성을 고려한 의료 격차의 진

단 및 정책과제 제안

－  특별히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의 의료 격차 해

소 차원에서 그간에 제기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 방향

을 제안하고자 함

●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입의 실현성 측면과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의료 격차

(Health Care Disparities) 해소의 필요성을 제시

●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개인 단위로 분석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

●  적시에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격차 분석

●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다학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을 통해 시사점 도출

●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천적 관점에서 국외의 상병수당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내 관련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여 제도 설계의 틀과 정책과제 제안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에서 의료격차의 진단과 과제 제시

－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의료 접근도, 근거 기반 필수 서비스의 이용과 결과, 전체 

질환 및 질환별 의료 이용 및 결과, 경제적 부담에 따른 의료 격차를 확인함

●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지역가입자의 저소득계층이 의료 접근, 예방 서비스 이용, 효과적 치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35 서비스 이용, 좋은 의료 결과를 경험하는 데 불리함을 드러내고 있음

●  미충족 의료 수요로 측정한 의료 접근도, 예방 서비스 이용, 건강 필요도를 보정한 상급종합

병원 이용, 근거 기반 필수 서비스 이용에서 모두 지역가입자 또는 저소득층이 불리한 의료 격

차를 보임

●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도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필수 의료서비스의 격차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적 감수성 확대 

● 건강형평성 전략 수립과 수행 체계 구축  

●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국가 전략에서의 보건의료 정책의 반영

사업자 규모와 종사상지위 및 근로 형태에 따른 병가 사용 현황과 의료 격차 현황 검토

●  종사상지위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는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하면 직접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실

직의 두려움으로 질병의 조기 치료를 지연시켜 건강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큼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시·일용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임

시·일용직으로 종사상지위가 취약한 근로자일수록 병가 사용 일수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 비해 

적고 그 격차도 크며 건강을 사유로 퇴직하는 비율도 훨씬 높았음

●  아울러 사업장 규모별, 종사상지위별 건강 수준은 큰 격차를 보인 반면 외래 및 입원 이용 수

준은 큰 차를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강 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잠재된 미충

족 의료 수요가 많음을 보여줌

－ 국외 질병치료기간 소득보전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사회보험 

혹은 법정 유급병가로 상병수당을 도입함

●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의 지급 기간은 29개 회원국에서 26주(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부분 상병 발생 후 2∼12주는 고용주가 유급병가로 보장하도록 

하며, 유급병가 기간에는 고용주가 기본급의 100%를, 사회보험이 지급하는 기간에는 국가별

로 50∼100%를 보장함

●  상병수당제도는 국가의 복지 유형 특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특정 대상 체제, 조세 기

반의 기초보장 체제, 민간 보험 기반의 자율 체제, 사회보험 기반의 조합 체제, 조세 기반에 기

여 방식이 보완된 통합 포괄 체제로 발전해 왔는데, 선험국의 공통적인 제도 설계를 추출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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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사례를 종합하면,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은 의료비 지출에 따른 보호를 넘어 거시적 관점

에서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한 다차원의 경제적 보호를 의미함. 즉, 보편적인 

건강보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보장과 재정적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하

며 재정적 보호 측면에서 소득 상실을 막는 것은 국가가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근로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의 다각적 접근

－ 상병수당 도입의 대안적 제도 설계 이슈

● 논의의 초점, 보호의 대상, 제도 간 정합성에 대한 검토

－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재정적 이슈 

●  재정적 측면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이며, 이에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 산정

특례 아동 부모에 한한 자녀병가수당제도를 대안으로 제시

－ 상병수당제도 설계의 대안적 틀과 정책 과제 제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 필수 의료서비스에서 의료격차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적 감수성 확대

－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국가 전략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반영

－  사회경제적 요인을 조절하는 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의 강화

－  일차의료 중심의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상병수당제도 설계의 대안적 틀과 정책과제 

－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천적 개념에서 상병수당의 정책 의제화

－ 보편적 건강보장 틀에서 상병수당 이슈의 재정의 

●  치료 및 요양 보장을 통한 실직 위험의 해소 및 근로 능력 유지와 보편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간 

정합성과 연속성 지향

－ 상병수당제도 설계의 다각적, 단계적 접근 틀 제시

－ 보편적 건강보장 틀에서 상병수당제도의 설계를 위한 정책과제

●  근로자의 치료기간 소득과 고용보장을 위한 사업장 환경 조성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률과 보장률 확대

정책 제언

연구 내용 ●  제도 남용의 통제와 건보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기업의 유급병가 실태조사 및 재정소요 예상금액 추정

●  민영의료보험의 정비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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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 
-의료서비스 수요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Healthcare Demand Projection Model for Health Workforce 
Forecast

연구 책임자: 배재용

공동 연구자: 오미애, 신현웅, 여나금, 권용진, 김경남, 주정민, 채동욱, Susanna YeaJin Park, 오수진, 

                  김현규, 박정훈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미래의 환

경 변화를 예측하고, 수요측면의 주요 영향요인인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상태를 감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전망 및 이용 예측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건강보

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감안한 의료서

비스의 이용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료인력 관리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의료서비스 수요 및 이용 행태의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 분석 실시

－ 미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등 예측

－ 미래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를 감안한 의료서비스 수요 예측 모형 개발

－ 의료서비스 수요 예측 모형을 활용한 미래 의료 수요 예측 

건강한 고령화와 의료이용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형 구축 

－  건강한 고령화 및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이러한 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적 건강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공적 노화 

및 건강한 고령화를 정의함

－  성공적 노화 모형(Rowe & Kahn, 1997), Capabilities- Choice-events 모형(Muffels & 

Headey, 2013), 의료이용에 대한 Andersen-Newman 모형(Andersen & Newman, 

1973)을 연계하여 건강한 고령화와 의료이용 연구를 위한 통합 모형을 구축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07 우리나라 미래 의료 환경 및 의료 수요 전망을 위한 전문가 질적 조사

－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환경 및 의료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과

목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고령 환

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질병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여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은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됨

－  과거에 비해 깨끗해진 환경 덕분에 간염, 간경화 등 간 질환과 류머티스 등 일부 자

가면역질환의 환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의 악화

로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환자는 늘어 이에 대한 의료서비

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대사회에 만연하는 스트레스’는 자살, 우울증, 조울증, 중증 정신 질환의 발현율

을 높이고 있어 정신 질환 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 등의 사회적 요인 외에도 개인의 건강행태가 질병의 발생 및 진행 과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태 

변화가 호흡기계 질환 및 간 질환, 심혈관 질환, 정신 질환 유병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에 식생활은 이미 서구화가 고착되어 식이 및 영양으로 인한 질병 발생 양태의 변화 가능

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구축 및 미래 의료 수요 전망

－ 의료 수요 예측 모형은 의료서비스 이용 분석 모형과 미래 인구 예측 모형으로 구성됨

●  의료서비스 이용 분석 모형은 2015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수의 20%에 

해당하는 자격 자료, 의과 및 보건기관의 명세서 자료 및 상병 자료를 연계하여 가입자 개인 단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함

●  미래 인구 예측 모형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2017~2067)의 30개 시나리오 중 기본이 

되는 3개 시나리오(중위, 고위, 저위)의 연도별(2017~2050), 성별, 연령별(5세 단위) 인구 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구축함

－  구축된 의료 수요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한 고령화, 만성질환 변화시나

리오에 따른 2050년까지의 입원 일수, 외래 내원 일수,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를 예측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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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이를 반영한 인력 수급 추

계와 의료인력 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이 연구의 수요 예측 결과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한 고령화, 만성질환 변화 정도가 

의료이용량 예측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등의 수요 측면의 요인과 더불어 공급 측면 및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변화 요인

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인력 관

리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향 요인에 대한 고려한 인력 수급 추계가 

이루어져야 함

－  향후 보건인력수급 추계 시에는 ‘적정 의료 수준’에 대한 설정과 이를 고려한 의료서

비스 수요를 의료인력 수요로 변환하는 ‘인력 패턴(Staffing pattern) 모형 개발’, ‘의

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인력 직종 간의 역할 변화 및 생산성 변화 분석 및 예측’,  

‘의료 전달 체계와 병상 공급 정책 등 정책 변수의 영향 분석 및 예측’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 제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A Mid- to Long-term Plan for the Supply of Long-term Care 
Workers in a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연구 책임자: 임정미

공동 연구자: 이윤경, 강은나, 임지영, 김주행, 박영숙, 윤태형, 양찬미, 김혜수

 인구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인장기

요양인력이 처한 노동환경과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인력 확

보를 위한 중장기 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돌봄인력 부족(Crisis of Care 

Worker)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임

● 특히 노인장기요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 업무 협력(팀 접근)은 이용자의 의료·복지·돌봄에 대한 다층적 욕구를 충족시켜 서비스 질 제고

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들 인력이 처한 문제, 수급불균형 발생의 원인 분석과 인력 확보 방안 모

색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함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전반

의 수급 구조와 노동환경의 문제 등을 다학제적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임. 둘째,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임

 장기요양인력 전반의 수급불균형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정적 인력 공급

을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을 위해 문헌 연구, 행정데이터 분석, 실증분석(장기요양

인력 인터뷰 조사와 기관장 설문지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  첫째, 장기요양인력의 수요-공급 현황 분석과 진단, 수급 전망 제시를 위해 수요-공급 

추계 실시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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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내부자료)와 장기요양통계연보를 

이용해 2008년에서 2018년까지의 장기요양인력별 현황자료를 추출하여 2018년의 돌봄 필

요 인력수와 공급수 진단

●  이어서 2030년까지의 장기요양인력별 돌봄 필요인력수와 공급수를 추계하여 향후 수급전망

을 제시

－  둘째, 노인장기요양인력이 처한 노동환경과 인력 공급 현황 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활용해 장기요양인력의 개념, 교육(양성) 체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  이어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장기요양인력의 노동환경적 특성, 공급 특

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DB의 장기요양인력별 데이터, 장기요양통계연보)를 이용

해 시계열적으로 분석

 셋째, 노인장기요양인력별 수급불균형의 원인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실시

 넷째,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각 장기요양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중

장기 과제 제안

 노인장기요양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의 수급 현황 진단 및 

추계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의 규모를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확보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

 첫째, 신규 인력 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함. 모든 직

종에서 신규 인력 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이라 응답함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①업무 부담 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요양

보호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는 휴식, 휴가 사용으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인력 

배치 기준 조정과 비우선 업무에 대한 보조인력 활용으로 업무량을 줄여 나가야 함

－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의 신체, 정신적 케어 외에 쓰레기 버리기, 청소하기, 설거지

하기, 침대시트 교환하기, 빨래하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요양보호

사만이 제공해야 하는 우선 업무와, 비우선 업무(쓰레기 버리기, 청소하기, 설거지

하기, 침대시트 교환하기, 빨래하기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비우선 업무는 중고령자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업무 범위 명확화와 분화 필요

－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ICt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류업무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업무 매뉴얼화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 여건을 마련

정책 제언

연구 내용  둘째, 임금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방문요양 시간제 근로자의 최소 임금 

보전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   방문 요양보호사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아 타 직종에 비교해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용자 귀책으로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경우 임금

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임금 보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임금의 일부를 보상받게 하는 지침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시장 진입에 방해요인은 공통해서 낮은 

임금이었음. 한편 정부는 장기요양인력 임금 지급에 관해 수입의 몇 퍼센터를 최소한

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에 대한 지침이 없으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와 현장 적용방안 감독 필요

 셋째, 신규 인력 진입을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 외에 교육과정에 장기요양기

관에서의 역할(업무 내용)을 명시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의 실습경험을 확대해야 함

－  특히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등이 업무에 대한 

두려 움과 불안감을 떨쳐 내 인력의 현장 진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넷째, 인력의 이직 방지 및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지만 모

든 직종에서 직원 재교육과 자기개발 지원, 경력을 고려한 임금 제공 체계 정비, 

직종 간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

－  직장 내외 교육 실시 및 교육 시 수강료 지원 등을 통해 직원 재교육 및 자기개발을 

지원해야하며, 자격 취득, 승급 등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경력기반 임금 제공 체

계에 대해 논의하여야 함. 직무 및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모델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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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과 식품불안정 인구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Exploring Impacts of Food Insecurity on Health and Strategies 
to Manage Adverse Health Outcomes among Food Insecure 
Populations

연구 책임자: 최슬기

공동 연구자: 김성아, 이재광

 식품불안정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식품불안

정의 중장기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는 없음. 본 연구는 식품불안정이 

장기적으로 건강상태 및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식품불안정을 경

험한 인구집단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식품불안정 인구와 식품안정 인구의 건강행동,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횡단 비

교하여 식품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식품불안정 경험 인구와 식품안정 비경험 인구의 건강행동,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

강을 종단 비교하여 식품불안정이 중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 분석 결과와 식품불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및 프로그램 고찰을 

바탕으로 식품불안정을 경험한 인구집단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함

 우리나라 식품불안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

사와 제13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식품불안정의 비율과 식품불안정

과 건강행동,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함

－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대상자의 2.93%, 한국복지패널 분석 대상자의 0.63%가 

지난 1년간 식품불안정을 경험함

● 65세 이상 노인층의 식품불안정 경험 비율이 청년층(20-39세)과 중장년층(40-64세)보다 높음

－  식품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단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횡단분석을 수행한 결과 식

품불안정군은 식품안정군과 비교하여,

● 흡연율이 높고, 식생활의 질이 낮으며, 부정적인 건강 인식을 가짐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수시) 2019-07
● 경제적 이유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경우가 많으며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이 부족함

● 식품불안정은 부정적인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었음

 한국복지패널 7차(2011년 조사)-13차(2017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7차 조사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성인의 7년간 식품불안정 경험과 건강행동,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함

－  분석 대상자의 7.83%가 지난 7년간 1번 이상 식품불안정을 경험함. 20-39세의 5.61%, 

40-64세의 8.05%, 65세 이상의 14.31%가 식품불안정 경험군으로 분류됨

－  종단분석 결과 과거의 식품불안정 경험도 현재의 건강행동 및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7년간 식품불안정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식품불안정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흡연율이 

높고, 부정적인 건강인식을 가지고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음

●  식품불안정 경험군은 우울감 경험과 자살 생각을 해 본 비율,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음

－  식품불안정 경험의 유무(지속적 식품안정, 과거 식품불안정), 식품불안정 경험 빈도

(0회, 1회 경험, 2회 이상 경험), 식품불안정 경험의 시기(현재, 과거)와 우울과 자살 

생각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봄

● 식품불안정 경험 유무는 우울과 자살 생각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킴

●  식품불안정 1회 경험은 우울과 자살 생각 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2회 이상 경

험은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킴

● 현재의 식품불안정과 과거의 식품불안정 모두 우울과 자살 생각 위험도를 증가시킴

 국내와 주요 국가의 취약계층 및 건강위험군을 위한 식생활·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고찰함

－  고찰에 포함된 국내 정책 및 제도는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건강과

일바구니 사업, 서울시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시범사업, 노인급식지원사업, 

정부 양곡 할인 지원, 맞춤 영양관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드림스타트였음

●  고찰 대상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주로 특정 생애주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원의 내용이 유사하고 

맞춤형의 다양한 상담과 교육의 제공이 부족했음

●  국내 프로그램 시행 현황 고찰 결과 성인, 특히 건강위험군인 성인을 위한 식생활 및 건강관리 

사업이 부족하며,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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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대상자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고찰에 포함된 외국의 정책 및 제도는 미국의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

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식품영양교육 프로그램(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유엔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의 식량 지원 프로그

램, 영국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Healthy Start), 호주 학교 아침식사 프로그램

(School Breakfast program), 유럽연합의 극빈층을 위한 유럽 원조 자금(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노르웨이의 식품지원 정책이었음. 외

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국내 식품불안정 관련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정책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외국의 프로그램에서 목표 집단에 따라 비

용효과적인 식품지원의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

자의 상황과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식을 혼용하기도 함

●  단순한 식품지원을 넘어 식품불안정의 근본 원인(예: 소득, 근로, 주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식품지원 제도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지원이 필요한 사

람들의 참여에 장애물임. 잠재적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쉽게 신

청하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 분석 결과와 국내외 관련 정책과 사업 현황의 고찰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식품불안정 인구의 건강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식품불안정과 위험 집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   식품불안정 위험집단과 식품불안정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불안정 측정 도구의 확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함

－ 식생활 장애 요인의 개선을 위한 지원

●  현재 국내의 식생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수급 대상자의 건강 상태, 식생활 관리 능력,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  대상자별 식생활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대상자가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관리 강화

●  지원 프로그램 참여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육과 일부분의 지원을 유지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건강관리를 할 수 있

도록 지원이 필요함

정책 제언

연구 내용 정책 제언 － 여러 영역의 사업 간 연계 강화

●  식품불안정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식생활 지원, 보건복지정책과 경제, 노동, 주거 정책 등

과의 연계가 필요함

●  정신건강 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연 프로그램을 포함한 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

계를 통한 식품불안정 인구의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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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아동기 건강불평등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r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연구 책임자: 김동진, 정연

공동 연구자: 김명희, 정최경희, 최지희, 배정은, 서상희, 하랑경

 아동 건강은 성인기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건강불평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함

－  아동기는 생애 동안 건강수준이 가장 양호한 시기로 간주되나, 아동이 갖는 발

달 취약성(developmental vulnerability), 의존성(dependency), 차별적 이환

(differential morbidity) 등의 특성은 아동을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이나 사회경제

적 불평등에 더욱더 민감하게 만듦

－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건강 보호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는 취

약성에 비례한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

 이 연구에서는 성인기와는 구별되는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을 탐색하고, 건

강불평등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하고 산출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아동기 건강불평등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자 함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개발

－ 아동의 건강과 발달은 아동을 둘러싼 여러 체계들의 다층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음

●  아동이 살아가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관계적 환경을 구축하며, 

이러한 환경은 아동의 건강행태와 사회심리적 요인, 생리적·병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침.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과 발달 결과가 발현됨

●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는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자원 불평등으로부터 초래된 결과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자원 불평등을 심화·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동시에 건강 행동과 사회심

리적 요인, 그리고 건강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36 〔그림 1〕 아동기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자료: 본 연구진이 작성함

아동기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산출

－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안)의 대분류는 WHO CSDH(2008)에서 개발한 건강불평

등 발생 기전 모형을 토대로 사회구조적 요인, 중개요인, 건강결과로 구분함

●  사회구조적 요인은 가족, 학교, 지역, 국가 영역으로 다시 구분하고, 중개요인은 개인, 가족, 학

교, 지역사회로 재분류함

●  건강결과는 인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망으로 분류하여 세부지

표를 구성함

－  총 173개의 세부지표 중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필수지표로서의 지지율 80% 

이상을 얻은 25개 지표에 대해 값을 산출함

●  지역박탈수준, 아동 삶의 질 지표, 자살 시도 경험률, 현재 흡연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완전

접종률 등이 필수지표로 포함됨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  아동기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건강불평등이 발견되었

으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재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흡연율,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아침 식사 결식률, 비만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 경

험률, 자살 시도 경험률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소득 수준이나 부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양호한 결과를 보임

연구 내용

규범/문화

정책 건강행태

사회심리적
요인

생리적
병리적
변화 불평등

보건의료체계

물리적 박탈
사회적 배제

건강
(신체/정신)

발달
(인지/정서/사회)

사회적 자원

가정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관계적 환경

학교

지역사회

사회

(예)
젠더규범,연령주의

(예)
소득보장
주거보장
노동보장

돌봄
(예)

돌봄휴가

교육
(예)

교육 평준화
학생인권조례

(예)
보육시설,
문화시설

(예)
가구 구성 (예)

주거환경,
학교시설

(예)
흡연, 음주,
영양, 운동

(예)
스트레스,

회복력

(예)
사회자본, 치안

(예)
사회적 고립,
방임/학대

(예)
거버넌스

건강프로그램

권력 관계

국제

국가

시민
사회

(예)
UN아동
권리협약

입법/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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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출지표 예1: 현재 흡연율(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함

〔그림 3〕 산출지표 예2: 자기 평가 건강수준(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별, 2018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함

아동 건강 불평등 관련 국내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  아동 관련 정책현황을 개괄하기 위해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학동기 아동에 대한 건강 계획을 포괄하고 

있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검토함. 그 외 취약아동에 대한 정책 사례로서 

드림스타트 사업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을 고찰함

－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계획에서 사회경제적 불평

등 완화 또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총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고, 성과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수준이었음. 또한 경제적 박탈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

에 대한 정책이 제한적임

연구 내용

가구경제상태 부의 교육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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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아동·청

소년과 관련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미흡하게 다룸.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소득, 돌봄, 교육 등 상위 수준의 사

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개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음

－  대표적 통합사례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CYS-Net 사업의 경우, 서비스 이

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에 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았고, 서비스 이용률 

역시 낮은 수치를 보임. 두 사업 이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는 통합 관리도 미흡함

 아동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국민건강증

진 종합계획에서 ‘불평등 완화’가 총괄 목표, 성과 지표, 사업 내용으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및 안정된 생활 영위를 보장하는 기본 계획 마련 

－  아동기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넘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는 아동정책에 반

영되어야 함

아동에 대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적극 고려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성과 지표와 일부 건강형평성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

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

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여하는 다양한 부처(예: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의 통합 위원

회가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음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고 유관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기술해야 함

아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확대 실시

－  아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기관 설치 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두 사업 

이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는 통합 관리 필요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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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Health Impact Assessment : Policy tasks of introducing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building infrastructure  

연구 책임자: 정영호

공동 연구자: 고숙자, 최슬기

 새로 추진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사전적 건강영향평가(prospective 

health impact assessment) 또는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사후적 건강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각 제도 또는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  건강 격차의 감소와 이를 통한 사회 격차의 감소는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책의 도입에 따른 건강 격차 감소는 소득 격차 감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 심층 평가를 통해 정책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

● 노인 일자리사업 및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심층적 건강영향평가 수행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한 방안을 살펴봄

－  건강영향평가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로 보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의 도입에서 필요한 건강영향평가 방법, 지역사회에서

의 건강영향평가 등의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함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요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소개하고,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를 제시

－  제시한 가이드라인들은 건강영향평가의 단계별 수행 절차, 보고서 작성법 등으로, 

이를 통해 실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

－  노인의 근로활동이 소득뿐 아니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며,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05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소득뿐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 심

층 평가를 수행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외래 이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존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사업 참여가 외래 이용에 영향을 주

지는 못하였음. 즉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성질환 분포를 보면, 비참여자에 비해 만

성질환 보유 비율이 높고,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래 이

용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관적 건강 수준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금연 및 절주와 같은 개인의 건강행태 관리에도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흡연 감소에는 매우 약한 영향을 미치지만, 위험음주 감

소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빈곤과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빈곤으로 인해 건강 수준이 취약해지고, 이

는 다시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경로 속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

－  근로장려금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외래 

이용 횟수 및 연간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 지급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생활 여건

을 개선시키는 본연의 목적에는 효과가 있으나, 이를 가구원의 건강 및 삶의 질로 확

대하여 분석하면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

과 사후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정책이 다시 수혜자의 삶의 질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건강영향평가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로 보고, 건강불평등을 완

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의 도입에서 필요한 건강영향평가 방법, 지역

사회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등의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함

－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영향평가

의 보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리고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① 평가 담당자에 의한 건강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② 건강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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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표준 방법과 지표 등의 수단(도구) 개선

 ④ 평가 방법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는 용어의 정의 정비 및 관련 자료 지원 

 ⑤ 평가를 실시하는 인력 확보 

 ⑥ 평가 비용의 부담과 지원

 일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다양한 건강 문제 중에 문제 크기가 증가하고 

있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 예방의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 동

시에 건강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함

－  건강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 계획을 세우

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 논리 모델과 변화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포함하여, 새로 추진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에 대

한 사전적 건강영향평가(prospective health impact assessment) 또는 기존

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사후적 건강영향평가(retrospective health impact 

assessment)가 필요하며, 또한 중앙정부 단위의 거시적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단

위의 미시적 평가가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기술지원 
사업_역량강화(empoerment)를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Technical 
Support: An Empowerment Approach  

연구 책임자: 최은진

공동 연구자: 김진희, 김영복, 윤난희, 신나라, 윤시몬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정책의 건강 영향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권고안을 개발하는 데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이 있음

－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개인이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자본 안에서 자발적

으로 건강증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역량 중심의 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을 검토하고 건강영향평가에 시범 적용 및 활용

하기 위함임. 2019년에는 건강도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김해시 보

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걷기 활성화 사업의 건강 영향 요인을 연구하는 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음

 경상남도 김해시 보건소의 ICT 활용 걷기 활성화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였음

-  사업 내용: “워크온 앱”을 활용한 개인별 걸음 비교 분석 및 콘텐츠 제공, 목표 걸음 수 

달성 시 기부금·후원 물품 제공, 걷기 좋은 산책로 소개 및 걷기 캠페인 홍보, 개인과 동

아리 지원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 ICt기반 걷기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 소상공인(음식점, 카페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목표 걸음 수 누적 달성 시 기부금·후원 물품 등으로 교환 기부

● 걷기 좋은 길 소개 및 걷기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 홍보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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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활용 걷기와 신체활동 요소에 대한 문헌 고찰 

－  스마트폰 앱의 걷기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사례는 아직 적은 편임. 현재까지 발표

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은 걷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작음

－  스마트폰 앱의 효과적인 기전으로는 피드백(feedback), 목표 설정(goal setting), 

지인들과의 공유 및 경쟁, 모르는 사람들과의 공유, 보상 등의 순으로 설명할 수 있

음. 이들은 참여자의 동기 부여나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행동변화를 도모함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나타난 김해시 주민의 걷기 실천 관련 영향 요인 분석

－  2011~2018년 김해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연도별 걷기 실천율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음. 걷기 실천율은 국민건강 통계 산출 기준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주일(7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하

였음. 연도별 추이 비교를 위해 2015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연령 표준

화율을 산출하였음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김해시 응답자 총 7315명의 전체 평균 걷기 실천율은 

35.4%였음. 남성 36.3%, 여성 34.6%로, 남성 주민들의 걷기 실천율이 더 높았음

－  먼저 개인적 요인의 특성에 따른 걷기 실천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한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청년층에 비해 장년층의 걷기 실천율이 유의하게 낮고, 주관적 건

강 수준이 높은 주민들의 걷기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음

－  직업에 따른 걷기 실천율의 차이는 여성은 사무직에 비해 비사무직에 종사하거나 학

생, 주부, 무직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의 걷기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응답자들의 개인적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는 성별에 따른 환경적 요인들의 영

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환경적 요인이 걷기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안전 수준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유의 수준 10%에서 걷기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음

－  걷기 실천 여부와 더불어 걷기 실천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살펴보

기 위하여 ‘걷기 실천 일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수준 회귀분석을 추가로 진행하

였음. ‘걷기 실천 일수’는 1주일(7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일수로 정

의하였음

－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들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 주관

적 건강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주일 중 1회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일수가 더 많았음

연구 내용  김해 시민 인식 조사에 나타난 ICT 활용의 목적

－  설문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69세 이하 주민으로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800명이

었으나, 걷기 앱 사용자의 응답이 적어서 추가 조사를 하여 총응답자는 854명이 되

었음. 조사 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동 해반천(주거단지), 장유동 율하천(주거

단지), 주촌면(산업지역) 등 3개 지역을 포함하였음.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30

일~9월 30일이었음

－  조사 내용은 걷기 운동 실천의 현황, 걷기 활동의 영향 요인, ICt 활용의 영향력, 걷

기 환경의 안전성, 만족도 등이었음

－  김해시 주민 조사 결과 ICt 활용의 주요 목적은 걷기 실천에 대한 목표 설정과 계획

적인 실천, 동기 부여, 자신의 기록 검토 등이었음

 일반인 FGI 대상자의 걷기 앱 사용 경험과 만족도 분석 결과

참가자 나이 걷기 운동의 동기 걷기 환경 걷기 앱 사용의 효과

남성 1 만 58세
나이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

해반천변 공원
만보기 앱 활용, 
주변 이웃에게 독려

남성 2 만 48세
나이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

해반천변 보건소 워크온 활용

남성 3 만 41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집 주변이 
걷기에 좋음

캐시워크로 자녀들과 경쟁

남성 4 만 42세 체중 증가
운동하기 
어려움

워크온, 휴대전화에 
내장하여 편리함

남성 5 만 38세 체중 증가 공원 주변
미사용, 워크온의 카운트 
방식에 대해 불만족, 
신뢰 안 함

여성 1 만 41세 체력 저하
걷는 장소 
홍보 필요

만보기 앱, 워크온 사용 
만족함

여성 2 만 45세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체중 증가 등

미세먼지 우려
걷기 앱 사용하지만 항상 
들고 다녀야 해서 불편

여성 3 만 49세 허리 건강 문제
반려견 
배설물 불편

워크온 사용, 성취감 만족

여성 4 만 41세 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모기 관리 워크온 사용, 성취감 만족

여성 5 만 38세
육아에 전념하여 운동할 시간
이 없어서 주변 산책 정도

모기, 미세먼지, 
반려견 문제

걷기 앱 사용 안 함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선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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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걷기 활성화 사업과 임파워먼트를 위한 건강증진의 정책 권고 

－  개인에 대한 지지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있는 동아리 조직의 ICt 활용을 활성화

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  대상 인구집단의 신체활동 요구도와 장애 요인에 대한 지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함

－  걷기 코스를 많이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함. 야간에 걷는 사람을 위해 조명을 개

선하고, 인도와 자전거길을 구분해야 함

－  향후 건강 영향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사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요인이 저해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충실도를 재검토하고 

공공의 인식과 사업 활동 간에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함

정책 제언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연구

Better Accessibility to Mental Health Services

연구 책임자: 전진아

공동 연구자: 전민경, 김낭희, 박재현, 이용주, 윤시몬, 유혜영, 김보은

 이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현황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

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설치 운영 현황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과 더불어 정신건강, 정신질환, 정신건강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

적 거리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음

●  또한 이 연구는 성별, 생애주기별 수요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크게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

여 수요자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성인 중에서도 정

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식 또는 경험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

한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을 살펴보았음

 이 연구는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소결을 통

해 정신건강 현황에서 드러나는 수요와 서비스 제공에서 드러나는 공급 간 부정

합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다양한 수요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성인 중증정신

질환자로 구분하여 각 집단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정

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 경험을 파악하였음

－  이를 통해 청소년, 성인, 중증정신질환자 각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및 정

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및 물리적 거리감을 파악하였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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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성인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 설문조사 및 

질적 면담조사가 함께 이루어졌음.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분석

의 경우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질적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2차 자료 분석, 양적 설문조사 및 질적 면담조사, 자문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정

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현황을 파악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

인하였으나 현재 정신건강 문제에서 드러나는 수요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서 드

러나는 공급 간 부정합성을 역시 확인하였음

●  현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대다수의 국민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고위험음주 문제보다

는 주로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방과 조기 개입보다는 치료와 보호, 재활

과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수요자 중심이 아닌 질환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현황과 더불어 정신건강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성적인 투

자 부족을 다시금 확인하였음

－  둘째, 수요자 대다수가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도 매우 강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즉 정신건강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중적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은 주로 

매스미디어라는 수요자의 공통적인 지적이 있었음

－  셋째, 수요자 대다수가 가지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스티

그마 역시 확인하였음

●  수요자는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에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막연한 두

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

●  매스미디어에 비치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 타인의 

시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이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

－  넷째, 청소년, 성인 대상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면담조사,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질적 

면담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전형을 보여 주는 페르소나를 도출하였음

●  수요자 페르소나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회가 구성한 정

신건강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받아들인 경우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어떻

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현재의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청소년, 성인,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및 수

요자(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 유형에 대한 고려)가 인식하는 정신건강서비

스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을 제안하였음

－  수요자의 정신건강,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 경

험을 청소년, 성인,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

에 관계없이, 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수요자는 정신건강서비스와 관련해서 ‘잘 모르

겠어’ 단계를 거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잘 도와줬으면’ 하는 단계를 거쳐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고 

싶어’ 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각 단계마다 수요자들이 사회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지원은 크게 정보, 소통, 존중과 

지속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각 지원요구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음

●  첫째, 정보와 관련해서는 예방과 조기 개입의 주 대상인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및 정신질

환에 대한 교육 강화, 대중매체를 통한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정신건강·정신질환·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및 긍정적 인식 제고

를 위한 홍보 방식들을 제시하였음

●  둘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소통 강화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강화를 통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강화를 제시하였음

●  셋째,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존중과 지

속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한 전

략으로 제시하였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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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 개발

Strategies for Early Identification of Groups at High Risk of 
Suicide

연구 책임자: 채수미

공동 연구자: 최지희, 차미란, 김혜윤, 권영대, 우경숙, 최재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짐

－ 첫째, 국내외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및 공적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 둘째, 자살 고위험군의 의료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특징을 이해하며,

－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살예방 전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국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정책

－  사업 실행의 주체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뚜렷한 효과를 얻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의 대

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추진 과

제별로 사업 대상을 언급해 두고 있음

●  정책 대상을 정신질환 진단이나 자살 시도와 같이 분명히 고위험군으로 드러난 집단뿐 아니라, 

잠재 위험 집단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국가 계획 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이 포함

되어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인적 발굴망을 구축하고, 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교육과 활

동을 추진하는 내용임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30
●  국가는 최근 이러한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교육 콘텐츠 보완, 지속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 밖에도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인프라의 취약성과 자살 고위험군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체계의 미비점 등을 살펴보았음

 자살 고위험군의 의료 이용

－  자살 고위험군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가 부분적으로 

축적돼 있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미 사망한 자들의 과거 의료 이용을 분석하여, 자살로 사망하기까지 고위

험군으로서 어떤 특성을 보였는가를 살펴보았음

●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호트 자료와 맞춤형 자료를 활용함

－ 분석 결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첫째, 국외에서는 자살사망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자살사망자의 경우 사망 전 1년 동안 전체 의료 이용률이 60% 이상 유지됐다. 즉 사망 직

전까지 치료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지 않았음

●  둘째, 자살사망자는 사망 전 상급 의료기관보다 일차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외에서 알려진 것과 유사하다. 일차의료기관이 자살 고위험군의 게이트키퍼로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자살사망자는 비자살사망자에 비해 정신과 의료 이용을 많이 했으나, 국외에 비해서는 

이용 수준이 낮은 편이었음

●  넷째, 자살사망자의 신체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은 비자살사망자에 비해 적지만, 정신질환으

로 인한 의료 이용보다는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자살사망자에게 정신질환과 함께 신체질환도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고, 정신질환이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다섯째, 정신질환 유형별로 자살사망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정신질환 유형별 자살사망률은 

F20-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정신질환자 만 명당 183.0명), F10-F19 정신활성물질

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정신질환자 만명 당 148.1명),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

의 장애(정신질환자 만명 당 110.7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섯째, 정신질환 진단자들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평균 59.5개월이 지나면 사망하였으

며, 자살사망한 경우는 이보다 짧아 진단 이후 사망까지 이어진 기간이 54.4개월이었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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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인식

－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예를 들면 임상 및 상

담 전문가, 보건 및 사회복지 방문서비스 종사자, 민간 게이트키퍼, 그리고 고위험군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고위험군의 가족과 이웃이 될 수 있는 일반 국민을 접촉하고자 전 국민

을 대표하는 표본 1500명을 선정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조사 결과, 국가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1%에 그쳤음

●  국가가 매년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키

퍼 교육을 아는 경우는 33.9%에 불과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1% 수준이었음

－  또한 자살 고위험군 지원에 필요한 인식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역량에 차이

가 있어,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 암시 신호, 이들의 자살 의도 질문의 적절성, 이들에 

대한 전문가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자살예방사업의 대상과 참여자 구체화

－  국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무엇이고 수요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개인이 고통받을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문제를 전략의 대상으로 두어야 험,

－  또한 자살예방 전략은 자살예방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  우리의 국가 및 지역 정책은 자살 고위험군 당사자를 충분히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생존

해 있는’ 고위험군은 문제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가치 있

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자살 고위험군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나은 근거 구축 전략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적 근거를 

찾아 가는 일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구축과 공유가 선행돼야 함

－  또한 일반적으로 자살 행동에 대한 정보는 아주 일부분만 드러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한국 사회의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자살 고위험군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 이해 능력

(health literacy)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지역사회 구성원도 자살 고위험군의 슬픈 선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울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책 제언

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중심 건강관리정책 방향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Health Status and Medical 
Expens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오영호

공동 연구자: 고광욱, 김현규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급부상 

－  이에 질병 치료에 초점을 두었던 정부 부처의 정책도 운동, 금연, 금주 등과 같은 건

강행태의 변화 등을 포함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처럼 운동 등 건강행태의 변화를 통하여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을 도

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관련 연구 및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또한 커

지고 있음

－  하지만 건강생활실천 행위가 국민의 건강이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님.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생활실천이 건강과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생활실천 행위 중에서 운동이 건강 및 의료이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임

－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간에 건강 및 의료이용과 노동량에 차

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함

－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예방 중

심의 건강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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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 결과는 운동이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한 것임

－  이를 위하여 건강 수준은 와병 경험률, 와병일수, 만성질환 상태 지수, 그리고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 지수라는 4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우도비 검정과 함께 계량

적으로 추정하였음. 모든 건강 수준 모델에 대한 우도비 검정 결과, 운동은 건강 수

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어떤 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전

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와병 경험률, 와병일수, 만성질환 상태 지수, 그리

고 주관적인 건강 지수 모두에서 건강 수준이 좋은 것으로 추정됨

●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은 3.12%포인트,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2.62%포인트,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3.05%포인트,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3.50%포

인트만큼 와병 경험률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와병일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은 1.36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

람은 1.17일,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1.26일,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1.31일이 더 짧았음

●  만성질환 상태 지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은 0.27, 격렬한 운동을 하

는 사람은 0.28,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0.32,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0.36만큼 더 낮았음

●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 지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은 

0.66,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0.66,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0.77,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0.85만큼 더 낮았음

－  이러한 결과는 운동이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뒷받침하

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더 좋

은지를 계량적으로 입증됨

두 번째로는 운동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계

량적으로 추정하였음

－  이를 위하여 의료이용은 의료이용 경험, 입·내원일수, 본인부담 의료비 측면에서 외

래, 입원 그리고 응급의료 모델을 설정하여 우도비 검정과 함께 계량적으로 추정하

였음.  운동의 의료이용 효과는 응급의료를 제외한 외래 본인부담비와 입원 본인부

담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기본적으로 의료 요구의 차이를 초래하는 성, 연령, 건강 수준 등의 요인과 흡연과 음주 등의 건

강 행위 실천 정도 등의 요인을 통제한 후 추정한 외래의료이용 경험률, 입원의료이용 경험률, 

응급의료이용 경험률, 외래 방문 횟수, 입원 재원일수, 응급일수는 모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의료비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 의료비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

았음. 입원의료와 응급의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실제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낮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요구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통제

한 후 추정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높

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러한 원인으로는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간의 이용하는 의료

기관 종별 차이 또는 질병 심각도 차이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음

세 번째로는 운동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운동 모

델을 추정하였음

－  이를 위한 운동 모델로는 격렬한 운동, 중등도 운동, 걷기 운동, 그리고 이 3가지를 합

한 총운동 4가지 유형을 운동 경험률과 운동량으로 세분화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추

정하였음. 전반적으로 운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 중의 하나가 성별이었음

●  즉, 운동 경험률은 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대별로 보면 30~44세 연령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이, 결혼 상태 측면에서는 유배우자에 비해 미혼이거나 이별·사별·별거 등 혼자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

●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운동 경험률이 낮았고,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운동 경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건강생활실천 측면에서는 현재흡연자가 운동 경험률이 낮았고, 금연자는 운동 경험률이 높았

음. 현재흡연자는 현재까지 건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

지 못해 운동 경험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됨

●  반면 금연자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을 경

험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됨

국가 차원에서 운동의 종합적 캠페인,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 설치, 학교

체육 강화에 대한 범사회적 옹호 활동 등을 주도하면서 일차진료 시 의사의 운동 상담

과 자료 제공,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간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음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 사업 등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음.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개설 및 

접근성 개선과 계단 이용 활성화 사업 등 사회적 옹호 활동을 하면서 국가 차원

의 사업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임

진료 시 운동 상담과 자료 제공, 의료계와 운동계의 환자 의뢰 사업 방안 모색, 

건강보험체계 개편 등은 구체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늘어나

는 만성질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정책 제언

연구 내용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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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Korean Population Policies from the 
Gender Perspective 

연구 책임자: 유재언

공동 연구자: 변수정, 이소영, 최인선, 배은경, 이지연

배경 및 필요성

－ 한국 사회의 초저출생 현상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2006년부터 제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  2018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4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2020년을 앞두고, 2019년에 이를 대비해야 함

－  저출생·고령화 인구 현상 메가트렌드 못지않게 ‘성평등’은 2019년 한국 사회를 크게 뒤

흔들고 있는 새로운 변화임

●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온·오프라인 젠더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제 젠더와 결부된 현상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폭력방지법 등 법·제도적 노력에도 한국 사회에 성평

등을 달성하지 못한 영역도 많으며, 젠더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연구의 목적

－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구성원과 사회가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분절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지혜를 모아 실천적 연대를 해야 함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구정책과 젠더정책 간 교류·협력·접목을 통해 사

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함

－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함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일반) 2019-23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

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정리함

－ 시사점

●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함에도 긴밀하지 않게 추진되어 온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관

련 법과 제도가 서로 연계·협력되어 나가야 할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성평등 구현)에 부합하게 세부 추진 과제로 양성평등기본법

과의 연동을 명시

●  관련 정책·현상에 대한 정기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추가

●  성별영향평가: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접근을 피하고 특정 젠더를 배제하지 않게 함. 성별영향

평가에도 교차성이 반영되어야 함

●  여성정책 → 성평등정책으로 발돋움: 대상자 중심에서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주요 정

책 대상자를 남성, 성소수자도 포함하여 확대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통계 보완 방안

－  과거와 현재의 한국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파악, 미래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을 젠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기존 통계를 활용하여 실태 분석

－ 시사점

● 성별 격차는 익히 알려졌고 이를 완화하려는 대응이 요구됨

● 여기에 더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성별 격차의 추세임

●  젠더와 교차된 특성의 시계열 변화를 간과하면 특정 하위 집단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적합성 낮은 

정책 대안이 됨

●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교한 통계 중요

●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관리·결과 공표도 교차성 관점 보완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

－ 목적: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

－ 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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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추출 방법: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통계(2019. 7.)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

구 구성비로 무작위 추출

－ 방법: 2019년 8~9월 전화 조사(조사수행기관: 한국리서치)

－ 조사 내용

●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식

●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 젠더에 따른 불평등

●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별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분석 방법: 기술통계, 순위로지스틱회귀모형, 잠재프로파일, 다항로지스틱회귀모

형분석

－ 시사점

●  사회현상 전망, 정책 선호에서 복잡한 인식 차이: 성별, 연령, 지역, 혼인, 학력, 경제활동, 고용

안정성, 이념 성향, 주관적 소득계층 

●  사회현상에서 특성별 인식 차이 발생 원인 파악, 심층 분석 후 대응 방안 모색

● 정책 필요성에 반대하는 구성원 특성도 파악해 이들을 배려한 보완적 제도 설계

●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경우 적극 지지층이 가장 큰 비율, 약한 지지 또는 중도가 2순위 비율을 차지함

● 젠더 관련 정책에 찬성하는 청·장년 여자 대 반대하는 청년 남자로 엇갈림

●  저출생과 젠더 관련 정책에 뚜렷한 찬성 태도를 가진 중고령 여자 대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필

요로 하며 보수적인 태도도 엿보이는 중고령 남자

●  이념 성향은 성별 및 연령대와 무관하게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태도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침

저출생 관련 젠더 이슈 심층 논의

－  사회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 기대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구성원의 상황까지 포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연구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회적 화

두였던 저출생 관련 젠더 이슈를 심층 논의

－ 저출생 현상과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연구 내용 연구 내용 ●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바뀌었지만 국가에 의한 인구 통제라는 정책 관행이 유지

● 정책의 목표로 부적절했던 수치화된 합계출산율

● 저출산 대 저출생: 학술 용어와 정책 용어의 구분 필요성

● 성인지적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향하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의 의의

● 청년층의 젠더화되고 이질적인 생애전망에 대한 고려

●  제4차 기본계획에서 개선: 비전통적 혼인 가족생활의 자율성 지원, 목표 정합성이 낮은 추진 

과제 재검토, 청소년과 남성을 포함한 보건·위생·생식건강으로 지원, 남성의 돌봄 역할과 책임 

강조, 영유아 과정에서 전 생애로 돌봄의 대상과 시기를 확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용어 쟁점 논의 후 개선 방안 제안

고령사회 젠더 이슈 심층 논의

－  저출생은 다양한 성별 통계와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이 있었지만, 고령사회 

정책과 현상은 성별 통계자료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적었음

－  저출생 영역과 논의의 차원이 다르지만, 고령사회 현상의 핵심적인 이슈였던 수명, 

빈곤, 건강, 국민연금, 연령, 대인관계, 돌봄 등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젠더를 

확장하여 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

－ 시사점

● 고령사회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화 및 문제 예방, 대비

● 수명, 빈곤, 건강, 연금, 연령, 대인관계, 돌봄

● 성 정체성과 인종 등 다른 특성과 젠더의 교차성 추가 논의

●  젠더 관점에도 생애과정 관점을 결합: 특성이 아닌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의 결합. 생애

주기 → 생애과정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

●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정책을 찾는 데 주력하기보다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노년기에서 중요

한 특성임을 강조하고, 젠더, 섹슈얼리티가 무시되지 않게 거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

로 정책 추진

●  기본계획 논의: 노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수성 보완, 돌봄 제공자의 젠더화된 작동 

방식 고려, 여성 노동자 내부의 다양성을 감안하고 여성의 독립적 노동생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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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원칙: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을 향해 

－ 법률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 방향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평등정책 간 연계와 협력 

－ 목표: 성평등을 포함 모든 구성원의 포용과 평등 구현으로 확대

－ 대응 방안 마련의 전제조건: 성별 격차 실태 면밀한 분석 및 진단

－ 사회현상·정책태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

－ 청년의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 수립·시행

－ 노년, 젠더, 섹슈얼리티, 계층의 교차성, 그리고 정책

● 여성의 ‘홀로 늙어감’: 사망, 노동

● 여성의 돌봄 기여와 전문성 인정

●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 돌봄 제공자로서 남성의 역할 확대 

● 가부장적인 상속 행태 개선

● 성소수자와 다문화가정의 생애과정에 대한 관심 촉구

정책 제언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Marital and Maternal Life Course Changes and Policy 
Dir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연구 책임자: 우해봉

공동 연구자: 이지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인구변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여전

히 제한적인 상황임

－  이 연구는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혼인과 출산 생애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변동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대응의 기본 방향을 논의함

 첫째, 생애에 걸친 혼인과 출산 이행 분석 결과는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경험한 

혼인-출산 생애 변동에서 혼인력 변화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인과 출

산의 연계가 다소 느슨해지는 패턴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

상임을 시사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혼인 연령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함과 함께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애 미혼(비혼)율에서 큰 변화 없이 혼인 시기 지연만이 지속되

는 패턴을 고려할 때,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기제로 인해 혼인 후 출산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향후에 더 증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둘째, 기혼 여성의 임신-출산 현황과 특징에 관한 분석 결과는 출산을 ‘계획한’ 

임신-출산과 ‘계획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구분한 모형이 출산과 인구사회학

적 요인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접근임을 보여 줌

－  2018년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출산의 구성비는 대략 10~15% 

수준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분석 자료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은 인공임신중절로 이어

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 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2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06  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4  아동 및 가족 지원과 사회적 차별 해소 2019 KIHASA Annual Report  l  107

－  또한 분석 결과는 계획하지 않은 출산이 분절적 경험이 아니라 연쇄적 사건으로 이

어질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 줌으로써 계획하지 않은 출산을 경험한 개인들을 대상으

로 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  기혼 여성의 출산 계획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출산 자녀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혼인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적인 출산을 계획할 개

연성이 높음을 보여 줌

－  그러나 출산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혼인(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계획한) 첫째 및 

후속 출산을 실제로 실현할 개연성은 낮아짐을 시사함

 셋째, 혼인 해체와 재결합에 관한 분석 결과는 교육 수준이 낮고 혼인 연령이 낮

은 여성들이 혼인 해체를 경험할 개연성이 높으며, 후속적으로 이들 여성이 재

혼할 개연성 또한 높은 모습을 보여 줌

－  혼인 해체와 출산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혼인 해체를 경험한 집단의 둘째 출

산 개연성이 뚜렷하게 낮은 패턴이 관측되지만, 전반적으로 혼인 해체가 무자녀 현

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관측되지는 않음을 보여 줌

－  오히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 이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녀 양육을 여성이 담당할 개연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이혼 가족의 아동을 포함한 

가족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함

 넷째, 혼인-출산과 일-가족 적응 패턴에 관한 분석 결과는 남성(남편)의 경우 

가족(자녀 수) 영역에서의 변동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패

턴이 주도한 반면, 여성(아내)의 경우 모든 군집들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

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관측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패턴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침을 보여 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가사노동 시간에서의 성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

타남을 살펴볼 수 있음

 저출산 대응 정책들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정책 설

계에서 기본 원칙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지적함

－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되 한편으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정책 제언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Fertility Dynamic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ourse Implementation

연구 책임자: 이상림

공동 연구자: 이철희, 오신휘

 생애과정 이행의 관점에서 출산력 동태를 분석

－ 합계출산율 추이 기술에 그친 기존 출산력 분석은 그 동태 과정과 원인 접근에 한계

－  혼인-출산-추가출산의 이행이라는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2000년대  출산력 변동을 

출산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 

● 혼인/출산에 관한 이행률 분석과 이행률의 시계열 동향을 분석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 출산력 제시

－  유배우 출산율, 혼인·출산이행률, pAtFR, 조정합계출산율 등 다양한 출산력 지표를 

산출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여, 출산율 변동의 양태와 향후 추이를 전망 

 유배우자 합계출산율 산출 및 동향 분석

－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이 혼인부부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배우 상

태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배우 합계출산율을 산출

－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배우 출산율은 오히려 거의 지속적으로 상승

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이 혼인이 감소했기 때문임을 시사

 유배우자 합계출산율 산출 및 동향 분석

－  혼인 및 출산 관련 각 생애단계별 인구를 센서스 자료, 주민등록인구 통계, 출산동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산출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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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과정 이행 동향은 합계출산율의 추이와는 달리 증감의 반복이 크지 않는 안정적 패턴

●  합계출산율이 코호트별 출산이행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저효과가 출산이행률 분석에서

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

－  미혼상태에서 유배우 상태로 전이하는 확률인 혼인이행률은 점차 혼인(초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층인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전이되었음

－  연도별로 다소 간의 등락은 나타나지만 30대 초반 연령대의 혼인이행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가 201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혼인이행률은 무자녀에서 첫째아 출산으로 이어지는 첫째아 출산이행률의 

추세에도 영향을 미침

●  첫째아 출산이행률의 변동 역시 혼인 및 출산 연기의 영향으로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가 점차 

늦은 연령으로 옮겨지고 있음

－  둘째아 출산이행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유지 또는 상승하였으며, 셋째아 출산이행

은 오히려 증가의 패턴

 대안적 출산력 지표 산출 분석

－  연령별 이행률을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해당 연도의 단계별 생애과정 이행률을 보

여줄 수 있는 출산단계별 이행 출산율(pAtFR) 분석에서는 출산력과 혼인력 모두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  하락의 폭은 둘째아 출산에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첫째아 출산이행, 혼인이행 순. 

이는 혼인을 하더라도 무자녀 상태로 남아 있거나, 한 자녀에서 출산을 멈추는 경향

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

●  이상의 결과들은 2005년 이후 출산율이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5년까지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 기간 합계출산율의 추이와는 배치되는 결과

－  템포효과를 제어한 출산력 수준을 보여주는 조정 출산율(tFRp*)의 추이는 마찬가

지로 기간 합계출산율에서 나타나는 출산율의 증감 변동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0년 이후 출산력 동향 요약

－  만혼화와 출산연령의 연기는 출산력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30대의 혼인과 출산 이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합계출산율의 상승으로도 이어졌음

－  이러한 일시적 변동은 출산력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출산력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

연구 내용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반영한 긴급성 반영 필요

－  우리나라 출산력은 지속적 하락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 이러한 심각성과 긴

급성을 고려할 때 정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에의 적응’ 주장은 전면 재

검토 필요

 정책의 초점 전환 필요

－  혼인력의 감소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기제라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줌. 

셋째아 둘째아 출산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함

 생애과정 이행 지원의 관점에서 정책 개발

－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총량적 접근의 프레임을 벗어나, 가족구성(혼인)-첫째

아 출산-둘째아 출산 등의 추가 출산으로 이뤄지는 연속적 생애과정이 원활히 이행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 필요

－ 청년정책과의 적극적 연계, 서비스 지원 위주 접근을 탈피한 구조적 접근 필요

정책 제언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10  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4  아동 및 가족 지원과 사회적 차별 해소 2019 KIHASA Annual Report  l  111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Unwed Mothers’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변수정

공동 연구자: 김유경, 최인선, 김지연, 최수정, 김희주

 미혼모가족은 우리 사회·문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에 따라 

열악한 임신·출산 및 양육 환경을 경험하는 미혼모가족의 어려움이 최근 빈번

하게 공유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미혼모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파악

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1인 양육자가 생계와 자녀 양육

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 미혼모가족에게는 생활 전반에 걸쳐 다

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촘촘한 사회보호망이 마련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혼모가족의 임신·출산부터 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경험

과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가 미혼모가족에 대해 갖는 인식을 동시

에  파악해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 등 미혼모가족의 안정

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미혼모의 임신·출산기 특성

－  조사참여 미혼모의 임신 인지 시기는 평균 8.7주였는데, 미성년 시기에 임신 및 출

산을 한 경우는 평균 9.7주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임. 또한, 미성년 미혼모 중 임신 

사실을 16주 이후에 인지하는 비율이 4분의 1로 나타나 성인 미혼모보다 임신 사실

을 늦게 인지하는 비율이 높음

－  초진 시기는 평균 약 10주로 나타났는데, 미성년 미혼모의 초진 시기는 성인 미혼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20 의 경우보다 더 늦음. 산전진찰을 받은 경험은 평균 9.5회로 나타났는데, 산전진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10% 이상으로 나타남 

●  기혼 유배우 여성과 그 경향을 비교해 보면, 기혼 유배우 여성은 산전진찰을 안 받은 경우는 전

혀 없고, 초진 시기 또한 5주 내외로 빨라 미혼모의 취약한 산전 관리 상황을 알 수 있음 

－  미혼모가족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가

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안정적으로 지낼 곳이 없었다는 점이었음. 특히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말할 곳이 없었다든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

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성인 미혼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미혼모가족의 양육기 특성

    (미취학 자녀)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양육비

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것. 그다음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점과 아이를 돌보

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3세 이상인 경우는 취업한 상황이 많아서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한 점이 어

렵다는 응답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자녀 돌봄 방식에 있어 본인이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희망하는 돌봄과 괴리를 보임

● 본인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실제로 본인 돌봄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

서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미혼모가족의 단독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드러남

●  가족과 단절되거나 근거지를 떠나 생활하는 등 주변 자원이 별로 없어 급할 때 맡길 곳이 없

는 문제도 드러남

－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높음

● 3세 미만의 경우 특히 높았고 전일제근로 비율이 매우 낮음 

－  일·가정 양립에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임.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본인

이 안 벌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할 의향이 높음. 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평

균 수입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중 하나를 받

고 있는 경우가 많음. 미혼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는 학업이

나 일하는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

으로 높았고, 3세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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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이상 자녀) 

－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돌봄 비용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가

장 어려운 이유. 또한 본격적으로 엄마가 일을 하는 시기인 만큼 아이를 돌보거나 챙

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승. 그리고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관리나 학

교에서 차별받을까 봐 걱정하는 비율이 높아짐

－  초등학생 자녀의 사설교육기관 이용에 대한 비율이 기혼여성의 자녀와 미혼모의 자

녀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타남       

－  초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낮아지며 전일제근로의 비

율이 증가해,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엄마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자녀의 미취학기보다 소득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지출액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인 자녀의 학령기에는 자녀 교육비 부담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

도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자립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

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미취학 자녀부터 취학자녀를 둔 가족 모두에

게 공통적으로 나타남  

 미혼모가족의 주요 쟁점 특성

－  (학업 및 자립 준비)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음. 학업

을 지속함에 있어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며, 학업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학업을 지

속하는 데 있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남. 미혼모가족은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출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

은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그 외에는 학업이나 일하는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  (직업교육과 일자리 경험)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은 3분의 1이 약간 넘는 수준. 직업

훈련 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 직업훈련을 받아도 취업하려는 곳

의 급여나 근로시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거나 일할 상황이 아니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하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약 80%로 높게 나

타남. 일을 그만둔 이유는 몸조리나 육아 및 양육을 위해 그만둔 경우와 임신 사실

이 알려질까 봐 스스로 퇴직한 경우가 많음. 구직 과정의 경험에서는 혼자 양육한다

는 사실만으로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직장을 다니면서는 차별 경험을 

직접 하지 않은 비율이 반 정도이고 그 외에는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수군거림을 가

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거) 미혼모가족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

승하고 시설 거주 비율이 감소. 미혼모가족이 가장 원하는 주거지원 방식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과 지원받는 주거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임

연구 내용 －  (건강) 미혼모는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남.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전문가 상담 경험은 낮

은 수준임

●  특히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우울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약간 높았지만, 전문가 상담 경험 

비율은 오히려 더 낮음

－  (주변 관계 및 사회적 편견) 미혼모가족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형

제, 자매 그리고 친구나 지인임. 그 외에 같은 미혼모 당자사에게 의지하는 경향도 

볼 수 있음. 하지만 전혀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약 14%로 나타남. 미혼모가

족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기관은 구청 및 주민센터, 모자관련시설, 미혼모단체 순

으로 나타남. 하지만 도움받은 기관 없다는 응답도 20% 가까이 나타남. 대부분의 미

혼모가족은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민과 국가 지원) 미혼모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고민이었고, 초중고생 이상

의 자녀를 둔 경우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보다 경제적 고민이 많음.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적 지원은 역시 경제적인 지원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을 제외

하면 일과 돌봄 시간이 확보되는 업무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음

 미혼모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  일반 국민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차별이 있지만 개개인

의 편견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시에 미혼모가족의 어려움과 정책적 욕구에

서 드러난 부분을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함.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미혼인 여성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이해도도 미혼모와 비슷하게 하고 있으며,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혼모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

－ 상담 지원 체계, 산전·산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

●  미혼모와 기혼여성 비교에서 미혼모는 임신 인지 및 초진 시기가 늦고, 산전·산후 진찰율이 낮

으며 산후 우울감 등 산전·산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엄마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모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위기 임신·출산 지원 체계가 마련

●  경제적 지원 외에 지낼 곳, 산후조리 서비스, 긴급상담 등의 욕구가 높음. 당장 지낼 곳이 없다

는 것은 아이와 엄마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일로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보호 체계

가 필요. 미혼모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모든 위기 임산부가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지원 체계가 작동해 시설 입소를 위한 지역 이동이나 까

다로운 절차 없이 본인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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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가족 양육 관련 정책

－ 성인 양육자가 1인임을 고려한 돌봄 지원이 필요 

●  특히 미취학 자녀를 미혼모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높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돌봄으로 인

해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통해 돌봄 비용 절약을 위한 본인 돌봄을 방지

해야 하고, 응급 돌봄과 병원 돌봄이 시급

－ 자녀가 어릴 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생활 지원 필요

●  자녀가 어릴 때(3세 미만)에는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로 수입이 너무 낮아 안정된 생활 자체

가 힘든 상황.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혼모에게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대신, 어린 자녀 양육에 집

중한 후 단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여건이 되도록 돌봄과 생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 자녀 성장에 따른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교육 등으로 인해 지출이 많아지고, 시설 생활이 종료되거나 자녀 돌

봄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보다는 마련되

는 경향. 여전히 저학년 자녀는 돌봄이 미취학 자녀만큼 필요한 상황으로 엄마가 일하는 시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과후교실, 또는 만족도가 높은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용 부담 없이 우선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일하는 미혼모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성 및 휴가 적

용 시 추가 지원 등을 고려

 미혼모가족 생활 관련 정책

－ 주거 지원 필요

●  시설 생활 종료 및 자녀 성장으로 인해 주거 마련이 중요한데,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

해야 할 것. 주거 지원 시에는 지원받은 주거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바탕이 

되는 주거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 

－  미성년 미혼모가 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학

업을 하는 동안 돌봄 제공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직업훈련 기간 동안에도 미혼

모에게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

－ 미혼모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 학교 등 차별 없는 환경 모니터링

●  한부모가족 대응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곳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경험하기도 함. 공공기관 대상 교육뿐 아니라 교육이 현장에서 실천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

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상담부스 마련 등을 고려. 또한 자녀들은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함

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사의 감수성과 교육과정의 재점검이 필요

정책 제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An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ublic care supply 
system for primary school children

연구 책임자: 김은정

공동 연구자: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전 계층 무상 보육,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도입 등 지속적으로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해 옴

 반면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지원은 매우 미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2014년에서야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옴

－  정부는 2017년 범정부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학

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을 가짐

 본 연구는 현재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의 한계와 

쟁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서비

스 공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를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으로 나누어 검토

－  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서비스 유형별 제공 체계의 한계 및 쟁점, 수요자의 초등

아동 돌봄 실태 및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등을 분석 

 초등아동기 돌봄 공백과 아동발달

－  이론적 검토 결과 초등아동 시기에 적절한 돌봄 환경은 매우 필수적이며 해당 시기의 

돌봄 공백은 아동 복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국가와 개인(부모)은 모든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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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체계

－  공급의 주체는 다원화되어 있으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일정 자격 요건을 두어 제

한하고 있음

－  서비스 이용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며 공급이 수요에 기반 한다

기보다 수요가 공급에 기반 하여 충족되는 상황으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다

고 여겨지는 실수요자(맞벌이, 한부모, 돌봄 취약계층 등)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선택적인 공급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은 서비스 공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

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의 아이들이 상당수 있고, 취업 준비나 학업 때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이용할 수 없음

－  중앙과 지역 단위 관리 체계 및 운영의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교육부인지 

교육청인지, 운영의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자체인지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운영

에 따른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 단위 공급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

적으로 전북, 전남, 제주, 세종 지역이 오후 돌봄 서비스 공급 비율이 높고 부산, 광

주,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취약

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

관하게 일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과 일시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

－  학기 중과 방학 기간 중 돌봄 서비스 수요 차이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

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는 기간에 따라 공급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초등아동 돌봄 실태 및 요구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7%가 평일 오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는 이 비율이 39.7%에 달함

－  아동마다 시간과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등아동들 중 방과 후에 혼자 지내는 시간

이 존재하는 아동이 2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 돌봄에 대한 공백 문

제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임

－  대도시,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맞벌이 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시간이 상대적으

로 길며 특히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국가의 돌봄 지원 책임을 개인의 책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초등

연구 내용 아동에 대한 돌봄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보다는 학교 돌봄을 통한 서비스 지원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기 수요가 많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도 높

은 것으로 조사됨

－  오후 돌봄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의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저학년

뿐만 아니라 고학년의 경우에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학교 돌봄 서비스 미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보다 서비스 질에 

대한 염려가 더 많은 반면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은 주로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농어촌 지역인 경우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이용자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결론 및 시사점

－  현재의 공급 구조는 대상과 공급 시간 측면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많은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아동을 위한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적

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

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자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공급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각 서비스의 정체성 정립과 상생 방안 모색

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다함께돌봄센

터의 경우 예산 지원과 집행 등의 구조적 문제로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

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 돌봄 강화와 보편적 돌봄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  수요자들은 초등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보다 높게 인식

하고 있으며 초등아동기 돌봄은 아동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국가 책

임 돌봄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가구 아동의 돌봄 지원 욕구와 6학년까지의 돌봄 지원 욕구 등을 고려하여 아동

의 돌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이용의 우선순위 등은 유지하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아동의 돌봄 수요에 대한 공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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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역 단위 재정 지원과 운용 체계 개선 

－  초등돌봄은 현재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재

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지자체 단위의 수요 통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

며 해당 수요를 기반으로 적절한 공급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함

－  특히 농어촌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재정 지원 구조가 마련

되어야 하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초등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정책 제언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among Children                
in Out-of-Home Care System

연구 책임자: 이상정

공동 연구자: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본 연구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가정 외 보호 

체계 간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체

계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목적임

－  보호 종료 후 가정 외 보호의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

는 동안 보호 종료와 성인기로의 전환에 대비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 체계는 아동의 

자립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그러나 현재 정부가 가정 외 보호 아동에

게 제공하는 자립 준비 지원은 표준화 프로그램인 ReADY? ACtION!, 자립체험관

을 통한 단기·일회성 프로그램, 그리고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을 통한 15세 이상 아동

의 사례 관리가 거의 전부인 실정임

－  현재까지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보호 기간

에 체계적인 자립 준비 지원이 어려웠으며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립 준비를 지

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각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와 자립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자립 지원 대상 가정 외 보호 아동

－  아동복지법상 만 15세 이상의 퇴소 전 아동으로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중학

생 이상의 아동, 위탁가정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을 포함할 때 2018년 기준 1만 

1,865명으로 전체 가정 외 보호 체계 아동의 47.2%로 추정함

●  원가정에서의 빈곤, 부모의 이혼,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학대로 인한 원가정과의 분리

와 같은 부정적 경험은 아동에게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을 남기기 때문에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연구 목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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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호 기간 동안 심리적, 정서적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하여 심리적 충격이나 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가정 외 보호 체계의 장기 보호로 인해 대부분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두절되기 때문에 원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마치게 되었을 때 심리적·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이나 지지 체계가 없어짐

●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에 따라 체계 진입 직후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아동의 자립

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표준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

나 인력의 전문성과 충분성이 갖춰진 대규모의 양육 시설 중심임.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

서 보호하는 아동은 전문적인 자립 준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자립 지원 서비스 정

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질 수 있음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 체계 현황 분석

－  현재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 사업은 중앙과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3단계

의 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하나 17개 시도 가운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법률에 중앙 및 시도 전담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지 않아 서

비스 효율과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시도 전담 기관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 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기

능뿐 아니라 ‘위기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하며,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업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전담 기관이 없는 지역과의 자립 지원 서비

스 격차 문제와 함께 향후 도입될 시군구 단위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공공사례관리팀(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 5. 23. 발표)과의 역할 중복이 발생함

 해외 사례 분석

－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은 보호종료 연령 기준을 18세로 제시하고 있음. 미국의 연

계 강화·입양 확대법에서 규정하는 만 21세의 보호종료 규정이나 영국의 아동과 사

회복지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는 만 25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아동복지법 제16조 4항을 통해 대학 재학, 직업훈련, 장애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 보호

가 가능하지만, 보호 종료 아동의 약 56%(허민숙, 2018)는 실제로 18세에 만기 퇴소하고 있

음. 아동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조건부 연장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자립 준비의 사각

지대를 만들 수 있음

－  보호 연장 혹은 보호 종료와 자립의 중간 단계로 영국의 위탁 보호 유지(Staying put)와 

근거리 자립(Staying Close)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연장 보호

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학 재학, 직업훈련의 요건을 인정받아야만 함. 요건이 갖춰지

지 않은 아동에게 연장 보호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아동과 위탁 보호자가 합의하여 개인의 자립 준비도에 따라 연장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  근거리 자립 제도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동이 자립하게 할 안전장치가 되는 동시에 기

존의 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의 접

근성을 높이고 자립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안이 될 것임

－  미국과 영국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는 자립 지원이 사례 관리의 연속성 상에서 이루

어짐. 미국이나 영국은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사례 관리 과정에서 아

동의 자립에 필요한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

립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함

●  자립 지원 코디네이터는 보통 주 혹은 카운티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직접 아동의 자립을 지원

하기보다 아동 개인의 자립 준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관리함. 아동을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며 라포르를 형성해 온 개별 사례관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

을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 조사 및 FGI 분석 결과

－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는 영역별 체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됨. 전반적으로 사적 자본 영역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지표가 높았고, 인적 자

본 영역에서는 위탁가정 아동의 지표가 높았지만,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공동생활

가정과 양육시설 아동의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적 자본 영역에서는 양육시설과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 준비 지원이 더 필요하며, 인적 자본 

영역에서는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용 기회를 높여야 함. 사회적 자

본 영역에서는 위탁가정 아동의 지지 체계 발굴과 관련 지원이 필요함

●  위탁가정에서도 유형별로 지표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친인척, 대리 위탁가

정의 순으로 나타나 대리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의 수준 제고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 외 보호 체계 아동의 경험은 체계별, 아동별 편차가 있었지만 초점집단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에 응한 대부분의 아동은 가정 외 보호 체계 적응과 

자립 과정에서 비교적 성공한 아동들로 보호 경험이 자신의 성장, 발달, 자립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주 양육자인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났으

며 자립 준비 과정에서도 주 양육자의 조언이나 정보가 아동의 진로나 자립 계획에 영향을 크

게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아동이 생각하는 자립은 보호 체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취업, 주거 등 경제적 안정성이라고 

응답함.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교육을 우선이며, 심

리적 외로움, 심리, 정서 문제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상담·치료, 그리고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

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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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 체계 개선

－  국가 차원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의 분명한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정부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함으로써 가정 외 

보호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처 간 장애를 제거하여 유연하고 일원화된 자

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욕구와 자립 준비도를 고려하여 퇴소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함

－  아동의 연장 보호 방안으로 보호와 자립의 중간 단계로 영국의 근거리 자립 제도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아동 중심의 표준화된 자립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각 

체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함

가정 외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 질 제고 방안

－  아동의 자립을 함께 준비하는 주체는 아동과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 관계를 확보하

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을 통한 자립 준비 체계는 

정책적 재고가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공공 통합 사례 관리 체계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전담 사례관리팀(관계부

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 5. 23. 발표)이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의 주체적 역할

을 하고 현재의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은 시설 혹은 지역의 자립 프로그램 관리, 자립 지원 서비

스 및 자원을 발굴하여 아동과 사례관리자를 원조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자립 과정의 사회적 지지 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자립 준비 계획의 

과정에 보호 아동과 사례관리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지지망 내의 친밀한 인

적자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팀 중심 접근 방식(teaming Approach)을 적용

할 필요가 있음. 가정 외 보호 경험, 체계로부터의 성공적인 자립을 이미 경험한 또

래(선배)를 지지 체계로 발굴하여 ‘청소년 또래 지원 서비스(YpSS: Youth peer 

Support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련 의료 지원과 지역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아동이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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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and Future Social Policy

연구 책임자: 이윤경

공동 연구자: 강은나, 김경래, 주보혜, 고영호, 김진현, 남재량, 문종철, 백혜연, 이동민, 조현승, 김세진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규

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 증가는 미래 사회정책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요구됨

●   특히 고령인구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보건복지, 노동, 주택, 산업, 여가문화를 비롯하여 교통과 

도시환경 정책 등에서도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 필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인구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미

래 사회정책의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  고령자 삶에서의 ‘독립’과 ‘존엄’, ‘활동적 노화’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에 초점을 두어 

검토할 사회정책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미래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함

●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위한 사회정책)  고령자의 경제력 보장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정책과 중고령자의 고용정책

●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정책)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고령자의 돌봄 및 존

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정책 및 장례정책

●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사회정책) 교통정책과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 정책, 고령친화산

업 활성화 정책 

연구 목적

연구 내용연구보고서(일반) 2019-17-02  인구 고령화율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미래에는 고령인구의 절대적 규모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며, 미래 고령인구는 현재의 고령층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임

－  노인의 소득, 건강 등의 주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화에서 향후 미래 노인

은 건강노화형의 노인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건강위험형이 증가하고, 근로빈곤형, 

의료과잉이용형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긍정적 유형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다중요보호형은 미래 노인에서도 일

정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큰 폭은 아니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유형의 변화 전망의 결과는 향후 노인 집단은 유사집단이라기보다는 다양

성이 크고 건강과 소득 등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으로 예상됨 

－  미래 노인의 총소득과 1인당 평균 소득의 패턴은 시나리오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며, 

특히 1인당 평균 소득이 미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

●  현재까지의 연령별 소득 분포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의하면, 2019년 현재의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소득보다 미래의 1인당 평균 소득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빈곤 노인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상대 빈곤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망자 증가를 초래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장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의료인력 중 의사인력의 수요 공급에서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의 의사인

력의 공급이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8566명 부족, 2030년에는 1만 8585명 부족, 2040년

에는 3만 8674명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반면, 간호사 인력은 간호대 정원의 확대를 통해 계속 공급이 확대되어, 부족보다는 공급 과

잉이 예상됨  

－  장기요양과 장례 수요와 관련해서도 장기요양은 미래 수요의 지역별 편차는 갈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년에는 경기 57만 8천 명, 서울 39만 2천 명

이며, 그 외 시도의 경우 15만 명 내외의 수요가 예측됨

●  사망자 수 증가로 장례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의 화장시설을 유지할 경우 시

설 부족 현상은 2030년부터 서서히 발생할 것이며, 그 이후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 수의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 필요에 따라 지역별 교통고령화지수를 검토

한 결과 교통고령화 정도는 2011년에 비해 2016년 상향되었으며, 도시지역의 교

통서비스가 고령화 문제로 더욱 심각해짐을 확인하였음

－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고령자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추구는 일정한 공간환경 내에

서 구현되는 점에 착안하여 고령자의 일상생활 공간과 삶의 터전을 개선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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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고령친화도시 또는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구현을 위해 Aging in place를 실현

할 필요가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고령자 배려 시설·환경의 조성 지침과 사례들을 검토하였으며, 고령

자를 위한 보행로 노면포장, 노면기울기, 연석높이 및 기울기 등 지정, 버스정류소의 대기공간, 

벤치 디자인 및 높이, 안내시설 기준 제공,  공원 및 휴식공간의 접근로, 주·부출입구, 보행통로

의 폭과 너비의 최소 수준을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시

－  새로운 고령소비계층의 등장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단순히 양적팽창에 머무르지 

않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내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고령층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

가, 소비여력 높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액티브시니어 층을 중심으로 고령층 소비가 고급

화·다양화되었음

 고령인구 증가와 고령인구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별 현

황과 이슈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미래 사회정책에서의 정책과제를 모색함

－  미래 고령인구의 소득은 현 노인세대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노후 

빈곤의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의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있는 개편

과 함께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통합적 제도 개선, 고령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용 확대 방안이 모색 필요 

－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증가

●  중장년층의 고용정책은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된 일자리

에서 더 오래 일하기와 주된 직장 이탈 시 재취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적 지원이 요구됨

－ 고령인구 증가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의사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

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수요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정

책적 개입이 요구됨 

－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 수요가 크게 확대되며 특히 지역별 인구구성의 특

성에 따라 수요뿐 아니라 돌봄 인력의 편차가 예상됨

●  따라서 향후 장기요양정책에서는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공급 확대와 인력 공급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 필요 

－  교통정책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도로 

정책 제언

연구 내용 및 교통시설 개선, 고령친화 차량기술 개발 등과 함께, 지역별 교통고령지수에 기반

한 교통정책의 우선순위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됨

－  미래 건축 및 도시 조성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을 목표로, 고령자가 독립된 개체로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보행로, 공원, 도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요소별 지원 필요

●  지역별 고령친화도 진단, 고령친화도시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고령친화사업 지구 시범 

지정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시험무대(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정책 추진이 요구됨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은 미래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을 지니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수요 확대, 고령친화산업 부

가가치 제고, 산업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수립, 기초 통계 조사 등의 연구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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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Policy Measures for Well-dying in Korea

연구 책임자: 정경희

공동 연구자: 김경래, 유재언, 이윤경, 서제희, 이선희

 본 연구는 노년기 웰다잉 구현 방안 모색을 통해 진정한 웰빙 구현 및 노인의 존

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수행됨

－  1차 연도에 이루어진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파악 및 

웰다잉 관련 준비 상황 및 서비스 욕구 파악과 그에 기초하여 도출된 전략과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웰다잉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하여 정책 방향성, 중요도 및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조사 결과, 웰다잉 구현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음

●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자기결정권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인 측면(심리적인 준비와 심리적 두려움의 완화)과 신체적인 통증의 완화를 주요하게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생애말기서비스(호스피스·완화치료 등)의 질 향상 및 양적 확대(3.8)를 가장 관

심을 두어야 하는 정책 영역으로 선정하였음

● 단, 정책 이행실태나 사회적 관심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웰다잉 관련 정책 수립시 주요한 관심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죽음이 가시권에 있는 

노령층과 웰다잉의 구현이 어려운 구성원(예: 독거노인, 빈곤노인 등)이 우선 대상

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한국 고령자의 죽음 여정 유형화 파악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고령

화연구패널 조사의 사망자 16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13 －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사망유형은 생애말기 요양시설이나 호스피스 입소 경험 없

이 병원에서 2일 이상 입원 후 사망하는 여정으로 고령 사망자의 36%가 이에 해당함

●  다음으로 생애말기에 요양시설 입소를 경험하는 유형, 병원·요양시설·호스피스 입소 경험 없

이 집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유형, 병원에 1일 이하로 입원 후 병원에서 임종한 유형이 각각 

15~17% 정도를 차지함

●  생애말기 요양시설이나 호스피스 입소 경험 없이 병원 입원 경험만 있다가 집에서 사망한 유형

은 9%, 호스피스 입소를 경험한 유형은 약 5%로 나타남

●  생애말기 거주지와 사망 장소에 따라 다양한 죽음 여정의 유형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

으며, 생애말기 거주지, 사망 장소별 죽음 여정을 고려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함

 웰다잉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선도적 관심을 보인 선험국(영국, 플아스) 사례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첫째, 생애말기와 관련한 전략 마련과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함

●  영국의 경우 사전 케어 계획(ACp)이나 생애말기 케어(end of life Care)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프랑스도 생애말기에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있음

－  둘째, 어느 장소에서든지 웰다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웰다잉 관련 연속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영국의 princess Alice Hospice의 경우 가정이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서비스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주간서비스도 제공됨. 아울러 지역사회의 의료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 장례

시설 등 유관 기관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음으로써 커뮤니티 단위의 연계체계를 강하게 유지

하고 있음

－ 셋째,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함

●  영국과 프랑스 모두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전파하고 있으며 온라인이나 전화 서비스 등을 통

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더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뚜

렷하게 존재함

－  넷째, 사전의향서 작성 등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자신의 상황이나 욕구가 변화

하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삶에서 생애주기별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신

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함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웰다잉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

방향을 설정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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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비전은 고령화와 정합성을 갖는 삶의 질 구현임

●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는 웰다잉 구현이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질에 대한 관심, 죽음의 다

차원성 고려, 다양한 주체에 대한 총체적 고려, 웰다잉 취약층에 대한 특화된 관심을 기본 원

칙으로 함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웰다잉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서비스 확장을 통한 웰다잉 구현, 서비스 확장을 통한 웰다잉 구현과 그를 위한 사

회적 기반 마련의 2개의 대영역하에 6개의 중영역, 9개의 소영역, 22개의 정책과

제를 도출함

 서비스 확장을 통한 웰다잉 구현을 위해 종합적·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세부 정책과제로 포괄적 사전 케어 계획 수립, 사전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의 현실

화, 장기기증 의사결정에서의 자기결정권 강화, 상속 관련 유언 및 자서전 작성 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연속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생애말기 

구성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연속적인 호스피

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희망하는 임종 장소가 다양화됨에 따라 임종 장소별로 특화된 관심이 요구됨

●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입소 상담 시 죽음 관련 상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가 마련되

고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다양한 호스피스서비스,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임종서비스의 제

도화 및 내실화가 요구됨

●  가정에서의 임종과 관련해서는 무진찰 사망진단 시한의 합리화, 고통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

제 투약 기준 정비, 장례식의 다양성 확보가 정책과제로 제시함

－  서비스 내용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먼저 유족 및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가족애도상담서비스 제공과 직원 심리치유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웰다잉 취약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고독사를 예방

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 집단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고독사한 구성

원에 대한 존엄한 사후 절차를 마련해 가야 함

 다음으로 웰다잉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보 및 

인력 양성, 체계적인 정보 제공, 대국민 인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정책 제언

연구 내용 －  세부 정책과제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기관과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역 형평성 확보, 관련 인력의 웰다잉 감수성 제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웰다잉 관련 원스톱 정보 제공과 더불어 리플릿 등

을 활용한 다양한 아날로그적 정보 확산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는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웰다잉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 성인 대상 교육의 활성화 및 인식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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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A Plan to Reorganize the Senior Housing Policy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Korea: Focusing on Alternative Senior 
Housing  

연구 책임자: 강은나

공동 연구자: 주보혜, 이재춘, 배혜원 

 본 연구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핸 현재의 노인주거정책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노인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의 노인주거지원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

거실태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함

－  현재 노인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을 대안적 주택 공급 측면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노인주거지원 현황 

－  노인주거지원정책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주거복지시설,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

택과 노인 관련 지원 정책,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관련 주거지원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검토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재가복지 확대와 노인의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입소 노인이 매

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자 복지주택이 점차 확대되고 공공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나 입주 조

건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

－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주거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 서비스연계형 주택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해외 노인주거지원사례 

－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도입되고 소규모다기능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25 형 거택개호가 제도화되었으며, 2011년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관리

하는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을 신

설하고 고령 인구의 3~5%를 목표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배리어 프리 구조, 안부 확인 및 생활 상담 중심의 필수 서비스, 홈헬퍼

나 간호사 등의 상주(야간은 긴급통보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선택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부담 

등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차별성 등의 특징이 있음 

－  독일의 노인주거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의 주거지원이나 장기요양보험 대상의 주거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4.2%이며(2015년 기준), 임대료

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 노인돌봄주거공동체는 지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으며, 주거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전문인력과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자

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주거실태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점유율(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 

노인 제외)은 조사 대상과 분석 단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자가 

75%, 임차 20%, 무상 5% 정도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노인의 주거는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전용면적은 다른 

세대에 비해 넓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서 평균 15년(수도권은 평균 12년) 정도 거주

하는 특징을 보임 

●  노인을 위한 주거 내 안전설비를 최소한 1개 이상 갖춘 주택은 6%에 불과하며, 75세 이상 노

인 중 1명은 생활하기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관리비(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가 보건의료비와 함께 노인의 생활비 부담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인 가구의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실제 주거비, 주택유지관리비 등)은 

17만 8천 원, 평균 월세 부담 비용은 20만 8천 원으로 비노인 가구 33만 1천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월소득 대비 월세 부담률은 36.4%로 비노인 가구(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노년기 주택의 소유 형태는 후기노인에 비해 전기노인, 그리고 도시 거주 노인보다

는 농어촌 거주 노인의 자가 비율이 높고, ‘노인 부부 가구>자녀 동거 가구>노인 독

거 가구’ 차례로 자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세 비율은 독거노인(20.1%)과 도시 거주 노인(13.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들로 구

성된 가구(노인 독거 및 노인 부부)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 동거 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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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지역은 아파트(41.0%)와 단독주택(39.2%)에 거주하는 비율이 비슷했지만,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은 단독주택 비율이 69.8%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노인은 ‘건강이 유지되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가 88.6%,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57.6%로 나타남 

●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건강이 유지되어도 주거지를 이동하고 싶은 노인은 11.4%, 건강이 악화

되면 주거지를 이동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42.4%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재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악화

될 경우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보다는 자녀 또는 친인척과의 동거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주거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  조사 대상은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총 371개소

이며,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양로시설 198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79

개소, 총 277개소로 응답률은 74.7%임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양로시설의 평균 운영 기간은 17.6년(5년 미만 

10.6%), 노인공동생활가정은 20.2년(5년 미만 121.7%)이었으며, 노인주거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양로시설이 평균 15.7명, 공동생활가정이 3.0명임

●  시설 위치는 농어촌 지역이 49.1%, 주거 지역 36.5%, 산지 지역 11.2%로 입지 조건은 다소 

주거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서 떨어진 곳인 것을 볼 수 있음 

－  입소 노인 및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양로시설에는 평균 32.1명, 노인공동생활가정

에는 평균 6.1명이 입소해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60% 정도에 불

과하며, 인지기능 저하자도 25%에 이름

●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혈압 및 혈당 체크와 여가 프로

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월 1회 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병원 동행, 개인 용무 지원, 운동 프

로그램으로 나타남 

●  노인주거복지시설 퇴소 사유로는 요양시설(39.8%)이나 요양병원(29.9%)으로의 전원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 복귀는 18.8%임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생활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책적 

지원 부족 등으로 최근 10년간 입소 노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연구 내용 정책 제언  노인주거정책의 개선 방안은 크게 대안적 노인주택 공급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

계 방안으로 제시함

 대안적 노인주택 공급 방안으로 일상서비스지원주택의 공급, 노인주거복지시

설의 재편, 자발적 노인공동거주에 대한 지원을 제안함 

－  일상서비스지원주택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 단계이면서 일

본의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이 요구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능 재편을 통한 허약 노인을 위한 노인주택으로의 전환하고 

허약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인력 배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발적 노인공동거주에 대한 지원과 확대 필요성과 함께 노인공동거주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공동주거공간이 넓은 주택을 소유한 노인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

을 지원하거나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을 연결하는 등의 공적인 서비스가 병행

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방안은 지역사회 내 노인 인구 비율이나 허약 노인 밀집

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함 

－  건강한 노인 비중이 높고 허약 또는 장애 노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경우, 기

존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용하여 노인이 필요로 하는 주거, 돌봄, 사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금처럼 각각의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돌봄,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직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

고, 전문인력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허약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준전문인력 배치

●  노인에게 보다 밀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준전문인력은 노인의 일상적인 필요를 즉각적으로 해

결하되, 전문적이거나 시일이 걸리는 서비스는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장애 노인 또는 후기노인이 밀집한 지역이나 복수의 아파트 단지에 소규모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치 및 운영

●  장애 또는 후기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거주 단지의 경우, 전문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을 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센터를 설치하여 장애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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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Understanding changes in the elderly poverty rate of Korea:  
a decomposition approach

연구 책임자: 고제이

공동 연구자: 구인회, 우해봉, 이아영 

 노후 빈곤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정책 현안임

－  기초연금 도입을 비롯하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

책의 외형적 다양성에도 현재까지 노인빈곤율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임

－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여 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

 한국 노인빈곤율 측정의 기초 자료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6~2016)를 

기준으로 섀플리분해를 통해 기간별 노인빈곤율 변동의 8가지 변인에 대한 

40,320가지 잠재적 변동경로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예상과 같이 노인에 대

한 직접적인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 감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전반적으로 공적연금보다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한편, 모든 기간에 대하여 인구 고령화가 노인빈곤율 상승의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06년과 2016년의 가처분소득 중위값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가처분소득 누적 

분포를 통해 중위소득 20% 이하에서 빈곤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

－  또한 같은 기간 노인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빈곤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극빈노인

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련 정책이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

쇄하고 노인빈곤율 하락을 이끌어 낼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일 뿐 정책 효과가 없었

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08 －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인구 고령화의 노인빈곤율 하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노인빈곤율 하락이 여의치 않은 주

요 원인이 인구 고령화에 있는 것을 확인

 노인 관련 공적이전제도별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005~2017)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적연금과 기

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최근으로 올수록 긍정적 효과

가 커지고 있음

－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는 정체하고 있는데,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넓어 많은 

빈곤층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됨

－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노인 빈곤 완

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빈곤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고령화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과 노동공급함수를 추정

－  공적이전소득을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소득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공적연금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달리 기

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장액이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

급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령자의 노동공급 함수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사

람일수록 그리고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노동공급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지만, 표본선택 편의를 보정한 경우 구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효과 크기가 큰 폭

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됨

 고령자의 빈곤 위험 요인을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참여와 공적이전·사적이전

소득은 빈곤 위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제

활동 참가 여부는 노인빈곤 해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음 

 기간별 노인빈곤율 변동 원인 분해와 노인빈곤 관련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분

석에 따르면,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

빈곤 해소에서 가장 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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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초연금제도가 노인빈곤 해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  또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역시 노인빈곤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

인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소득이전제도는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 정책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서구 선진국가에서 나타난 공적소득보

장 확대의 고령자 고용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

●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의 급여 충분성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과 고령자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

한 일자리 지원 정책 간의 조율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반면에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노인빈곤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기능 측면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

 정책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빈곤율 산식은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을 통제하

지 못함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상황에서 이 지표는 자칫 왜곡된 정책 신

호를 보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정책 검토에 있어서는 상대빈곤율 이외 다양

한 보완지표의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수행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

장제도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

려하면서 각 제도 고유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갖도록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우선 현행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노후 빈곤 방지를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노후 적정 생활 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 도입 시 목표의 불명확성 그리고 제도 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 방지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수반된 제

약 조건이 상당히 강함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

적일 수 있음

●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설계가 중요한데, 우선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급여 수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별도의 제도가 아닌 중층의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연구 내용

정책 제언

－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기능 정비를 통

한 연금제도 내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 일자리 지원, 근로장

려세제 등 조세를 재원으로 한 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노인 일자리 사업과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요 노후소득보

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로 발전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기능을 논외로 하고 소득보장 기능을 중심으로 본다면, 노인 일자리 사

업은 중고령자의 민간 일자리와 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주된 축을 보완하

는 역할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근로장려세제 또한 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이 정착됨에 따라 정년 전 중고령 근로층에 대한 

지원 제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장기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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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Housing Asset-based Old-age Income Security in an Aged 
Society

연구 책임자: 백혜연

공동 연구자: 김정주, 이경아, 박신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 중 자가거주 비율이 전체 노인의 2/3를 넘어(2017년 기준 75.3%) 주거자산기

반 복지(housing asset based welfare) 모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하우스푸어와 같이 주거자산의 비유동성으로 인해 현금성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노인 빈곤층

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거자산의 소득화로 노후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

는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까지 은퇴자(고령층)/비은퇴자(근로연령층)와 같이 세대별 노후준비 실태조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실제로 주거자산이 경제적 질적인 면에서 노후준비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규모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연령대별 주거자산 대

비 소득 수준의 정도를 파악한 조사나 연구들은 드문 편임

●  실제 주거자산이 노후소득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분석하여 주거자산의 유동성 제약 요

인을 제거하면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고령층의 주택소유여부가 실제로 그들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노후의 경제

적인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국내 가구의 자산-부채의 구성 특징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주거기본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2017년도 원자료를 활용함

-  분석 결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연령대의 수준에 

따라 자산에서 주택(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적 패턴이 달라

진다는 점임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08
●  자산의 경우 30대에서 40대를 경과하면서 금융자산이 부동산(주택)자산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경향은 약 70대까지 계속되며 전체 자산에서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그러나 8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흐름이 관찰됨

-  둘째, 연령대별로 소득과 소비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연령 변화에 따라 소

득과 소비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비성향은 70대 이후에 급격히 높아지기는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적으로 소득 대

비 소비의 비율(즉 소비성향)이 1 미만으로 나타남

●  때문에 생애주기가설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특히 고령층의 소비가 필요에 비해 제약되는 측

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함

-  마지막으로 주택보유 수와 연관시켜 소득과 소비 수준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주

택보유 수가 많아질수록 소득과 소비수준 모두 커지는 경향이 관찰됨

●  다만 소비성향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차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의 소득 수준

의 증가폭이 소비 수준 증가폭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소득수준에 따른 소

비성향의 차이 외에 연령이나 자산규모의 크기에 따라 소비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노인세대의 자산-부채와 소득-소비 간 관련성 분석

-  분석결과, 40-50대를 전후해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의 감소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택보유 수가 많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동거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총자산이 많아질수록, 총자산 대비 부채액의 비율

과 평균소득대비 부채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은 커지는데 반해, 장애를 가

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그리고 월 총평균소득액이 클수록 소비성향은 작아지는 것

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직관적이다. 특히 총자산의 크기가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

는 것은 경제이론에서의 ‘부의 효과’가 실제로 국내 가구들 사이에서도 존재함을 의

미하고, 월 총평균소득액이 커질수록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 역시 경제이론에서 언

급되는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총자산 대비 주택자산의 비중은 각 연령대에서 소비성향에 상당히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음

●  40대의 소비성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자산의 비중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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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택자산이 전체 자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가 제약되는 효과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추정된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택자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소비제약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는 점임

-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차원에서 주택자산에 묶인 가구 자산을 효과적으로 유동화시

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본 장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와 이러한 해석은 최근 고령자들의 노후보장수단으로 활용

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주택연금의 활용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노인세대를 위한 주거자산 유동화 방안 제안

-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주택유동화 방안에는 부분매각과 부분임대가 있음. 새로운 대

안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되는 방법은 주택연금이고,  또 다른 방법은 전세

임차로 살던 주택을 매각하고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방법임

-  은퇴자의 경제적·행동적 의사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동화 방안별 자산의 명목 

잔여가치와 주거효용가치를 합산한 개념이 보다 적합할 것임

●  유동화 방안별로 주거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거주면적에 비례해 거주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고 상정하여 추가적인 대안별 비교 분석을 진행함

●  이때 동일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택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매각, 전세임차, 부분임대에 대해

서는 감소되는 면적만큼의 효용을 보정하였음

-  노후자산가치와 주거효용가치를 모두 고려한 총가치의 경우 방안별 우선순위는 기대

여명 약 250개월 시점까지 ‘주택연금 > 전세임차 > 부분매각’ 순으로 이는 앞서 자산

가치만 고려한 경우의 ‘부분매각 > 주택연금 > 전세임차’와는 다른 결과임

●  이는 자산가치가 부분매각이 높긴 하지만 기대여명이 증가할수록 거주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주거효용 역시 감소하면서 주거면적이 동일한 주택연금과 전세임차가 상대적으로 우월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임

연구 내용 정책 제언 연구 내용에 따른 시사점과 제언

-  주거자산의 가치에 기반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내 가구들의 연령 변화에 따른 자산-부채/소득-소비 실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현황을 파악하고 자산-부채/소득-소

비 간 관련성을 분석

●  그 결과, 정책적 차원에서는 주택자산에 묶인 가구 자산을 효과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함

-  마지막 분석 관련 장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노인 세대의 소득 증대 효과를 

분석함

●  그 결과, 노인 세대 중 중하 소득계층에게 조금 더 소득 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함

●  따라서 중하 소득계층이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주택연금이 하나의 복지 제도로서 공공성을 강조하려면 노인 세대 중 중하 소득계층

에게 더 소득 증대 효과를 크게 하면서 가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현재의 우대 방식(현

재는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 대해 일반 주택연금 지급 방식의 최대 13%를 더 

지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 세대 중 중하 소득계층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보증료를 조정할 수도 있음

* 현재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손익 구조를 살펴

본 후 주택 가치나 소득에 따라 보증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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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Welfare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 
A Plan for Cooperation in Welfare Programs Targeted to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연구 책임자: 조성은

공동 연구자: 고혜진, 송철종, 유민상, 이윤진, 이준우, 조영주, 정지웅, 김예슬, 조보배 

 지금까지 보건의료 중심의 교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백신 보급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반면, 그 밖의 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별다른 교류

협력의 경험이 없음

－  국내외 대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식량원조 지원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영

양, 전염병 치료, 의약품, 병원 현대화 사업 등에서 많이 이뤄졌으며, 점차 기초식수

공급 지원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지원의 범위로 넓혀져 옴

－  다만 2008년 이후 전반적인 대북 원조의 규모는 급격하게 하락해 최근에는 기초보

건 및 긴급구호 지원에 한정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식량 및 의약품 이외의 물품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임

●  향후 남북한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 통일 이

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

●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관점이 주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북의 각 체제를 

유지하며 평화 공존하는 상황을 전제하여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안

을 모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의 주된 수

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

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각 대상별(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문헌 연구(북한 법령 및 공

식 출간 문서 분석, 국제기구보고서 등) 및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FGI)과 같은 연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일반) 2019-37 구 방법을 활용함

●   여성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양육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아동기를 보낸 청년, 북

한에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었던 북한이탈주민, 북한 장애인복지 전문가,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함

 (여성 분야) 북한 여성의 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과 건강, 재생산권 분

야를 중심으로 살펴봄

－  북한 당국에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임신·출산한 여성

에 대한 보호임.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장과 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생

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공식 직장이 아닌 시장에서 경제활

동을 시작함

 북한 여성의 건강에 있어 ‘평균수명과 나이 듦에 따른 신체활동 제약’ 및 ‘질병

의 유형에 따른 성별 차이’를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  고된 가사노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기나 수도 등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보니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더욱 큼. 게다가 먹고살기 위해 장사를 하고 농사

짓는 일 등 대부분의 일을 여성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 면에서 여성이 더욱 어

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경험적으로 여성 관련 암(유방암, 자궁암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부재는 이 분야에서 여성 질병에 대한 

교류협력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목적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사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사회를 관통하는 가부장적 문화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로 인해 발

생하는 ‘여성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 나아가 통일 기반 형성 과정에 여성의 

역할을 정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기본적인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바, 남북 여성 교류협력

의 여성 복지 분야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함

－  취약한 북한 여성의 복지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 남북 여성 교류협력은 북한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 분야)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

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의 아동 관련 법령과 국제

기구 보고서 및 보육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 결과를 통해 북한 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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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복지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함

－  영유아의 건강·영양, 보건·위생, 보육·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MICS 

(the global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자료를 분석

－  2017 MICS 북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표들(교육, 생존 및 

폭력, 아동 노동, 생활 수준)을 기반으로 탈북한 청소년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확인

●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매

우 큰 편이라고 이야기함

●  (북한 내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북한의 의료 상황은 낙후되어 있으며, 기초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

고, 긴급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말함.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음

●  (폭력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대체로 북한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이 용인

되는 편임

 (장애인 분야) 특권 장애인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특징은 북한이

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초점집단인터뷰에서 나타난 북

한 사회의 장애인 복지 수준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래와 같음

－  북한의 장애인 복지 제도와 혜택은 주로 영예군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많았으며, 

그 외의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와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아 북한의 장애인 복지는 영예군인을 위한 보

상의 개념에 가깝고, 복지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나옴.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둠.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음

－  장애인 교육 제도는 주로 신체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지적장애, 지체장애를 

위한 교육 제도는 확인된 바가 없음

－  한편, 남북 교류협력에 앞서 교류협력을 위한 전달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

선이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교육 마련,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장애인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경험은 주로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앞

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2000년대 이후 시작됨. 등대복지회는 2005

년 북한 장애자보호련맹과 합의해 장애인 용품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남북

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특수교육 및 재활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관련 시설

연구 내용 을 지원할 것을 합의함

－  2011년에는 국제푸른나무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과 함께 남북 장애인 교육 및 문

화 교류 사업에 대해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합의서를 체결함. 이후 북

한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용품 제공과 훈련 등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기존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분야

의 남북한 협력에서는 지나친 정부 주도형에서 탈피해 남북장애인교류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음

 (노인 분야) 북한의 노인 복지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음.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년로년금’이 있음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으로 구분되나,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 통용되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과 차이가 있음

－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 노인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여 최소한의 

시설을 제공하여 왔으며, 2000년대 초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북한 당국은 노인층을 위한 사회, 경제 및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

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북한의 노인 복지 실상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90년대 경제난으

로 계획경제 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배급제는 사실상 기

능을 상실하였으며, 현재 북한 ‘년로년금’의 수준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

위할 수 없음

－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급여가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간헐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된다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이에 비교적 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건강한 노년 대책을, 도움이 필요한 고령 

노인에게는 재가서비스 지원 등 연령을 구분하여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요구호 북한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지원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장

기적으로는 독거노인 혹은 요구호 노인의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노노케어 등 노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한 남한의 노하우

를 접목하여 체계적인 북한 노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은 북한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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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인구고령화로 농촌과 도시에서 노인층의 비율이 커지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도 노인층이 농촌 거주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  사실상 많은 고령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

나, 보건의료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가 도시로 밀집됨에 따라 도농 간의 격차가 상당

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노인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개입과 더불어 지역 간 격차를 해

소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남북한 교류협력의 목표로 첫째, 남북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

이 필요함

－  이는 노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목

표임. 일회성 지원이나 관심 끌기용 이벤트 형식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해 궁극적

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내기 어려움

－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치나 핵 문제와는 별개로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둘째, 남북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한과 북한의 분단 기간이 70년을 넘어감에 따라, 남북한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에 남북한 교류협력은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 또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

하며 정상국가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측과의 접촉을 내부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뿐 아니라 남한 NGO들도 직접적인 사업을 전개할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분야별로 볼 때 장애인 분야가 가장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더

딜 경우 제3국을 우회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연구 내용

정책 제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Inter-Korean Cooperation on Health and Welfa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연구 책임자: 조성은

공동 연구자: 노법래, 모춘흥, 이주영, 김예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수년간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합의한 전략적 중기계획의 틀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  2010년대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

표(SDGs), 국제인권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2016년 9월 1일 유엔상

주조정관 유엔북한팀과 북한 국가조정위원회 외무성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

획 2017~2021」에 합의한 바 있음

●  정부와 대북 민간 주체들의 남북 교류·협력은 앞으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계획에 따라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SDGs에 조응하는 전략계획 수립이 요청됨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

으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에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

에 대한 입장을 북한 출간 자료(노동신문) 및 유엔 산하기구 보고서를 통해 문헌 

분석하였고, 노동신문(2005년~2018년) 자료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유

엔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봄

－  분석 결과 북한은 유엔을 둘러싸고 상황에 따른 다양한 외교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

었음. 국제사회의 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대내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체체의 강건성이나 내부적 결속을 천명하는 경향을 보임

연구 목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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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유엔을 향해 군사적 행위, 인권 이슈 제기 등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하면서도 유

엔의 공정성을 촉구하고 신뢰 회복을 요청하는 등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함

●   유엔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주로 미국과 일본으로 확인됨

●  이는 북한의 공격적 태도가 유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국제 정세에 맞춰 미국이나 일본

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식량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 또한 높

은 것으로 분석됨. 노동신문 기사에서 유엔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음

－  2010년대 이후 북한이 여성, 아동 등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유엔이 주도하는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국가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

장을 펼치는 것은 향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나가고자 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

고 평가함

－  그러나 분석 결과 이러한 변화의 태도에 비해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중앙통신의 

보도문에서 유엔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비판의 대상으로 언

급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 이러한 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 정치에 기

인한 것으로 보임

●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의 위축과 이에 따른 생활상의 문제를 유엔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북

한 당국의 정치적 책임을 덜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엔을 매개로 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는 단

순히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관계로만 볼 수 없으며, 북한 내 정치 관계까지 고려하여 파악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북한과 유엔의 전략계획 합의 배경 및 전개 과정에 있어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

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정 중심적인 접근

법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도 나름대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UNSF 2017-2021 합의 사례를 통해 확인함

－  uNSF 2017-2021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개발협력정책을 연계하여 작성된 

북한과 유엔 간 협력로드맵으로 SDGs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이를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uNSF 2017-2021은 기존의 유엔의 대북 사업과 북한 인권정책이 압박 위주의 

과다한 조치에서 벗어나 북한 정부와 유엔북한팀이 상호 합의하에 북한에서 진행

될 유엔의 활동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연구 내용 ●   특히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북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엔 대북 사업의 원칙과 

가치, 표준, 노하우를 전수하는 로드맵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이는  유엔의 개발협력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원국으로서 북한이 개발협력에 적극

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 스스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 및 식량안보, 그

리고 열악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북한과 유엔이 합의한 UNSF 2017-2021과 조응하여 남북 교류·협력에서도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등 취약집단의 기아 및 영양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긴

급한 인도적 지원·협력과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북한 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함께 모색해야 함

－  보건복지 분야 남북 교류·협력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SDG3의 세부 목표 중 하

나인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촉진하는 방향의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함. 보편적 건강보장은 주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해당하는 것이자 북한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상 건강권 실현 의무로

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함

●  이 같은 보편적 인권규범과 개발목표에 근거해, 보건의료 부문의 교류·협력에서 북한 정부의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사회의 자체 건강 증진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 보다 강조

점을 띠어야 함

●  북한 정부 역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개발협력을 요청하는 만큼, 보건 분야의 물적 토대를 개

선하는 사업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므로 보건복지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봄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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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연구

Fiscal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n Welfare state

연구 책임자: 고혜진

공동 연구자: 최요한

 이 글은 복지 지출 증가와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 역

량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한 복지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 확대와 통

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공의 노력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추

진하려면 재정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음. 따라서 가용 재원의 규모를 파악할 필

요가 있음

－  물론 자원 측면보다는 남북한 통합 상황에서 어떤 복지 욕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다만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명

되어 온 자원 조달 능력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임

－  이 보고서는 남북한 통합 비용이 아니라,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 상태가 복지 지출과 

남북한 통합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즉 남한 복지국가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남한 복지국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여 지금까지의 재정 운용 상황을 유지하더

라도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남한 복지국가는 현재(2015년)의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93% 수준의 채무를 견딜 수 있으며(채무 한계), 2015년 기준 국가 채무

가 GDp 대비 37.9% 그쳐 재정 여력이 GDp 대비 약 360%로 상당히 많은 편임

－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분석 대상국들 역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남

북한 통합 국면과 관련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체제 전환국들, 비셰그라드 4개국(슬

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과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도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모든 체제 전환 복지국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수시) 2019-06 수 있음. 물론 이 결과만으로 남북한 통합 이후에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낙관할 수는 없는데, 체제 전환 이후에 우호적 거시경제 상황만을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임

 특히 남한은 비교 대상국 중에서 채무 한계는 18위이지만 채무 한계와 현재

(2015년) 국채 규모 간 차이인 재정 여력의 순위가 8위로 상당히 높은 점이 특

징적임. 남한이 OECD 평균(79.1%)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37.9%)으로 국

가 채무를 관리해 온 데서 기인한 바가 큼

－  물론 분석 기간이 2015년까지로 한정되어 최근의 복지 지출 및 국가 채무 증가세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한 복지국가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우려

할 수준은 아님. 이보다 더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남한 복지국가

가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오히려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걱정

이 다소 지나친 점도 없지 않아 보임

－  이는 일본은 채무 한계가 GDp 대비 411% 수준으로 비교 대상국 중 상위에 속하나, 

현재(2015년)의 채무 비중 자체가 상당히 커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과 대

비되는 지점임. 이상의 결과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가 채무가 과도해지지 않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우려와는 달리, 북한의 인구 구조 및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더라도 남한 복지

국가의 재정 여력이 대체로 GDP 대비 150%를 넘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

보할 수 있는 상태임이 확인됨. 따라서 남한 복지국가는 상당히 건강한 재정 상

태로 판단됨

－  특히 가상 상황 1은 독일 통일 이후 재정 상황을 적용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남한은 

현재(2015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채무 수준에서도 GDp 대비 250% 이상의 재

정 여력이 확보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함

－  독일 통일 직후의 국채 및 이자율 증가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남한 복지국가는 충분

한 수준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적어도 장기적인 차원의 재정 문제로 이어지

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남한 복지국가가 남북한 통합 상황을 가정할 때 축소되는 재정 여력의 규모를 

구체화한 것임. 남북한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관찰된 장기 이자율을 적용해 도

출한 남한(단독) 복지국가의 재정 여력과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도출된 재정 여

력의 차이임

－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비용 충당으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와 그에 따른 이자율 급

등을 감안하면 북한 통합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축소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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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복지 지출 증가 추세를 포함한 현재(2015년 기준)의 재정 운

용 기조하에서 남북한 통합을 가정하더라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훼손을 우려할 만

한 상황은 아님. 재정 여력이 축소되어도 채무 한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임

－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국가 채무 수준이 현재(2015년 기준)의 1.9배 수준

일 때 외환위기 정도의 경기 침체에 당면한다면 재정 여력이 급격히 축소되어 재정

적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음. 이 경우에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상 재정 여력이 0에 가까운 상황에 이름

－  다만 갑작스럽게 이러한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음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 상태는 상당히 강건해서, 남북한 통합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남한 복지국가는 2015년 이후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더

라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증가세보다 극단적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을 가정한 분석 결과에서도 남한 복지국가가 재정

적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독일 통일 경험을 대입하더라도 남한 복지국가가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

으므로, 남북한 통합 상황에서 초래될 재정적 위험을 과장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

가 있음

다만,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는 북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

약과 남과 북이 통제할 수 없는 국가 간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재정 부

담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남북한의 호혜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

을 줄여 가는 노력이 요구됨

－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한 양국 간의 이해가 증진되면 통합 상황에서 초

래될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재정 부담 

수준이 변화하지는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  무엇보다 꾸준한 남북 교류·협력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은 향후 남북한 통합 추진 과

정에서 소요되는 사회보장 비용을 일정 부분 줄이는 데 유용한 전략이 될 것임

연구 내용

정책 제언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 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Asia 
: On Cases of Selected South Asian Countries

연구 책임자: 노대명

공동 연구자: 류정희,권순만,이지은,Yagati Chinna Rao,Santosh Kumar Ranjan,임지영

 이 연구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많은 영

향을 끼쳐 온 서구 중심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후발 복지국가의 사

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그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

는 목적을 지님 

－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와 상이한 사회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 사회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탐색

 2015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국가별·주제별 연구 실시

－ 2015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소득보장체계 연구 수행

－ 2016년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과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를 분석

－ 2017년 일본, 대만,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연구 수행

－  2018년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의 노인빈곤 실태와 이를 보장하

기 위한 사회보장보장체계에 대하여 국제비교연구 실시

－  2019년 남아시아 7개국에 대한 개괄적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영토, 경제, 사회적)를 보이는 인도에 대해 심층적 연구 수행

 남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특수성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제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보장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에서 개혁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해보고자 함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일반)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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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남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경제적 발전 

경험. 이와 더불어 인구증가율의 완만한 감소, 합계출산율의 하락, 기대여명의 

상승에 따른 고령화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의 인구성장과 함께 경제성장이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높음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구 규모는 줄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노동자의 해외·국내 이주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

 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저발전 

상태임. 이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 관련이 있음

－  공식부문의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신분제도와 종교 등의 영

향도 배제할 수 없음. 그리고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과 비공식부문 노동자 배제라는 양극화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국제-국내적 배경에서 

갈림길에 위치해 있음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인구와 영토, 경제적 규모를 보이고,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특성과 사회보장제도를 심층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도의 사회구조적 특징

●  인도 사회는 아직 카스트 제도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뿌리 깊은 잔재로 남아 있음. 이를 할당제(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음

●  할당제는 정치와 고용,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제도로 적극적 우대정책으로 볼 수 있으

며, 이 제도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함

●  그럼에도 인도 사회가 곧 카스트 사회라는 인식은 아직 지배적이며, 실제로 카스트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황임

－ 인도의 사회보장정책

●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수년 사이 놀라운 수준의 양적-질적 변화를 보임

●  인도 사회가 기존의 낡은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잔존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빠른 경제성장과 선거 경쟁을 통한 정권교체의 전통, 교

육과 고용 시스템의 정비 노력,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 시도 등을 통해 사

회가 발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또한 확인됨

●  세부적으로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보면, 서구 복지국가처럼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

니나 일종의 자립 촉진을 위한 각종 고용 연계형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통합,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 강화,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정비, 

소득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기본소득 등의 대안적 프로그램에 대한 전향적 판단 등은 주

목할 만한 대목임

－ 인도의 보건의료정책

●  인도의 보건의료제도는 꾸준한 진전이 있어 왔지만, 의료비의 대부분을 가구가 직접 부담하

여 재난적 의료비나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비율이 높았고, 소득계층별, 주별로 의료이용 격차

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부문에 투자하는 공적 자원의 양이 매우 적은 것

과 관련이 있음

●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센터를 설립·확대하고 빈곤 및 취약계층 5

억여 명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험료를 지불하는 pM-JAY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포괄범위는 

아직 전체 인구의 40%에 불과하여 거대한 사각지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인도의 아동복지정책

●  법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과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아동이 보호되는 정도는 매우 

간극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 증액,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체계 

강화, 아동을 위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부처 간 통합이 필요함

 국제비교연구의 정책적 함의

－ 비서구권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이해할 단서를 발견

●  남아시아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아직 발달하지 못 한 이유는 체제경쟁과 종교·인종간 갈등과 전

쟁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낮고 신분과 계급 간 갈등이 중첩되며 사회보

장제도의 개혁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제약하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하나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과 개혁으로 이

끌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비서구권 국가의 ‘산업화 없는 탈산업화’의 영향

●  탈산업화가 저발전국가에서 비공식부문의 잔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남아시아 국가들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비공식부문의 거대한 규모를 통해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음. 비공식부문

의 규모는 사회보장시스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남아시아 국가에

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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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함의

－ 인도 사회의 빠른 변화속도와 더불어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도 양적·질적 변화 경험 

●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 강화, 달리트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명시적 보호, 빈곤

층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등

●  인도 보건의료정책은 pM-JAY라는 정책을 도입하여,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큰 변화를 보임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lected Countries

연구 책임자: 주보혜

공동 연구자: 임정미, 노법래, 신영규, 임새아, 정희선

 기존 연구에서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관련 정책은 대표 아젠다 또는 캠페인 활

동 소개 차원에서 다뤄지는 등 선언적 의미 파악 또는 사례소개 위주로 이루어

짐. 또한 전반적인 국제사회 고령화 대응의 경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조

명되었고, 개별국가의 고령사회 대응 또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맥락성 속에서 

다뤄지지 않음

 본 연구는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공동대응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최신동향을 

점검하고자 함. 나아가 국제기구에서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요 선

험국가의 고령사회대응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고령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된 논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특

히 시기에 따라 대응 전략의 핵심사항과 그 추세를 근거기반 접근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나아가 국제기구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생산된 고

령사회 대응 전략이 개별국가에 적용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시대적 과제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국제기구별로 고령사회 대응 관련 대표적 공식 문헌 분석

● 정부 간행물, 정책보고서, 연구논문, 언론보도 등 활용

－ 고령사회 대응 관련 공식문서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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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키워드분석,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으로 순으로 진행되며, 국제

사회의 고령화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시계열로 파악하고자 함

－ 해외 사례 연구

●  고령화 대응의 선험 국가들 중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국가를 사례로 선정

하여 분석하고자 함(독일, 일본, 핀란드)

● 현지 집필진(핀란드, 일본)을 구성: 자료의 접근성 확보와 최신 경향 반영

－ 전문가 자문회의

●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대응과 주요 선험국의 대응 방안 및 정책 결과 논의

●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국의 고령사회 대응 방안의 한국 적용 가능성 검토

 국제기구 문헌 분석

－ 국제기구 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내용

● 사회 각 영역에서 노인의 적극적 역할과 특히 고용시장 통합 추구

●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주문: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기,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사적노후 대비 강조 등

● 노동기간 연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중고령자 재교육, 보충교육 확대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효과성 확보와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로 치

매로 대표되는 노인성질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성장전략에 ‘절대 빈곤층 감축’, ‘포용적 성장’, ‘수직적·수평적 세대간의 정의’ 등의 사회적 연

대성의 가치 강조

● 개인과 사회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초고령 사회 대응의 핵심적 방향

 국제기구 문헌 텍스트 마이닝 분석

－ 시기별 키워드 분석

● 1990년, 2000년대는 주로 연금 및 연금 개혁과 관련된 단어가 키워드로 포착됨

●  2010년대부터는 연금관련 키워드와 별개로 노인 건강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주제어가 새롭

게 등장함. 고령화의 심화와 기대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료,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

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

－ 시기별 토픽 구성

연구 내용 ●  총량적 수준에서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관련 전략이 보고서의 전체적인 양과 주제의 종류 양 

측면에서 꾸준하게 증가해 옴

●  내용적 측면에서는 1980년대의 잠재기, 1990년대의 본격적인 고령 사회 대응 활성화기, 

2000년대의 논의의 다원화기, 2010년대의 돌봄 정책 강조기로 대응 전략이 변천되어 옴

● 토픽은 크게 연금, 의료·장기요양, 고령자고용으로 분류 가능

 주요 선험국가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석

－ 주요 선험국가 분석의 틀

●  인구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기책임성 강화’, ‘사회적 연대 강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아래의 내용을 분석함

<표 1> 선험국가 분석 내용

노후소득보장 고용 의료·장기요양

분석 내용

-  재정 안정화 전략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자동안정화 조치)

- 사적 노후 대비 확대 정책

- 사각지대 해소 전략

-  중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 
(수요, 공급 유인)

- 중고령자 직업 역량강화

-  고령자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  재정 안정화 전략                
(보험료율, 자기부담금 조정)

-  개인적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 확대

－ 노후소득보장정책

●  연금재정안정화 방안: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치: 독일, 일본, 핀란드 모두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조기연금수급에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상승

이 불가피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독일: 지속가능성 계수, 일본: 거시경

제슬라이스, 핀란드: 기대수명계수)

● 사적 연금 확대: 개인연금, 기업연금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독일, 일본)

●  사각지대 해소 노력, 비근로 인정요소 등 보장성 강화: 양육크레디트, 수발크레디트, 실업크

레디트 등

－ 고용정책

●  노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 패키지 개발: 핀란드: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FINpAW)(1998-2002), 독일: Initiative 50plus(2007)

● 일본은 법적 체계를 갖추어 고령자 고용확대를 지원해 옴

●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일본 - ‘고연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함,                                                        :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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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정책 제언

:  핀란드 - 민관과 노사가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장생활 개선을 

위한 전략을 개발

－ 의료·장기요양정책

●  예방강화노력: 독일-2016년 예방법 제정                               

                       일본-개호보험개혁,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하고 행동변화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자기부담금, 보험료 인상

●  지역사회연속적 거주 체계적 지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일본), 커뮤니티케어(핀란드), ‘최대한 

내 집에 오래 머물기’ 프로젝트(독일)

●  치매지원강화: 전 국가적 치매프로젝트(독일, 핀란드, 일본): 치매환자와 가족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 지원사회 전반의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지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소결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개인차원과 사회차원의 역할이 모두 확대되는 경향 확인

－  주요 선험국가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에 가입자와 수급

자가 부담과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함

－  인구고령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은 고령자 고용확대의 기회이자 도전이 되는 변화

임.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 수요와 공급 측에 모두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노

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중·고령자 고용확대를 위

해 업무수행과 함께 학습 및 훈련이 연동되는 모델이 추진되고 있음

－  의료·장기요양정책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여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 예방 중시, 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등. 

최대한 시설요양을 지양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노후소득보장정책

－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과 실효성있는 정년연장 방안 마련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양육크레디트, 돌봄크레디트를 도입

고용정책

－ 고령노동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개발

－ 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고용, 교육 정책 개편

－ 노동환경과 노동의 질 개선하고,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

－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의료·장기요양정책

－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의 제도 개편

－ 커뮤니티케어 모델 정착

－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보상 확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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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

Long-Term Trends of Lowest-Low Fertility in East Asia:
Transition in Marital and Fertility Behavior

연구 책임자: 신윤정

공동 연구자: 장인수, 문승현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위협 요인이 대두되고 있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추진해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출

산 영향 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음

 본 연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

나고 있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음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대두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출산율 변동에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비교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위한 분석 도구의 

개발 그리고 정책 효과성의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유럽의 출산율은 출산율 지형

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였던 국가와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을 보

이던 국가로 양분되었던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예상치 못했던 출산율 하락과 출산율 

상승으로 인하여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의 출산율 격차를 설명하였

던 가족 정책, 일과 가족 생활 균형, 양성 평등 이외에 글로벌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

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98명 수준을 보였던 노르웨이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56명 수준으

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음.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자녀에 대한 선호가 바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10-01 뀌고 있으며, 가족 정책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의 출산 실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유럽국가들

이 서유럽 국가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의 변동

이 클수록 출산 의향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복지 국가의 개입 정도

가 출산 의향의 이행과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불확실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

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아시아 국가의 최근 출산율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일본, 대만의 출산율 변

화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출

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계층별 출산율 격차는 감소하였음. 고학력과 전문직 여성

의 출산율이 저학력이나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

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음

－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5명으로 한국과 대만보다 높고 최근 들어 합

계 출산율과 초혼율 모두 상승하고 있음. 최근 일본에서는 더 이상 결혼을 미루는 사

회적 분위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최근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 상승은 출산량의 증

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대만에서 교육 수준별 출산율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고 무자녀율은 젊은 코호트에서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취약 계층

의 권한과 일과 가정 생활을 도모하는 정책이 혼인율의 감소세를 역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부재하여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출산 의사 결

정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출산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정책을 개

발함에 있어 어떤 국가적인 맥락 하에서 무슨 정책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상황임 

－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을 저출산에 대응하려는 정책으로 도입하

고 있는데 외국의 제도를 토대로 자국의 인구학적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심 지역

의 인구학적 미래에 실제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나 출산 결정에 미친 동기를 묻는 설문 문항을 마

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 행위에 관련된 사안

들에 대한 개인들의 관점과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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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요인일 수 있음.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

는 저출산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서 저출

산에 대한 설명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도구와 분석 방법의 개발

이 필요하며 출산을 둘러싸고 변해가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출산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것

이 요청되고 있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출산

율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

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타겟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임

정책 제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비교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Services Labor Market : 
Focusing on Care Services

연구 책임자: 김윤영

공동 연구자: 이한나, 이성희, 민인식, 최영준, 조영림, 이창문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중숙련 일자리

가 줄어들고 고숙련과 저숙련 일자리가 증가하는 형태이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는 대체로 저숙련 일자리가 많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는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저숙련/낮은 

급여의 일자리가 된다면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함

 이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저숙련을 넘어선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

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저숙련 이상 일자리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일자리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

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

리 확대 등에 정책 방향이 모여 있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기반한 비교 

관점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분석은 미흡한 현실임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지만, 질에 대한 우려가 상

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당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준과 그 수준을 높이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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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를 경험한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사회서비스 일

자리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 또는 일반화가 가능한지,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어

떠한 차이가 있고, 왜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함

－  임금 수준을 핵심으로 성별, 근로형태 등을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준을 진단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준을 결

정지은 원인을 추정함

－  관련 선행연구들과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복지레짐에 따른 국가 유형별 특징을 논의하고 인적자본 이론, 페미니스트 이론, 사회단절이론 

등을 검토하면서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봄

●  이를 토대로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자 괜찮은(decent) 일자리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근로소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델을 도출함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Luxembourg Income 

Study(LIS) 데이터를 사용함

－  lIS 데이터는 50여 개국의 가구와 가구원 레벨에서 조사된 미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50여 개국은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

쳐 1967~2018년 최대 50여 년에 걸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본 연구에서는 복지레짐을 conservative, liberal, east asia, social democracy, 

southern-europe 등의 5가지로 구분하여 OeCD 주요 16개국을 분석하였고, 

조사연도를 Wave 6(2001~2004)과 Wave 9(2011-2013)를 선택하고 국가별 

Wave에서 1개 연도씩 총 2개 연도를 선택하여 분석함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산업의 근로소득 결정 요인이 복지레짐별 차이보다는 같

은 레짐 안에서의 국가 간 차이가 더 명료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산업 근로자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고용 형태(시간제 혹은 전일제)가 

복지레짐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민자에 

대한 상대적인 저임금과 혼인 여부에 따른 임금 차이, 종사자의 고용 영역(민간 혹은 

공공),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직종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근로소득의 차이는 복지

레짐에 따른 차이보다 국가 간 상이하게 나타남

－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소득 결정 요인은 복지레짐에 기반하기

보다 젠더화된 노동시장과 임금 시장의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시

장에 기반하는 만큼 각 국가의 제도적 지원 장치에 따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임

금 수준과 고용 계약의 차이 등 국가 간 차이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국가 간 상대적인 임금 차이를 비교해 보고 그러한 차이를 불러오는 제도적 장

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주민 변수와 고용 형태(전일제 대 시간제), 그리고 

종사자의 고용 영역(민간 대 공공)에 따른 각 국가 간 근로소득에 대한 통계적 의미

의 차이는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계약과 최저임금의 향상 등 제도적 

장치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금 보여 주고 있음

－  이는 대다수 민영화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관찰될 

수 있는 노조 형성 등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장치가 요구된다는 점

을 뒷받침함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결국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의 전문

성 강화가 실제적인 근로소득을 증가시킴으로 분석됨

－  이는 결국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실제적인 근로소득을 증가시킨다

고 할 수 있음

 이주민 변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논의들과 다르지 않게 명확한 통계적인 의미

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회서비스 산업 영역에서 사

민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주민일 

경우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공공행정이나 교육 그리

고 보건 일자리에 비해 반드시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실제 국가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나 근로 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함

－  이는 교육 수준, 연령, 숙련 수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보건/교육/공공행정 일자리와 큰 차이가 없는 임금 

수준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연구 핵심 내용임

연구 내용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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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가 주는 함의는 교육과 숙련의 연계성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사회서

비스가 중숙련 이상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일정 정도의 의학적 지식이나 치매 노인 또는 돌봄을 거부하는 노인들을 쉽게 설득

할 수 있는 경험 등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도 충분히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숙련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정규교육이나 경험 연수에 따라 경력이 상승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임 

 국가 간 비교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숙련과 교육 수준을 통한 숙련 향상이 반영

된 수가체계와 임금체계가 필요함

－  숙련 향상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숙련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에 맞게 수가체계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명목적으로 대학을 가기보다는 숙련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학하며, 교육과 숙련이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비교적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숙련 과정이 탄탄하

지 못한 사회서비스 직종에 대해 전문학교, 전문 기술 과정 등을 통해 전문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 생활 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s-Focused 
on Yanbian, China

연구 책임자: 노대명

공동 연구자: 박광준, 김경학,김수성,김판준,김현경, 고혜진, 류정희, 박우, 심만근, 안명철, 안화선,        

                  오세영, 오영란, 윤인진, 이규용, 이성춘, 이인자, 임영언, 조성은, 최문향, 조보배

 이 연구는 향후 재외동포에 대한 다년간의 지속적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년

간의 재외동포 연구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후 후속 연구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외동포의 국내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재

외동포 수가 증가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라 다양한 정책

이 생겨남

－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책 전반의 방향성이

나 재외동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발전하지 못함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각국 재외동포의 생활세계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한국에서의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들이 

떠나온 국가에서의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그러나 현실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취약함

－  2017년 현재 재외동포의 규모는 약 7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주된 재외

동포 거주 지역은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남아시아 등이며, 중남미와 캐나다 등에도 

대략 10만~30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재외동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음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수시) 2019-14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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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이에 각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

하고, 이들의 생활세계를 연구하는 공통의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임

－  이를 통해 재외동포 대상 사회정책적 그리고 비공식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데 필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 연구 보고서는 ‘재외동포 생활 실태에 대한 기초 연구’로 다음과 같은 내용

을 다루고 있음

 첫째,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과 정책의 역사 등을 다루는 이론적 검토 부분임

－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에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다양한 집단

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의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음. 이 점에서 재외동포 

개념이 갖는 함의와 제약에 대해 살펴봄

 둘째, 각국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외국 사례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듦. 상이한 역

사적 경로와 현재의 쟁점이 상이하기 때문임

－  하지만 각 국가의 정책이 가정하는 원칙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음. 이에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중요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일본, 중

국, 인도의 정책 사례를 연구함

 셋째, 재외동포 생활 실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함

－  분석틀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가 경험하고 있는 두 개의 생활세계(거주국과 모국)를 

연계하는 방식임

－  향후 재외동포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에 있어 어떠한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어떠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어떠한 국제 네트워크를 매개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

－  이 분석틀에서는 해당국 재외동포의 생활세계(생산과 재생산의 체계)를 개념화하고, 

인구와 가족, 교육과 노동 그리고 소득, 사회통합과 계층, 한국과의 교류협력, 한국

에서의 생활 실태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음

 넷째, ‘사례 연구’로 ‘중국’을 중심으로 연변 지역 재외동포의 생활 실태와 빈곤 

문제, 국내 중국동포의 생활 실태를 다룸

연구 목적 －  중국의 부빈정책과 연변 지역의 생활 실태, 국내 중국동포의 생활 실태를 각각 독립

된 장으로 구성함

－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부빈정책 및 쟁점을 설명하고, 중구 동북 지역(혹은 지린

성 혹은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과 빈곤 그리고 그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 살

펴보았음

●  이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의 빈곤 문제, 유수노인과 유수아동의 빈곤과 소외 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음

－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에 관하여 인구 구성, 고령화, 계층화, 빈곤, 여성 

노동자, 청소년 사회적응 등 이들의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았음

 재외동포의 생활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들의 현지

와 국내에서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파일

럿 스터디라는 점에서 아직 정책 제안을 하기는 이름

－  그럼에도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의 노동과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첫째, 국제 인구 이동의 맥락에서 본다면 재외동포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

국에 입국하고 노동하며 생활하는 것에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과 생활 보장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동의 경제활동이나 생활과 관련해 사회정책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한 

원칙 수립을 필요함

－  국내에 입국한 재외동포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노

동과 사회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업과 질병, 그리고 산재 등의 다양한 위험에 대

해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사회권 보장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더불어 재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주거 보장 등에 대해서도 정책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

－  점진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노동하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해 기초 생

활 보장제도나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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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재외동포들의 현지에서의 경제활동과 생활 실태를 안정성과 재생산의 측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재외동포들은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끝으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제반 정책, 특히 사회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

외동포들의 현지 생활과 국내 생활을 ‘순환 관계의 맥락에서’ 연구하는 장기 계

획 수립이 필요함

－ 기존 재외동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먼저 현지에서의 노동과 생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현지 정

부의 소수민족 정책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

일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각국 재외동포들의 생활 실태를 다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추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정책 제언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A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Study of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Ⅱ) :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연구 책임자: 인구정책연구실

공동 연구자: Andrew Mason, Sang-Hyop Lee, Choel-Kon Park, Naohiro Ogawa, Jože Sambt, 
Tanja Istenič, Gretchen Donehower, G. Abio, G.Michailidis, C. Patxot, G. Souto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영향, 정책 대

응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검토하고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주제를 모색하여 국

가 비교 연구 및 각 국가별 정책 대응방안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비교 대상국가: 미국, eu가입국, 일본, 중국 등

－ 연구 주제: 건강과 은퇴, 치매, 경제활동, 무급가사활동, 세대간 공공이전 등

건강과 은퇴: 한국, 중국, 미국의 비교연구

－  미국은 건강증진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잠재노동력 규모가 큰 반면, 한국은 그 여지가 

작은 편임

－ 미국과 달리, 한국 및 중국의 고령층은 청년층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 낮음

일본의 ‘신오렌지정책’과 고령자의 인지능력의 변화

－ 일본의 치매 대응 정책의 도입과 변화 분석

● 일본의 치매환자는 2012년 46만 명에서 2030년 7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5년 도입한 신오렌지정책(New Orange plan)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봄

－ 일본 치매환자 수의 장기 전망

● 50~79세 일본인의 인지기능 등에 관한 미시자료 활용

●  치매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 환자의  변화를 

이용한 예측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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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국의 인구고령화와 연령집단별 경제활동 현황 비교

－  eu 가입국 중 25개국의 NtA를 통합한  “AGeNtA”를 이용하여, 세대간의 소득, 

소비, 저축, 이전 등을 살펴봄

●  그리스, 루마니아의 경우 생애주기적자에서 생애주기흑자로 전환되는(노동소득이 소비수준 이

하로 낮아지는) 연령이 54세인 반면, 스웨덴은 약 64세임

●  고령자의 소비재원의 국가별 차이가 확인되며, 영국의 경우 저축, 에스토니아와 오스트리아는 

공공이전임. 즉 고령화진전에 따른 영국의 재정지속가능성 문제는 크지 않은 편임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규모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  무급가사노동의 생산,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 NttA)을 소개하고, 실증적으로 적용

●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태국, 인도, 베트남, 몽골,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결과를 통해 성별 비교, 국가별 비교 실시

－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을 통합한 총경제에서 성별 및 연령별 경제적 자원배분 분석

세대 간 공공이전의 정치학적 지속가능성

－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년층(교육 등)과 노년층(연금 등)의 세대 간 자원 재배분-

세대 간 공공이전-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정치적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동일하지 않음

●  세대간 공공이전이 발달되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된 국가는 연금과 교육제도의 조인트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됨. 이러한 시스템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음

고령근로자 대상 노동정책은 생산성에 따른 이원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한국의 

경우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가 정

년연장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생산성이 높은 고령근로자 대상 생산성 증진을 위한 재교육 강화, 생산성이 낮은 고

령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 확대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세대(postwar baby-boomer)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0년 초반에 치매환자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정교한 전망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를 높

이는 것이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는 유급노동뿐만 아니라 무급가사

노동도 함께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살린 개혁이 보다 유용함

정책 제언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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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search and Data Construction 
on Social Protection Program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연구 책임자: 정홍원, 김현경

공동 연구자: 노대명, 김현진, 임지영

한국 사회보장 정책성과의 국제화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성과를 해외, 특히 OeCD, IlO, WHO 등 국제기구에 적극

적으로 홍보할 필요성 증가

국내 사회보장 정책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국내 사회보장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 간 학술교류를 강화하여 정책연구 수준을 제고

하는 토대를 마련

외국 사회보장정책의 동향파악 및 현안분석

－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해외 각국의 사회보장정책 동향을 신속

하게 분석하여 전파

사회보장정책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

글로벌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 정책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  (국제콘퍼런스 개최) : 해외 사회보장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콘퍼런스를 

국내 및 해외 현지에서 개최하며, 정례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공고화

－  (영문 워킹페이퍼 발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영문화하고, 아시아 각국

의 사회보장 전문가의 최근 연구성과를 발간하여 아시안 허브를 구축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07 －  (글로벌 사회보장정책 및 전문가 DB 구축) : 글로벌 사회보장정책, 특히 아시아 각국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DB 및 관련 전문가 DB를 구축

2019년 정책현안에 대한 국제콘퍼런스 개최

－  (추진 방향) 각국의 권위 있는 사회보장정책 전문가와의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및 지역 정책현안에 대한 국제콘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

－  (정례콘퍼런스 1)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연간 1~2회의 정례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제3차 정례콘퍼런스: 2019년 5월 23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고령화의 미래: 이민과 돌봄노동”

의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돌봄노동에 관한 현안 논의

－  (정례콘퍼런스 2) 중국 사회과학원 및 민정부 사회정책센터 등과 정례콘퍼런스 개

최하고 있음

●  제6차 아시아 사회정책 콘퍼런스: 2019년 5월 8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여 노인보호체계에 

대해 논의함

●  제7차 아시아 사회정책 콘퍼런스: 2019년 9월 23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제6차 콘퍼런스에 이

어 양국의 노인보호체계에 대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논의 진행

－  (전략적 콘퍼런스) 글로벌 사회보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9년에는 전략적으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사회보장 전문연구기관과 국제콘퍼런스 개최

●  제19차 글로벌 사회보장 포럼: 2019년 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일본, 대만, 베트남, 태

국,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사회정책 논의

●  제20차 글로벌 사회보장 포럼: 2019년 3월 14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조선 왕조의 빈곤정책 

중국 일본과 어떻게 달랐나”를 주제로 동아시아 빈곤정책역사의 비교

●  제21차 글로벌 사회보장 포럼: 2019년 8월 14일 세종에서 개최하여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

로 많고 영토가 넓은 인도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적 특성 논의. 특히 다양성이 

높은 인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인도의 식민지 경험과 신분제가 보여주는 분절성 논의

●  제22차 글로벌 사회보장 포럼: 2019년 9월 10일 서울에서 개최. 2019년 5월 9일 중국사회

보장학회와 맺은 MOu에 근거하여 개최한 포럼으로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장의 큰 틀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비전 논의

●  제23차 글로벌 사호보장 포럼: 2019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영국과 브라질 연구진을 초청하여 개

최. 영국과 브라질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근래에 이루어진 나라로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인 빈곤

정책 역시 그 개편에 포함되어 있음. 두 국가의 빈곤정책인 universal Credit(영국)과 Bolsa Familia 

(브라질) 개편에 대한 경험을 한국에 주요 근거로 삼고, 세 국가의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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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전략) 중장기적으로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국

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례화하는 전략을 추진

－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빈곤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개최한 국

제 콘퍼런스로 본원,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야마나시현 대학과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자가 연구한 각국의 빈곤 문제 논의

●  제5차 한중일 빈곤 콘퍼런스: 2019년 6월 1일 일본에서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수록한 발간물

에 대해 연구의 전체 구성과 각 집필자의 핵심 내용 발표

●  제6차 한중일 빈곤 콘퍼런스: 2019년 11월 9일 중국에서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수록한 발간

물을 각국 언어로 초안 발표

아시아지역 사회보장정책네트워크의 허브 구축

－  (추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 사회보장 정책연구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아시아 사회보장정책연구의 허브를 구축

－  (중장기 전략) 한국이 아시아 지역 사회보장연구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

시아 각국의 사회보장 전문가의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

글로벌(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및 전문가 DB 구축

－  (추진방향) 글로벌 사회정책,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정책 관련 DB를 구축하여, 

국내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비교를 위한 기반을 조성

－  (글로벌 사회보장정책 DB 구축) 글로벌,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 및 사회

보장정책 관련 정책성과를 축적하여 연구기반을 다지는 정책연구 DB 구축

－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DB 구축) 글로벌 사회보장정책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전문가 DB를 구축

국제콘퍼런스 개최 및 국제협동연구의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을 배가시키고, 국내의 정책성과 및 연구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효과 예상

－  이러한 국제화사업은 아시아 각국 전문가와의 국제협동연구와 비평을 활성화시킴으

로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보장정책 전문가들의 연구역량 제고

－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연구네트워크를 주

도하고, 한국 정책연구자들이 국제기구 및 국제학술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영향력을 강화 기회 제공

연구 내용 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의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의 올바른 평가를 유도하는 데 기여

－  아시아 각국의 사회정책 전문가와의 교류는 한국 사회보장정책의 지난 이십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한 외국과 국제기구의 객관적 평가를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  한국이나 아시아 각국의 제반 여건과 무관하게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가해지는 국제

기구 등 외부의 단편적 평가를 제어하는 역할 또한 기대

정책 제언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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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Analysis of Household Useable Income After Essential 
Expenditure

연구 책임자: 김기태

공동 연구자: 정은희, 이주미, 최준영, 이병재, 박은정, 송지원

한국 가계의 고비용 구조 현황 및 원인 분석

－  국가 통계 및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비용이 실제 가계 지출에 부

담을 주는 정도를 파악함

－  가계의 실질 소득액을 보는 지표인 ‘조정 가처분 소득’이 본 연구 취지인 필수 고정 

비용을 뺀 ‘실질 소비 여력’을 보이기에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 취

지에 맞은 소득 지표인 가용소득 지표를 개발

가용소득 기준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 및 한국의 지표 변화 양상 분석

－  주거, 의료, 교육비를 제외한 ‘가계소비여력’ 지표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을 비교 분석

－  복지패널 등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가계소비여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 이를테면,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소득이 늘었을지라도, 주거비, 의료

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 ‘가계소비여력’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연구 분석 시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핵심 생계비를 제외한 대안적 소득 개념인 가용소득의 

개념을 제안

－  가처분소득, 재량소득 등의 기존 개념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측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09~2017년 한국의 주거·의료·교육 분야의 핵

심생계비 수준을 확인하고, 가처분소득에서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수준을 분석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15 －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과 가용

소득 수준을 비교함

 한국 복지패널 분석을 통해 국내의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전체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 가구의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비율이 다른 가

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단독 가구의 주거비 지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했으나 의료비 지출은 낮았음

－  주택 소유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자가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절대금액이 임차 

가구보다 높았음

－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인 1, 2분위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와 의료비의 비율이 

높았고, 4, 5분위는 주택 관련 부채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다른 복지국가 가운데 각각 자유주의

형, 보수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으로 분류되는 미국, 독일, 스웨덴과 이웃 나라 

일본의 핵심생계비 지출 및 가용소득 수준을 분석

－  한국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은 거의 모든 가구 유형 및 분위에서 비

교 대상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림. 5개국의 가용소득 비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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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의 주거비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밝힘

 한국 가구의 가용소득 수준이 높은 이유가 주로 주거비 부담이 낮기 때문이었음

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아래와 같이 제시함

－  한국의 전세제도가 가구의 월세 부담을 낮춤

－   한국의 주택가격은 선진국 중에서는 중위권 수준에 속함. 2010년 이후 다른 복지국

가들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컸던 점에 견주면 상대적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음

－ 한국의 임대료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임

－ 전기료 등의 공과금은 한국이 상당히 낮음

 위와 같은 분석에 근거해서,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정책 제언을 시도함

-  한국은 다른 복지들과 견줬을 때,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음. ‘재난’ 수준의 의료비 부

담은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약 3%의 빈곤층을 제외하면 저분위로 갈수록 높게 나

타남. 저소득계층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및 상병수당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한국은 가구의 교육비 부담 수준 역시 높음.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공교육의 질 문제

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분야의 공적 지출 확대를 통한 가

계 부담 완화가 필요

-  한국의 노인 가구, 특히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가구 유형에서 가용소득 비율이 다른 복지국가보다 높았지만, 유일한 예외

가 노인 단독 가구. 노인 단독 가구는 전세의 월세 환산액을 반영할 경우 가용소득 비

율이 6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저소득층의 가용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국의 1분위는 다른 복지국가의 1분위

에 견줘 상대적으로 가용소득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을 높이고, 동시에 이들의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소득의 분배 및 재

분배 수준을 높일 필요 있음

-  한국의 분배 수준을 확인할 때, 흔히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배 지표를 확인하는 경

향이 있음.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가구의 핵심적인 생계비를 제외

한 소득 수준, 즉 가용소득 역시 정책적인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제시함

정책 제언

연구 내용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과제 

Labor Market Situation of Older Workers and After-retirement 
Income Support Programs: 
Present Status and Tasks for Improvement

연구 책임자: 윤석명

공동 연구자: 최기홍, 최세림, 류재린, 배준호, Ismo Risku, 이정우, 박형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외형상으로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다층소득보

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제도별로 내재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 대

다수를 위한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주목할 대목으로는 종사상 지위별·소득계층별로 근로 기간 동안의 소득 및 국민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의 양극화 추세 심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가입과 예상 연금액의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

●  이처럼 이미 노출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근로 기간 동안의 소득 양극화

가 노후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정규직 근로자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전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우

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경제적 상황의 조응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

하여 새로운 사회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이 시

급하게 대두되고 있음

－  전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설계의 전제 조건이었던 고성장, 고출산, 짧은 수명과 안정

적인 직장을 전제로 도입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때가 되었음

－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하에서 중고령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인구 고령화 및 노후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함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기본)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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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이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

화가 진행되는 반면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험하지 못

했던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중고령층

들의 노동시장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음.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

석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고령층의 노

동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음. 특히 우

리나라 중고령층의 노동 실태가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음. 의미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고령자 근로 형태 및 점진적인 퇴직 

유형도 비교 분석함.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 이 연구

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보고서의 2장에서는 중장년층의 노동 이행, 가구소득, 공적연금 가입 현황과 관

계성에 대해 분석함. 이러한 분석을 수행한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장

년층의 지위가 실제로 어떠한지, 고령층으로 이행하기 직전에 어떠한 소득과 노

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임

－  한국노동패널의 4~20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내용은 크게 세 파트

로 구분됨. 먼저 중장년층의 노동 현황(노동 참여, 고용 형태, 임금, 가구소득, 일자

리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통계 자료를 살펴본 뒤(2절),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내 

지위의 이행 상황을 마르코브 행렬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함(3절). 마지막으로는 계

량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행이 가구소득과 공적연금 가입 상태 유

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함(4절)

－  2절에서는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첫

째, 노동 참여 및 고용 형태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40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특히 56세부터는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2016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55세 법정 정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임시·일용직

인 경우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10% 미만인 상태로 계속 유지됨

－  둘째, 소득구간 및 연령대별 고용 형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가구의 남성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 남성 근로자의 정규직 고

용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고,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고용 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로 일자리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정규직이 비

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으면서도 퇴직금과 누진퇴직금 제

공 및 수혜 여부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  보고서 2장의 3절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40, 50, 60대의 고용 및 노동시

장 참여 형태 간 이행 확률을 계산하였음.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이전 기

의 고용 및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유지하는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즉 정규직은 정

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로 이행할 확률이 가장 높음

－  마지막으로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 이행과 공적연금 가입 유지 여부 사이에 관련성

이 있는지 살펴봄. 정규직 남성이 다른 형태의 노동 공급자로 전환될 때는 연금 납

부예외율이 높아짐. 비정규직 남성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는 공적연금 납부예외율

이 낮아짐. 하지만 비정규직 남성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 자체가 낮다는 점도 주

목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의 3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와 국민연금 DB를 활용하여 노동

시장의 불안정 노동 추이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음

－  3장의 2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고용 형태에 있거나 임금근로자 중 고용

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없는 집단, 즉 임금근로자 중 임

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을 불안정 노동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추이와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파악함

－  3장의 3절에서는 국민연금 DB를 이용하여 가입종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살

펴보았음. DB 분석 결과, 노동 불안정성으로 인해 연금의 가입(기준소득월액 및 가

입 기간) 측면에서의 가입종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 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남. 이 같은 현상은 생애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서의 주된 위치, 즉 가입자들의 근로 이력에 따

른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생애 기간 동안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이 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에서 특히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4장의 

미시모의실험 주요 내용 및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4장에서는 

Fullerton and Rogers(1993)의 생애접근법 및 고정효과 패널 회귀 모형에 기

초하여 통계적 수급 부담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국민연금의 가입자 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음

－  시범적인 미시모의실험에 의하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 ‘저

부담·고급여’ 특성이 존재한다. 특히 국민연금보험료가 9%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험료인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니, 고소득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되는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인상, 수

급 연령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정책 대안들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들이 시

사하고 있는 중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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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해관계 

중심의 논의 대신에 제도 개편 대안별로 세대 간·세대 내 소득재분배의 변화 방향 파악에 최우

선 순위를 두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적으로 시도된 4장의 미시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의

미를 내포하고 있음. 현재 논란이 많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 문제의 경우 제도 설

계 의도와 달리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왜곡

된 소득재분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임.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추구함에 있어, 현행 국민연금연금제도 하나만

의 독립적인 개편 논의가 아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 모두를 포함한 재구조화의 형

태로 논의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5장에서는 외국의 고령 근로 및 점진적인 퇴직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음. 외국 사

례 중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점진적인 퇴직을 통해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완

화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점진적인 퇴직이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적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중고령자의 취업이 연장되어 은퇴 연령이 올라가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나 급여 수준 

인하 등에 대한 가입자의 저항감이 낮아져 공적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점진적인 퇴직을 통한 근로 기간 연장으로 인해 소득세 세수를 늘려 정부 재

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해당 중고령자 세대의 소득도 증가하여 생활수준을 안정시

키는 효과가 있음

 7장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아킬레스건인 광범위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 차원에서 기술

하였음

－  특히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제

시하였음. 불안정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함으로써 근로 시기의 소

득 불평등이 노후소득에서의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노

동시장에 있음을 지적함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최소 수준에

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점차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함. 예시 차원에서 납부예외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함

연구 내용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제언이 

제시됨

－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비기여 방식의 기초연금액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중간소득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저소득 자영자 등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일

정액의 현금과 현물급여(주택 바우처 등)를 혼합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 채택한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당초 제도 설

계 취지와 다르게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균등부분(A값)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함으로써 종국에는 국민연금제도를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함

●  여기에 덧붙여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연금 적용 소득 상향 조정

을 통한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서

두를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 제언들을 요약하면 ① 본인의 기여에 입각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소득비례

연금으로의 국민연금제도 개편, ② 대상자가 선별적이면서도 노후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③ 노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주택수당

(Housing allowances)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혼합함으로

써 내셔널미니멈(National Minimum)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즉 개별 제도 하나하나를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의미의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의 적절한 정책 혼합을 통해 내셔널미

니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복지(소득보장) 개념

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 공적연금 강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짧은 국민연금 가

입 기간은 국민연금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즉,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발생하

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대

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통해 예측된 2050년 이후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

간이 27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추정 결과 역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평균 가

입 기간 개념이 소득계층별 현격한 가입 기간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1970년에 출생한 코호트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전체 가입자의 국민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5.7년으로 추정됨. 이를 소득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소득 

1분위의 (예상)가입기간이 19.4년에 불과한 반면에, 소득 10분위의 (예상) 가입 기

간은 33.9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 개념을 통한 접근이 실상을 매우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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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A Study on the poverty and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self-employed

연구 책임자: 이아영

공동 연구자: 황남희, 양준석, 안영

 최근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

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실정임

－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서비스산업의 전

문화 및 대형화는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그럼에도 이들은 질병, 재해, 실직,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결국 생산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들 자영업

자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무직자로 전락할 경우 신빈곤층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장시간 근로 만연,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 노후 준비 그리고 실직 위험에 상대

적으로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 대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보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

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시급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변화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 

및 소득 빈곤 현황, 그리고 실직·재해·건강·노령 등 사회적 위험 취약성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인 자영업 관련 사회보장정책들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삶

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수시) 2019-02 연구 내용  자영업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부

문 내 이질적인 변화 추이(자영업 고령화 현상, 저학력의 영세 자영업 비율 증

가, 한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높은 비율 

등)가 나타남

－  자영업자 부문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젊은 층의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

하고 있으나 고령층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자영업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

나고 있음

－  자영업자 부문의 교육 수준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음

－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형 자영

업자 비율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남

－  결국 이러한 자영업자의 이질적 현상은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

킬 가능성이 존재함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임

금근로자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차이가 확대

되고 있음

－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가

구 간 소득 차이보다 자영업가구 내에서의 소득 차이가 압도적으로 큼

●  자영자가구는 고용주가구와 임금근로가구보다 소득 1, 2분위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도 낮기 때

문에 자영자가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임

－ 특히 자영자가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산업별로 소득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즉 자영자가구 중에서도 4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저학력 수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인 경우의 소득보장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 보임

 자영업자의 노동 환경은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하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임

－  고용 형태 지속의 불안정성은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을 암시함

●  장시간 근로는 이들의 건강 상태 역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자영업 노

동시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건강 관련 위험에 취약함을 나타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구는 노후소득 준비 상황 또한 미흡함. 즉, 1인 자영업자

의 경우 노후소득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노후 빈곤 위험이 높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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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과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음. 즉 자영업자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며 대응 수

준도 낮음

 현재의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근 들어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그러나 고

용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의 적용

에서 제외되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등으로 인

해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 사회보험체계에서 자영업자들의 노령연금과 의료보장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정체계로 인해 더욱 부담이 큰 

상황임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소득 수준, 소득 빈곤, 사회적 위험 취약성 

등에 있어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며 취약한 상황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또한 고용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

업자로의 이동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남.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영세한 자영

업자들 또한 언제든 이러한 특성에 노출될 수 있음

－  결국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

고 변화가 잦으며 불안정하고,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놓

일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현재에도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의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실제로 광범하게 존재하

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

성이 있음

－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가구의 각 

계층의 촘촘한 구분을 통해 특화된 사회정책 개발이 필요함

연구 내용

정책 제언

－  또한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제를 위한 임시·단기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

에 당면한 자영업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

요가 있음

 나아가 위험에 처하기 이전, 즉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후 대책뿐 아니라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내 편입 등 보

다 적극적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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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Issue and Policy alternatives on local devolution of social 
welfare program

연구 책임자: 정홍원

공동 연구자: 김보영, 민효상, 이정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 

모색, 대안 제시

－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개편을 위한 대안을 제시

－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및 복지 재정분권을 위한 대안을 모색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미흡

－  지방이양을 위해 신설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 시행 초기에 재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할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

－  지방이양 시행 이후 역설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국

고보조금 증가와 더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편 방안

－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편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선결

● ‘효율성 원칙에 따른 배분 기준’, ‘목표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역할 구분 기준’

● 국가사무, 자치사무, 그리고 공동사무로 구분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수시) 2019-05 －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개편은 ①국가사무는 국가사업으로 전환, ②자치사무는 지방

으로 이양, ③공동사무는 국고보조사업 유지라는 3가지 방안을 정리

－  총 120개 국고보조 복지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 61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유지, 51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안을 제시함

지방이양 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 가장 유력한 대안은 지방세목으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음

－  국세의 일부를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과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과

세율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

－  징세는 현행을 유지하되 중앙에서 징수지 원칙에 따라 지방으로 세원을 배분할 때 지

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의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중앙-지방의 기능 조정

－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편은 단순히 사업조정이 아니라, 자치분권 제고와 정부 간 관계 

정립을 위한 기능 조정에 해당

－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체계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  국고보조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신설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국고보조사업을 자치사무로 전환하여 지방이양을 한 경우에 중앙정부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의 신설을 금지해야 함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에서 예외가 되는 복지사업의 신설과 확대를 금지하는 

법령 마련이 필수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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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기술과 정책과제: 고령자의 의료-돌봄 기술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지향적 운영 방안 연구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기반 통계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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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Future Prospect of Pharmaceuticals and Medium to Long-Term 
Strategy of Health Policy and Governance 

연구 책임자: 박실비아

공동 연구자: 박은자, 이상원, 손경복, 조혜경, 유명순, 하솔잎, 이나경, 이민정, 김은정, 김진희, 이지영, 최유은

 이 연구는 신약의 기술적 변화를 국제적인 동향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미래 의

약품의 특성과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신약 도입에 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함으로

써 국내 환경에서 의약품의 급여, 사용에 관한 정책 및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래 의약품에 대한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의약품의 적절한 사

용과 지불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가. 최근 의약품 개발 기술의 변화 동향과 미래 보건의료 및 산업 영향 전망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약물 치료의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미래 유망 기술 치료제로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를 집중 고찰함

－  면역항암제는 신체의 면역 기전을 강화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유도해 다양한 암종 치

료의 근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임

－  유전자 치료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변형시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임상 적용이 시작되고 있음

－  줄기세포 치료제는 손상된 조직세포를 재생시켜 질환을 치료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난치성 퇴행성질환의 치료 방안으로 개발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과 의약품이 결합된 디지털 치료제는 융합 제품으로서 인허가 심사체계의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04  향후 등장할 유망 기술 치료제는 화학합성보다는 바이오의약품으로 개발될 것

으로 예상됨

－  유전자 맞춤형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이 증가하고 주문형 제조의 증가, 임상적 근거의 충분한 축적 등이 쟁점

이 될 것임

나. 미래 의약품 환경에서의 보건정책 쟁점과 최근 국제사회의 정책 동향

미래 의약품의 특성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함

－  신약의 최종 임상적 유효성의 결과 없이 허가되는 신속허가제도가 확대되면서 의사

결정에 관한 근거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임

－  항암제를 필두로 하는 최근의 신약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향후 생물의약품, 신기술 

의약품이 증가하면서 약가는 더욱 오를 것임

－  희귀의약품과 맞춤형 제작 의약품 등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 증가는 

높은 약가와 맞물리면서 자원 배분에 관한 논의를 증가시킬 것임

－  첨단 기술에 의한 바이오의약품은 의료인의 시술과 결합된 약물 투여를 필요로 하거

나 집중적인 추적 관리가 요구되면서, 신약의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공급자의 자격

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근거의 불확실성이 있는 고가 신약의 급여에서 위험분담계약을 활용이 증가해왔음

－  현재까지 위험분담계약은 행정적 복잡성, 인프라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재정 기반 위

험분담계약이 선호되어 왔음

－  새로운 기전의 바이오 신약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성과 기반의 위험분담계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획기적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제가 초고가로 진입하면서 환자의 접근성과 재정의 지

속성을 모두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 모형이 탐색되고 있음

 보건의료비용이 상승하고 기술이 변화하면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의 변

화가 시도되고 있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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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신약의 허가, 급여, 사용 현황 분석

 2007~2018년 국내에서 허가된 570개 신약(희귀의약품 포함)의 특성과 건강

보험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신약의 특성이 국내에서

도 동일하게 관찰됨

－ 희귀의약품이 251개(44%), 항암제는 141개(24.7%)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시판 후 확증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로 시판 승인된 제품이 15.4%(88개)를 차지함

 분석 대상 신약의 2019년 4월까지의 건강보험 등재율은 항암제가 70.2%로 전

체 신약(67.4%) 및 희귀의약품(55.4%)보다 높았음

－  2013~2015년 허가된 항암제의 경우 등재율이 약 90%에 이르러 보장성 강화 정

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급여 등재된 신약들의 2012~2017년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청구 건수보

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지출이 약 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  신약의 건강보험 약품비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에서 2017년 

19%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

신약이 등재된 후 시장에서 채택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음

－  신약이 동일 약효군의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최신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승하고 있음

라.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신약 도입의 거버넌스 분석 

 의약품 도입의 정책 흐름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측면에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의

약품 도입 과정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함

－ 정책의 흐름 측면에서는 분석 대상을 허가 결정과 급여 결정으로 구분함

－  인터뷰 대상자는 신약 출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제약사 및 유관 기관, 소비자 및 환자 

단체 그룹으로 구분함

연구 내용  허가 결정의 쟁점은 (1) 이해 당사자 참여, (2) 식품의약품안전처 결정의 일관성

과 설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위원회의 전문성과 이해 상충, (4) 의사결정

의 책임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급여 결정의 쟁점은 (1)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2)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 위원회의 운영, (4) 의사결정의 책임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약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을 위한 보건정책의 방향

－  미래 신약 환경에서 급여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급여의 거시적 지출 

계획을 마련함

－ 도입 유망 기술의 탐색(horizon scanning)을 제도화함

－ 신약의 시판 후 근거 생산 체계를 강화함

－ 의료공급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자기 규제와 지불제도 개혁이 요구됨

－  기술평가를 통해 지불 가치가 없는 기술을 판단해 그에 대한 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거버너스 측면의 개선 방향

－ 의사결정에 관한 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함

－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함

－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효과적 방안을 마련함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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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Policies for Creating Decent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연구 책임자: 김현경

공동 연구자: 노대명, 송지원, 양정승, 엄형식, 정성미, 최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최적의 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고용계약방식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저성장 시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증대의 가능성과 필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

해 양질의 일자리 생산을 위해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지형과 제반 경제사회여건,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

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이 무엇인지, 필요한 제반의 제도적 환경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

안을 찾고자 함

－  일자리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한 가지 축을 더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

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함

 한국의 현실 진단(정부의 역할과 권한, 민간공급자의 특성, 서비스 비용 분담 

방식, 근로조건 결정 방식)을 토대로 각국 사례에서 의미 있고 구체적인 정책

적 방안 도출 

－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3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종사자의 근로조건 결정 방

식을 비교하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을 유형화하고 크게 보건의료, 돌봄서비스(아동과 노인, 장애

인)로 구분하여 한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좌표를 짚어보고, 3국 종사자의 공급 

조직별 고용계약 방식,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과 비교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46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

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해 사회서비스 재원과 대상 다양화: 취약계층에 한정된 

현재 사회서비스에서 비용 부담능력이 있는 수요자와 공동부담(co-payment) 방

식으로 재원을 다양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서비스 규모 확대 및 사회보장성 강화를 제안

●  프랑스는 민간 개인서비스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노동자에

게 근로조건의 질을 보장하는 방식을 고안하여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 이용자에게

도 비용부담 통해 검증된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선불제와 후불제 방식의 고용보증수표제

도를 이용한 개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구가 사용 가능

－  정부 역할 확립과 정부의 민간 공급자 관리감독 기능 강화: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

스 사례 모두가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상 정부 재원의 관련 정도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품질과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리 기능이 있음. 하지만 한국

은 각종 바우처 사업이나 노인요양서비스 등에서 정부 재정 투입 비율이 매우 높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규제 기능 및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중앙정부에서 서비스 품질관리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종사자 임금체계와 노동법 

적용 등 근로조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스웨덴 보건복지청은 각종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보건사회돌봄조사국은 

보다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감독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들의 허가를 심

의하고 등록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  사회서비스 확대와 대인서비스 일자리 공식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프

랑스 <고용보증수표제도>를 한국에 접목한 법·제도 고민, 지불체계 간편화와 일자

리 공식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제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기본법>과 같은 제도 마련

제3섹터 사회서비스 공급자 확대 및 건강한 민간 공급자 확대 제안

－  사회서비스 공급조직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 한국에

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서비스 공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한국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주체로 복원하

는 것이 될 수 있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

체들에 의해 대체되는 방향으로 점차 진전될 수 있을 것 

●  2011년 현재 이탈리아는 산업 전체 총 고용 인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20.14%, 보건복지업이 

10.2%를 차지함.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비영리 민간 조직이 79%로 지배적인 역할,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 조직 고용의 73%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나온다는 점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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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서 사회서비스 확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가져온 성공적인 사회적경

제 비즈니즈 모델 사례를 살펴보면 1) 옥실리움과 2) CGM(컨소시엄) 사례가 있음. 1) 옥실리

움은 보건, 사회 및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A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이를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지역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킴으로써 사업

을 확장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고, 2) CGM에는 2019년 현재 701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이 가입되어 있는 58개 지역 컨소시엄들이 참여. 이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은 4만 2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

－  사회서비스 욕구 기반 공급체계 및 원활한 인력수급 체계 마련: 스웨덴의 직업훈련 

시스템과 지방정부 거버넌스 및 고용센터(peS)의 역할, 고용서비스의 활발한 연계

를 통해 필요한 인력 수요를 수집 및 수정하고, 공급이 필요한 곳에 교육훈련시켜 인

력을 수급하는 메커니즘과 같은 수급체계 마련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건강한 민간공급자 확대 유인: 정부의 공급자 관리·감

독 기능을 강화하는 거버넌스와 법·제도 마련하여, 자격 있고 건강한 민간공급자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환경의 중요성 강조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확대 방안 제시 

－  노동법 준수와 근로계약 공식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명확히 하고 휴게시간 보장과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사회서비스 수가결정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마련: 인건비, 수가, 지원금 결정에

서 적절한 수가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및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논의체계 마

련할 필요

●  스웨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체결하는 산업별 단체협약에 따

라 결정됨. 스웨덴의 공공부문 조직이 지역 정부 및 공공기관 부문, 중앙정부 부문으로 분리되

어 있는 만큼 각각의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시장 관련 제도(고용조

건, 임금 등)가 구성되어 있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근로조건(승진 및 급여, 보상)의 협상 과정 

역시 산별 단체협약에서 만든 틀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 단위로 이루어짐. 민간 사회서

비스 제공자 역시 산업별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민간부문 종사자의 급여 및 근로조건은 공공부

문 종사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설정 및 휴게시간 사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사용과 최저임금 준수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증가, 임금체계 마련 제안

연구 내용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해 사회서비스 재원과 대상 다양화로 공적인 역할 확대

－ 정부 역할 확립과 정부의 민간 공급자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기본법

－ 대인서비스 일자리 공식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제3섹터 사회서비스 공급자 확대 및 건강한 민간 공급자 확대 제안

－ 사회서비스 공급조직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

－ 사회서비스 욕구 기반 공급체계 및 원활한 인력수급 체계 마련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건강한 민간 공급자 확대 유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확대 방안 제시

－ 노동법 준수와 근로계약 공식화

－ 사회서비스 수가결정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마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설정 및 휴게시간 사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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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A Study of Changes in Social Service Workers’ employment

연구 책임자: 안수란

공동 연구자: 김유휘, 권지성, 박수지, 조동훈, 김용환, 남재욱, 하태정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종사자 고용이 변화해 온 양상

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사회서비스 업종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종사자 근로 실태 및 고용 

변화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둠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분석

－  참여정부 이후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정책을 일자리 정책,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포괄적 노동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

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내용 평가

●  사회서비스 정책은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단기간에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사

회서비스 일자리의 평균적인 질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사회서비스 업종별 고용 변동 분석

－  전국사업체조사(2007-2017년)와 지역별 고용조사(22008-2018년) 데이터를 활

용하여 사회서비스 업종별 종사자의 고용량과 고용의 질(임금, 근로시간, 근속 기

간, 고용형태) 변화 시계열 분석

●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업종별 증가 양상은 정부 정

책 설계의 영향에 따른 차이를 보임. 돌봄, 상담·재활, 건강 지원 서비스업 종사자의 증가 폭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가파르게 상승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11
●  명목, 실질, 시간당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업종 및 직종별 임금 격차가 심함.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의 돌봄서비스업 종사자 임금 상승을 이끌었으나 주당 근로시

간 또한 크게 감소하여 실질 소득 상승의 체감 효과는 낮음. 평균 근속 기간 및 상용직 비율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업종에서 증가하는 양상으로 고용안정성은 다소 높아짐

맥락-패턴 분석 방법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 변화 분석

－  돌봄, 상담·재활, 건강 지원, 문화·체육 등 4개 주요 사회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대상

으로 1:1 면접을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 및 직종별 종사자 고용 변

화를 거시, 지역사회, 미시, 일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는 근로자성을 획득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나

타나며, 돌봄, 문화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여건 변화는 정부의 관련 사업 예산, 법률, 지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반 노동시장 정책은 저숙련·저임금 

시간제 근로자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책 영향 평가는 양분됨

● 종사자 직무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지침, 체계적 교육 훈련의 부재가 근로여건을 악화시킴

●  업종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시간 보장, 경력과 

자격에 대한 적절한 임금 보상 체계, 4대 보험 적용을 통한 근로자 보호, 경력 개발을 위한 교

육 지원 강화 등이 처우개선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됨

사회서비스 업종별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

한 과제를 제안함

－  첫째, 양적 확대에 치중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질적 제고 목표로 전환

●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부처별, 사업별 산발적으로 흩어진 사회서비스 일

자리의 정책 관리 범위와 관리 주체 명확화가 필요함

－ 둘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  민간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확대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직접 서

비스 제공시간 외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업종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대책 마련

●  종사자 근로 환경과 근무 패턴을 고려하여 근무 유형에 따른 종사자 지원 방안을 세분화하고, 

힘든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상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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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직업적 비전이 있는 일자리 육성

●  사회서비스 품질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근속에 따른 경력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종사자 권익 보호 체계 구축

●  광역 단위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 처리, 이

용자 교육, 정서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함

정책 제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보건
의료 기술과 정책과제: 고령자의 의료-돌봄 
기술을 중심으로

Social Problem-solving Health Care Technology and Policy 
Challenges to Extend Healthy Life Expectancy : Focusing on 
health care and caring technology for the elderly

연구 책임자: 고숙자

공동 연구자: 정영호, 김혜윤, 차미란

 최근 보건의료 영역에서 보건의료제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비

스 전달 과정에서 미래형 보건의료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매우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수명 연장을 목표로 의료와 의료제공 방식을 정비, 구축하면서 기대여명 

연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문제는 그 성과의 앞날에 대한 대응이며, 노인들

에게 적합한 의료란 어떤 의료이며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

한 대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기술 및 

돌봄 기술의 사회적 이슈를 검토하고 현황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기술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봄

－  산업화 지원 및 안전성, 유효성 기준, 표준화, 기술 수준 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보다

는 기술의 수용성, 법·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봄. 또한 의사 간 

원격자문 및 진료, 의사·환자 간 원격상담, 원격재활, 원격응급지원, 모바일 만성질

환 관리 등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을 좀 더 확장하여, 고령자가 의료기관 또는 

요양원에서 돌봄 로봇을 이용하거나 퇴원 후 가정에서 텔레케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의료-요양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살펴봄

 고령사회의 보건의료 및 돌봄 환경에 대해 주요 사회적 이슈 및 향후 문제점을 중

심으로 살펴봄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의료비 증가와 고령의 활동제한 인구가 증가

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문제

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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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영향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

화 요인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는 매년 1.8~2.0%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보건의료 기술 및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보다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보다 높은 의료비 증가 요인이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보건의료 기술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7.910%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를 기준으

로 전망한 결과,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30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5.4%가 그리

고 2035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8.4%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됨. 장기요양 인정자

로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활동제한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면서,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공

식적 또는 비공식적 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의료 및 돌봄에서 디지털헬스 및 텔레케어와 같은 미래형 기술의 역할을 소개함. 

디지털헬스는 최근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며, 특히 디

지털헬스와 텔레케어를 통하여 고령자의 의료 및 돌봄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수

요 영역 및 현황을 제시하였음

 해외 사례를 고찰하여 고령자 의료 및 돌봄 지원 기술에 대한 정책 현황 및 과

제를 중심으로 제시함. 고령화가 진행 중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보건의료 기술 

및 고령자 돌봄 지원 기술을 위한 플랜을 구성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지

원을 수행하고 있음

 선진 기술이 개발되고 유용성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활

용은 제한되어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기술 확산

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요인을 분석함

－  일반적으로 GNI가 높은 국가일수록 eHealth의 확산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GNI와 eHealth의 확산 수준을 살펴본 결과, 

GNI가 eHR, 텔레헬스, SNS, 모바일헬스 등의 eHealth의 확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eHealth를 위한 법 또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질수록 전자건강기록의 확

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telehealth의 경우에는 eHealth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교육훈련 지원, 국가 정

책 마련 등의 제반 여건이 텔레헬스의 확산에 영향을 주게 되며, 또한 간호사 밀도가 

연구 내용 낮은 국가의 경우에 telehealth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mHealth는 eHealth를 지원하기 위한 법 또는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일수

록 mHealth의 확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밀도가 

낮은 국가에서 mHealth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건강기록, 모바일헬스는 eHealth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영

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데이터 전송 및 통합과 대량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므로 명확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분석됨

－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헬스 또는 텔레헬스의 경우에 간호사의 밀도가 낮을

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 및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헬스 또는 텔레헬스의 도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음

 고령자 지원 기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비용 문제, 공급의 

변화, 의료이용 변화, 데이터 보호 이슈 및 법적 근거 미흡, 윤리적 이슈 및 보건의

료서비스 감소 우려, 이용자 훈련 및 교육, 도입을 위한 사회 시스템 정비, 기술 소

외,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됨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기술, 제도, 전

달체계 등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함. 

고령화 사회에서 주요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돌봄의 측면에

서 구체적으로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현장 수요에 적합하

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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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지향적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f Customer-oriented Management for Child Care 
Providers

연구 책임자: 김회성

공동 연구자: 함영진, 황주희, 류진아, 황정윤

 이 연구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철저히 수요자 

관점을 견지하면서 보육서비스의 품질 및 만족도에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함

－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무엇에서 불편과 불만, 불안을 느끼는지를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긴요함

－  어린이집에서 고객지향적 보육서비스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의 관점에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perceived service quality)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첫째, 보육서비스의 복합적 속성을 고려해 기능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의 

가치 창출과 관련된 품질 요소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요인

을 체계적으로 규명함

－  둘째, 어린이집 이용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품질 요소를 도출함

－  끝으로, 실효성 있는 보육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어린이집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함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일반) 2019-18  첫째,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 상의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공성 강화와 감독·

관리 체계 강화, 보육서비스 지원 방식의 다변화, 보육 전문성 강화 등 기존 보육

서비스 품질 관리 정책 수단을 정책 설계 및 집행 차원에서 검토함

－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 등에 따른 어린

이집의 과잉 공급 현상,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 보육 종사자의 처우 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쟁점이 되고 있음

－  기존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기존 주요 정책 수단은 공급자 시각에서 개선 전

략을 수립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 더욱 철저한 이용자 관점에서 부모의 필요와 욕

구를 충족하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의 설계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함

 둘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26명의 심층 인터뷰 자료에 기초해 보육서비

스 불만족 사례를 분석하고 속성-혜택-가치를 연계한 고충지도를 제시함

－  급식·간식 문제부터 내외부 환경, 소통의 어려움, 프로그램·교재·교구의 품질 미흡, 

부모 참여 활동 부담, 불충분한 정보 제공, 학부모 참여·교류·중재 지원 부족, 위생·안

전 관리 소홀, 미숙하고 불안정한 돌봄, 보육 시간 선택권 미보장, 통합반 이용의 어려

움, 불합리하고 부실한 시설 운영 등 12개의 영역에서 다양한 불만족 사례를 확인함

－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불만족 사례들로 인해 부모들은 기능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

서적 가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임

－  즉, ‘화가 남’, ‘의구심’, ‘신경 쓰임’, ‘궁금함’, ‘속상함’, ‘체념함’, ‘답답함’, ‘허술함’, ‘

아쉬움’, ‘무익함’, ‘불안함’, ‘주저함’, ‘간절함’, ‘불쾌함’, ‘언짢음’, ‘불편함’, ‘당황함’ 

등과 같이 이용자의 불만족 경험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불만족 경험이 초래하는 광범위하고 심각

한 정서적 결과를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셋째,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

태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선택 및 이용 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물리적 접근성이 우선시됨에 따라 실제 이용 고려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보육서비스 시장이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고 선택권이 제약된 ‘지역적 과점 시장’의 성격이 있음을 시사함

－  어린이집 이용 과정과 관련해 주목할 사항으로는, 담임 보육교사의 변경과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청취와 관련된 대목으로, 담임교사의 교체 주기가 짧아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임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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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정보 습득 수준 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더 자주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함

－  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에 대한 의향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운영

에 ‘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앞서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토대로 보육서비스 품질 척도를 개발하고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인지된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

과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함

－  전반적으로 볼 때 인지된 보육서비스 품질이 높지 않아 어린이집 유형 및 이용자 유

형에 따른 편차를 해소하면서 보육서비스 품질의 전반적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됨

－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육서비스 품질 요소로 진단된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 ‘학

부모와의 소통 및 의견 수렴’, ‘어린이집 위생 및 청결, 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이 세 가지 품질 영역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는, 아이의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사전에 신속하고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바라는 사

항이 있으면 쉽고 편하게 건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음

－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육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 5.11점(7점 만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보육서비스 만족도 결과는 7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끝으로, 앞서 살펴본 인지된 보육서비스 품질 요소와 보육서비스 만족도 간

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부분 최소 자승 구조방정식(PLS-

SEM: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이는 68개 측정 요인을 포함하는 9개 잠재변수를 구성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해 분석한 것임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보육의 적절성과 개별화된 돌봄’, ‘시설 운영·관리의 적절성’, 

‘보육 관련 상담 및 정보의 충실성’,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의 충실성’ 등 4개 잠재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수요자 관점에서 제기된 이상의 보육서비스 품질 요인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연구 내용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보육서비스 품질 이

슈를 규정하고, ‘보육서비스 고객 접점 관리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유인 체계 제도화’, ‘운영 지침 정비 

및 지도·감독 강화’라는 4대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제시함

－  첫째, 보육서비스와 보호자가 접촉하게 되는 유무형의 접점(Contact encounter)을 

의식적으로 창출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고객 접점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둘째, 보육서비스의 지각된 품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체

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함

－  셋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의 지속 가능한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품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직무 여건 개선과 보상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끝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나타나는 안전 관리 사각지대 이슈, 예결산 

등 정보 공개의 미흡, 답례품 관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 지침을 개정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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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Incorporating Technologies into Big Data-based Health and 
Welfare Policies 

연구 책임자: 오미애

공동 연구자: 김은하, 진재현, 천미경

 이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수

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과학기술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

발(R&D)을 살펴보면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과학

기술적 해결 방안 및 범부처 추진 방안 등을 도출하는 과제들임

－  빅데이터 분석은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빅데이터와 결합될 때 효용 가치가 크게 증가함

－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복지정책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신

기술과의 융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증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정책 대응을 목

표로 함

－  본 연구는 향후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의 방향 설정, 연구 성과 확산 보급 등에 연

계 활용될 수 있고, 국가적·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보건복

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수용성, 영향력 등과 이들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여 대응

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 연구는 3년간 이루어지는 중기 과제로, 1차 연도인 올해는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요를 도출하고 신기술 적용 현황과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2020년에는 2019년에 도출된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정책 변화와 

신기술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과 신기술의 융합 사례를 연구

하여 정책 변화 및 신기술 동향의 이슈,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39 －  2021년에는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융합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기반 

신기술이 융합된 보건복지정책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장은 보건복지 수요에 대한 신기술 적용 사례 분석으로, 우선 관련 개념과 주

요 영역을 기술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복지기술을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

술’로 정의함. 여기에서의 복지기술은 협소한 의미의 사회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복

지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환경,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나 제

공 방식과 관련된 기술로 접근함

－  보건복지와 신기술 융합을 위한 프로젝트 사례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플랫폼 기술 개발, 유럽연합의 AAl(Ambient Assisted 

living), 덴마크 프로젝트, 미국 MIt Agelab, 영국 바닥 프로젝션(Interactive 

Floor projection) 등이 있음. 그리고 신기술 중심의 보건복지 분야 활용 사례를 7

개 신기술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3장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보건복

지정책과 기술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융합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CAWI)를 실시하였음

－  일반 국민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문가 

조사는 설문조사 내용의 특성상 과학기술 및 자연과학 분야, 보건 및 복지 분야 전

문가를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모집

한 후 최종 72명이 참여하였음

●  본 조사는 크게 보건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신기술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활

용에 대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음. 보건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 중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

준에 대해 살펴보면 높다(⑥매우 높다+⑤높다+④다소 높다)의 일반 국민 응답이 57.4%, 전문

가 응답이 51.4%로 나타났으며, 주요 추진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중복 

응답)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책2) 일자리 안전망 확충이라고 답했음

●  신기술 개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4점 척도를 기준

으로 일반 국민은 평균 2.9점, 전문가는 평균 2.8점으로 유사하게 응답하였으며, 7개의 신기술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하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중복 응답)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가 일반 국민에서 83.9%, 전문가에서 9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보건복지정책에서 신기술의 연계(융합) 또는 활용이 중요하다고 응

답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에서의 신기술 연계(융합) 또는 활용 수

준은 낮다(①매우 낮다+②낮다+③다소 낮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에서 75.5%, 전문가에서 

90.3%로 나타났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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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전문가에게 신기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조사했을 때 생애주기별

로 신기술1) 인공지능·빅데이터, 신기술2) 자율주행차, 신기술4)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기술

5) 로봇, 신기술6)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은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가구 상황별로는 신기술1) 인공지능·빅데이터와 신기술4)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은 노인 가

구에서, 신기술2) 자율주행차, 신기술3) 3D 프린팅, 신기술5) 로봇, 신기술6) Iot 신기술7) 디

지털 콘텐츠[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은 장애인 가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음. 또한 주요 보건복지정책 10개의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기술을 살펴

보면(중복 응답), 모든 정책에서 신기술1) 인공지능·빅데이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

지정책과 신기술이 원활하게 연결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중복 응답) 융합연구 활성화, 과

학기술 투자 강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순으로 나타났음

 4장의 소셜 데이터 분석은 온라인상에서 표출된 여론을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국민 여론에 근접한 의견을 추정하는 방법임.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신기술(‘

인공지능·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디지털 콘텐츠’)과 보건복지정책에 연관된 여론에 대한 데이터를 웹에서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이 분석에서는 첫째로 기간별 여론의 변화 추이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특정 기

간의 원인을 살펴보았고, 둘째로 딥러닝 분석을 적용해 여론의 긍정·부정도와 세부 

감성(바람, 만족감, 짜증남 등)을 추정하였음. 셋째로 해당 주제에 관심이 높은 연령

대 및 성별 그룹을 추정해 보고, 넷째로 여론 내 자주 등장한 단어들의 연관성 분석

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재고할 점을 파악해 보았음

●  딥러닝 엔진을 이용한 감성 분석 결과 신기술과 보건복지정책이 함께 언급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 여론은 부정적인 감정이 높았음. ‘자율주행차’ 분야 관련 기사 댓글의 부정 여론이 가장 높았고

(69.1%), ‘3D 프린팅’ 관련 기사 댓글의 부정 여론이 가장 낮았음(58.4%). 이는 신기술과 보건복

지정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여론의 감성과 유사함.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활용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높다고 평가한 의견보다 낮다(75.5%)고 평

가한 의견이 많았음. 세부 감성으로는 신기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싫음’, ‘중립’, ‘짜증남’, ‘바람’의 

감정이 주를 이루었음. 딥러닝 분석을 적용한 연령 및 성별 예측 결과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30대 인터넷 사용자들이 신기술과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의견 표출이 많았음

●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7가지 신기술의 대부분에서 ‘의료’와 ‘일자리’ 키워드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국가 지원 신기술의 적용 분야 중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

는 분야가 ‘의료’라는 것, 그리고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향후 ‘일자리’ 관련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결과는 신기술과 보건복지정책 간의 관

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통된 부분임

 5장은 인식 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응답을 비교·분석하였고 인

식 조사와 소셜 빅데이터 결과를 비교해 보았음.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에 대

연구 내용 한 인식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인식 조사를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인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 보건복지정책에 

신기술을 결합하는 부분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전문가 집단의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식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전문가의  생각이고 

소셜 빅데이터 결과는 현재 보도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인식 조사와 소셜 빅데이터의 통합 결과는 보건복지

정책과 신기술의 접점을 찾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 연구 방향 및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결정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인식 조사 결과 현재 느끼는 걱정거리(불안 요인) 1순위로 ‘일자리’(28.6%)를 꼽았고, 

국민들이 중점 과제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1순위로 본 것 또한 ‘일

자리 안전망 확충’(37.9%)이었음

－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연구의 재고점

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은 세 지점을 찾을 수 있음. 첫째로 ‘일자리 안전망 확충’의 

정책 재고 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

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고용’, ‘취업’, ‘청년’ 등 일자리 관

련 키워드가 다수 나타났고, 설문조사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일자리 

안전망 확충’ 분야 적용 기대가 컸음(52.6%). 둘째로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정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도입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의 연관어 네트워크에서는 ‘건강 관리’, ‘수면’, ‘혈당’, ‘습관’ 등의 키워드를 찾

아볼 수 있었고, 이 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센서 등은 건강 관리 체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로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 서비스 확충’ 정책에

서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 도입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장애인’, ‘환자’, ‘훈련’ 등의 

키워드가 연관어 네트워크상에서 발견되었음. 이는 장애인 재활 등의 분야에서 디

지털 콘텐츠 기술 적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의 접점은 향후 보건

복지정책의 계획 수립 및 재고 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출발점으로 이용될 수 있음

 향후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의 융합은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그 영역을 확장

해 나갈 것임.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보건복지정책의 함의와 향후 과제

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욕구에 초점을 맞춰 보건복지정

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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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야 할 것임

－  셋째, 보건복지의 개념은 곧 신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정책의 영역과 관련되는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확장된 보건복지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

－ 넷째, 수요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다섯째,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네트워크 환

경이 구축되어야 함

－ 여섯째,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지막으로 정보 약자나 디지털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 제언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기반 통계의 문제점과 과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tatistics for 
Activating the Senior Business Industry

연구 책임자: 고경환

공동 연구자: 김형수, 김정근, 김우선, 김상효, 신지영, 진재현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시

니어 비즈니스 산업은 유망 산업임

－  특히 현재의 중장년층은 은퇴 이후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고 자신에게 투자하겠

다는 소비 성향도 높은 집단임

－  구매력 있는 액티브 시니어 혹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하여 ‘시니어’로 통칭하고 있으

며, 시니어 비즈니스란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삶을 다하는 날까지 그들의 반평생 삶

의 질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원하고 담보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산업체의 업종별 규모별 매출액과 수익 형태, 이용자의 욕구 등 공급자의 

공급 능력과 이용자의 수요를 담은 세밀한 통계가 필요함

 하지만 현재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가 제대로 구축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통계 생산의 기초가 되는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함. 즉, 시장 규모 현

황 파악과 추계를 위한 측정 방법이 상이하여 산업별 규모를 비교하거나 미래를 예

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둘째, 각종 통계 생산이나 실태조사에서 대상 연령군의 범위에 시니어를 포괄하지 못함

－  셋째,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과 서비스 공급 능력에 대한 현황 자료, 수요통계가 부족함

- 넷째, 현재의 보고통계는 행정 및 관리의 목적으로만 수집되는 경향이 있음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수시)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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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개별 산업의 개념과 범

위 등을 살펴보고 통계 생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

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공급 현황(기업체 실태와 특성), 세분화된 소비제

품과 서비스의 공급 현황과 특성,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 측면의 통계(욕구, 생애주기 

등), 50~64세 예비 시니어의 수요 현황, 글로벌 시장 실태 등을 파악하고 산업 활성

화를 위한 통계 발전 방안을 제시함

1)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개관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은 “현재의 노인층과 예비 노인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

재 욕구와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목

적의 산업”으로 정의

 현재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으나,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서비스 등 주요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50세 이상을 포괄하는 시

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활성화 지원법이 요구됨

 공급자(산업체) 통계 현황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요

양, 주거, 여가, 금융 등 9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으나 다음

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시장 규모 현황과 추계는 산업별로 매출액, 생산액 혹은 시장 규모(생산+수입-수

출) 등 측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산업별 규모를 비교하고 미래의 규모를 예측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

－  산업별 시장 규모를 9개 부문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전체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추계의 정확성이 의문시됨

●  산업별로 시장 규모 반영 기준이 상이하여 산업별 비교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50~64세 예비 시니어의 수요와 소비행태는 시장 규모 측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수요자(소비자) 통계 현황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살펴

연구 목적 본 결과, 시니어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소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와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시니어 

연령대별 고객 특성과 시장 환경에 대한 사전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

－  예비 시니어를 포함하는 시니어 소비자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계열

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2) 요양산업 통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시니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요양산업의 수요자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장

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65세 이상 연령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

움이 필요한 50세 이상~64세 미만의 연령층도 포함함

 수요자 측면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의 요양산업 수요자를 정의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뿐만 아니라 최근 요양산업의 

수요자로 관심을 받고 있는 돌봄제공자(caregivers)까지도 포함할 수 있음

 공급자 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반의 시설요양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와 등급외자에 해당되는 고령층을 위한 예방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도 요양

산업에 포함할 수 있음

 현재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관점의 요양산업과 관련된 전국 단위 국내 통계는 

수요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위주로 되어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된 산업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국내 통계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국가 단위, 민간 단위 통계 고찰

을 통해 향후 시니어 비즈니스 요양산업 분야에 필요한 통계 생산 영역을 제언

하였음

－  잠재적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이들이 고령층이 되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신규 

요양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요양산업의 대상자 범위를 중년층·고령층에서 나아가 이들을 돌보는 가족 및 친지 

등으로 확대한다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까지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 기반 요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별, 성별, 학력별로 선호하는 요양상

품서비스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여 욕구별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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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시니어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산업의 통계 생산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

－    제공 방식 측면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요

양업체들 중 소규모 개인업체가 전체의 79%를 차지하여(국민건강보험, 2017), 이

들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시니어 비즈니스를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임

●  수집 범주는 행정 및 관리 통계 외에 새로운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시 단위의 

중장년층의 상태 및 욕구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내외부 이용자들에게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생산된 통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3) 용품산업 통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시니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용품산업의 수요자는 기존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대상자였던 65세 이상 건강하지 못한 노인과 그간 고령친화산업에서 소외된 건

강한 65세 이상 노인, 법률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병약하거

나 쇠약한 65세 이상 노인, 뉴시니어(50~64세), 요양산업과 용품산업의 연계 

측면에서의 돌봄제공자 등을 포함함

 용품산업의 수요자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공급자의 범위도 함께 확대될 수 있을 

것임. 돌봄제공자와 관련된 용품이나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재활의료

기기,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용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재 공급자 대상 통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가, 수요자 대상 통계는 고령친화산업소비자 수요조사가 유일한 상황이며, 포

괄적 품목 범위에 포함되는 복지용구,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정책제도 개

선 또는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해 일회성으로 이루어져 누적 통계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어려운 실정임

 국내 통계와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수요자, 공급자 통계를 고찰하고 이

를 바탕으로 향후 용품산업 기본통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함

－  먼저 사회, 경제,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 제

공 아이템의 발굴이 요구됨

－  용품산업과 관련하여 수요를 양적, 질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먼저 사용자 대상의 통계, 

연구 내용 불만 내용, 추가 필요 통계 등 수요에 대한 실태 파악 통계와 이들 중심의 생산 체계 구

축이 필요함

－   또한 현재 고령친화용품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조사 대상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제

조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과 서비스산업(요양, 주거, 여가, 금

용)을 포괄하는 전체 산업으로 확대하여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통계로서의 기초

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측면에서도 생애주기, 욕구 등에 따라 시니어 수요자를 세분화하거나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통계 생산 활성화를 위해 통계 작성에 대한 법률 근거를 확보하고, 용품

산업의 분류체계를 시의성과 신뢰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비할 필요가 있음

4) 식품산업 통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시니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식품산업은 고령자나 약자가 원활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식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가공식품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밥이나 죽, 음료 형태의 제품들이 주를 이루며, 특

별한 가공을 거쳐 고령자들(특히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한 시니어식품산업

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시니어식품산업의 공급자 통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

산 실적’ 통계가 유일한데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세부적인 시장 분석이

나 계량·통계기법에 의한 분석 등 활용 측면에서 제한적임. 또한 산업 측면에서

의 실태조사가 부재하여 시장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식품 관련 수요자 통계는 비교적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으나 전 국민을 대표하도

록 설계된 통계라는 점에서 고령자 대상 수요 측면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표본의 

수나 고령자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함

 국내 통계와 일본의 시니어식품산업 통계 등을 고찰하여 향후 식품산업의 기본

통계 구축 방향을 제시함

－  먼저 시니어식품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먼저 건강하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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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고령자(active seniors)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non-active seniors)를 구분하고 두 집단에 필요한 식품군이나 서비스에 

각각 접근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 측면의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식품산

업협회를 활용하거나 시니어식품산업협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민간에서의 통계 생

산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음

－  더불어 가공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통계 구축 단계에서 

시니어층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품이

나 서비스의 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된 통계를 생산하기 어려우며, 

이로써 산업 규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망이 어려운 실정임

 통계 생산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승인통계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

며,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고령친화산업진

흥법에서 명시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담당

자, 민간 고령친화산업자, 통계 전문가들 간의 상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하면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구조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음.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

의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의 통계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 지원법에 정기적인 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 조항 

포함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시니어 비즈니스의 공급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대상 영역과 조사 내용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해외 주요 국가와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통계 생산 현황을 분석, 비교하여 국제 

간 비교 지표 개발과 미래 유망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발굴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현 여건을 개선한 통계 생산 체계의 구축은 우리나라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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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 성과 

09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및 의견 수렴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201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2019년 빈곤통계연보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 

 2019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019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보건복지 분야 패널자료 품질 개선 연구-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을 중심으로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2019 인구포럼 운영 

 저출산·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저출산고령사회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NGO) 협동연구: 청년과 젠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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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The 2019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 A Descriptive Report

연구 책임자: 여유진

공동 연구자: 오미애, 이병재, 최준영, 이주미, 김근혜, 김선, 한겨레, 신재동, 박나영, 송지은, 정다운, 

이봉주, 강상경, 박정민, 안상훈, 정원오, 백승호, 김화선, 신유미, 김정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6년부터 ‘한국복지패널(KOWEPS)’을 구축함

－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규모와 생활 실태 변

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 지원에 따른 효

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인구집단별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

산하여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 영역은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로 구성됨

－  가구용 조사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 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용 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됨

－  부가조사의 경우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

되고 있으며 2019년 14차 조사에서는 복지인식에 대한 다섯 번째 부가조사를 수행함

조사 대상 가구

－  2018년 1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 가구 기준으로 14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는 6474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4266가구, 2~13차 조사 기간 중 분가

로 발생한 분가 가구는 731가구, 신규 패널(7차) 조사 대상 가구는 1477가구(원표본: 

1392, 분가: 85)임

－  11차 복지패널 조사 당시 소실되었던 원표본 가구에 대한 복원을 14차 조사에서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41

정책 제언

시도하여 19가구[1차 원표본: 15, 1차 분가 생성: 1, 신규 패널(7차) 원표본: 3]를 

복원하였음

－ 14차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19가구임

－ 그 결과 14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 대상 가구는 6612가구임

조사 완료 가구

－  13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대상 원표본 4266가구 중 4124가구에 대해 14차 패

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6.67%로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의 원표본 7072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58.31%이며, 전

년도(60.32%)와 비교한 14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 폭은 2.01%포

인트임

－  14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4124가구에 더해 기존의 분가 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분가 가구를 포함한 768가구, 신규 패널 가구인 1477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439가구까지 총 6331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 대상이었던 6612가구 중 6331가구가 조사 완료(95.75%) 가구임

복지인식 부가조사 조사 대상 및 조사 완료 가구원

－  14차 연도의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13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2001명)과 추가로 13차 기준 만 19~21세에 

속하는 가구원(387명)을 포함한 2388명을 조사 대상으로 함

－ 14차 연도에 복지인식 부가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총 2027명(84.88%)임

 2019년 기초분석 보고서에서는 위 조사 완료 가구의 일반사항, 소득 및 재산 수

준, 경제활동상태, 복지욕구 등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함

한국복지패널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복지와 관련된 패널 데이터가 구축됨으로써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복

지 욕구와 실태, 사회보장, 경제활동 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함. 특히 

국민의 경제·사회적 행태 변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 변화에 대한 통

계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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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통계 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초 자료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

자료 및 기초분석 보고서, 설문지 등 패널 조사와 관련한 기초 자료에 대한 이용자

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를 운

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

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연구 활성화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복지패널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 및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술대회에서 공유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정책 제언

201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An In-depth Study of Korea Welfare Panel

연구 책임자: 오미애

공동 연구자: 이계오, 손창균, 박승환, 신재동

 한국복지패널의 표본은 2006년 1차 조사에서 7072가구가 조사되었고 6차 연

도인 2011년 조사까지 5000가구 이상의 원패널 규모를 유지하여, 원패널 유

지율이 약 75% 이상 되었음. 그러나 조사 거부 및 자연 손실 등으로 원표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표본 탈락으로 인한 패널 표본 가구 분포상의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최초 구축 당시의 표본 규모와 대표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차 연도인 2012년에 1800가구의 신규 패

널을 추가하였음

－  2018년 13차 조사 때의 원표본 가구 수는 4266으로 원표본 유지율은 60.3%이며 

신규 패널의 원표본 가구 수는 1392로 원표본 유지율은 77.3%임

 해마다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이와 같은 패널 마모는 불

가피하나 원표본 유지율이 60%대로 낮아져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고 표

본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표본 관리 및 모집단 추정의 정도를 기하기 

위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서 

원패널과 신규 패널의 가중치 산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가중치 변화 분

석, 가구 소득의 추정 방식에 따른 차이 비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음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연차가 6년 이상 지나면서 패널 탈락률이 커짐에 따라 표

본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1800가구를 신규 패널로 추가하였음. 이에 따라 처

음부터 응답을 계속해 온 원패널과 신규 추가 패널을 합한 통합 패널을 대상으

로 가중치 산출과 패널의 변동성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실시하였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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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가중치의 개념을 설명하고 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단

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음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에 신규 패널을 추가하였는데, 한국노동패널은 복지패

널이 신규 표본을 추가하기 이전에 이러한 경험(2009년)을 가지고 있으며 원패

널 구성과 통합 패널 구성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다. 이 부분은 3장에서 가중치 

산출과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을 설명하였음

  4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패널 마모패턴에 따른 가구 특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 차

수별 가구별 가중치 분포 분석, 가중비가중 가구 소득 추정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음

－  분석 결과, 저소득 가구는 패널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 혹은 

3인 이상 가구는 패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컸음. 이러한 시간에 따른 패널 마모로 

인하여 가중치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저소득 가구 가중치 증가량은 일반 가구에 

비하여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4장에서 한국복지패널에서 패널 마모패턴에 따른 가구 특성 차이 분석을 통해 

패널조건화 현상도 함께 살펴보았음

－  가구 소득 추정에 있어서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차이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차이

가 발생하는 원인이 패널 마모에 따른 가구 특성 차이 때문일 수 있음을 보였음. 한

국복지패널의 패널 마모는 단조마모패턴으로 발생하며, 가구의 특성과 가구 소득 추

정에 영향을 미침. 패널이 오래될수록 기존 패널에서는 일반 가구 비율이 증가하지

만 신규 패널에서는 차수가 지나도 그 비율이 유사한 값으로 유지됨. 이로 인하여 기

간이 긴 기존 패널의 가구 소득은 기간이 짧은 신규 패널의 가구 소득보다 더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패널 조사에서 패널조건화 현상은 불가피

하긴 하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추론에 있어 패널조건화로 인한 왜곡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5장에서는 패널 가구의 종단적 결측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통계

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단순하게 종단 결측을 다룰 경우 자료의 왜곡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패널 데이터의 분석에서 패널 가구

의 결측 패턴에 부합되는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  단순히 종단적으로 결측된 모든 가구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응답된 가구만을 대상으

로 분석하는 것은 MCAR 결측 가정에서만 가능한 것임. 따라서 이 연구에서와 같이 

결측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그에 적합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연구 내용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심층분석은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매해 기초분석보고서, 노동패널자료 연구,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 워킹페이퍼 시리즈, 패널브리프, 학술대회 논문 자료집 등이 연구 결과물로 발

간되고 있음. 기초분석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와 동일하게 주요 변

수에 대해 조사 차수별 기초 통계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어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

자가 수치를 검증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노동패널자료 연구는 다른 패

널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주제에 따른 수치 비교, 개선 방향 등을 연구한 보고서이

며,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는 실험 연구, 표본 이탈, 항목 무응답 처리 방법, 표본 

추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보고서임

－  한국복지패널도 이번 심층분석 보고서를 기점으로 하여, 품질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음

 앞으로 한국복지패널의 심층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몇 가지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복지패널은 13년 이상 된 중요한 패널로 세대 간 이전 연구가 가능함. 이를 위

해서는 한국복지패널 분가 가구가 원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

한 연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향후 신규 표본 추가를 위한 준비도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함. 신규 표본 추가

는 이전의 방법처럼 double sampling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정해 주

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그리고, 다른 패널들에서 패널을 운영하면서 겪어온 경험 및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도 필수적일 것임

－ 한국복지패널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paradata 관리 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웹(Web)을 활용한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데이터 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복지패널과 다

른 자료와의 연계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복지패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사업에 더해 향후 한국복지패널 조사 연구의 안정적인 수

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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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빈곤통계연보

Statistical Yearbook of Poverty 2019

연구 책임자: 이현주

공동 연구자: 박형존, 이정윤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함

－  빈곤 및 불평등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위험이 어느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나타냄

－  국가는 어느 집단이 취약계층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이때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빈곤 및 불평등의 변화는 정책을 실행한 이후의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 근거

로 활용할 수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빈곤 및 불평등 관련 통계 자료의 최근치를 생산하여 관련 분

야의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연구자에게 빈곤과 불평등을 파악하고 정

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심 있는 국민들도 손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통계지

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연구 목적

정책자료 2019-06 연구 내용 1. 빈곤 및 중간계층 분포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적용)

－  2018년 소득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임

－  시장소득 기준 2018년 상대적 빈곤율은 21.0%로 2017년 20.8%보다 0.2%포

인트 증가함. 가처분소득 기준 2018년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2017년 대비 

0.6%포인트 감소

2. 인구 유형별 빈곤

연령 범주별 빈곤율

－  소득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 모두 76세 이상, 66~75세, 51~65세, 18세 미만, 

41~50세, 18~25세, 26~40세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인구 유형별 빈곤율

－  노인 빈곤율은 2018년 시장소득 기준 59.9%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42.0%로 나타나 전년대비 다소 감소함

－  아동 빈곤율은 2018년 시장소득 기준 13.1%, 가처분소득 기준 12.3%로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음

－  청년 빈곤율은 2018년 시장소득 기준 10.6%, 가처분소득 기준 9.5%로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음

－  장애인 빈곤율은 2018년 시장소득 기준 54.6%, 가처분소득 기준 41.5%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  취업자 빈곤율은 2018년 시장소득 기준 14.3%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가

처분소득의 경우 11.4%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  여성가구주가구 빈곤율은 2018년 시장소득 기준 43.4%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은 36.7%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2018년 시장소득 기준 49.1%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8.6%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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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의 빈곤율은 2018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기준 각각 58.9%, 52.7%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3. 소득분배

5분위/10분위 배율

－  2018년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11.1배로 전년 대비 0.2배 하락하였으며, 가처

분소득 기준 6.5배로 전년 동 분기 대비 0.5배 하락

－  2018년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31.1배로 전년 대비 0.1배 하락하였으며, 가처

분소득 기준 11.3배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2배 하락

분위수배율

－  2018년 p90/p10은 시장소득을 적용할 경우 9.51배로 전년 대비 0.32배 상승. 가처

분소득을 적용할 경우 5.55배로 전년 대비 0.23배 하락

4. 지니계수

－  2018년 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403로 전년 대비 0.003 하락, 가처분소득 

기준 0.345로 전년 대비 0.009 하락

－  지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8년 소비지출 기준 지니계수는 0.268, 가계지출 기준 

0.319로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5. 자산분배

자산 빈곤율

－  2018년 자산 빈곤율은 총자산 기준 26.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순자산 기준 28.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함

자산 지니계수

－  2018년 자산 지니계수는 총자산 기준 0.542로 전년 대비 0.007 중가하였으며, 순

자산 기준 0.567로 전년 대비 0.009 증가함

연구 내용  2019년 「빈곤통계연보」 는 이전 각 연도의 「빈곤통계연보」와 달리 지표 산출

에 사용한 데이터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로 변경되었음

－  데이터 자료의 변경으로 청년, 장애인 빈곤율을 추가로 산출하여 제시할 수 있었으

며, 한부모 가구의 구분된 코드를 이용하여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의 정확성을 제고

할 수 있었음

－ 향후 빈곤통계의 시계열비교를 위한 자료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 제언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42  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9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및 의견 수렴 2019 KIHASA Annual Report  l  243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An Examination on Income Survey Microdat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연구 책임자: 이원진

공동 연구자: 정해식, 전지현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되었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 포착률이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의 안

정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는 학술적 측면에서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데이터 활용을 어

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

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를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2011~2016년(소득연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두 데이터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4인 이상 가구, 가구주가 남성, 50대, 대졸, 상용근로자인 가구 등 대체로 소득 수준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수시) 2019-13

연구 내용

이 높고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재가중하여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

사하게 조정하면, 재가중 후 가계동향조사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평균과 중위

값은 증가하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감소함.  즉,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

가 데이터 간 소득 규모의 차이를 일정하게 설명하지만,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의 차

이는 설명하지 못함

－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동향조사보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규모도 크게 포착함

－  하지만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크게 조사되었음

－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을 포함한 1차 소득을 포착하는 데는 가계금융·

복지조사가 대체로 우위에 있지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파악하는 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서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

향조사에서 높게 나타났음

－  가계동향조사의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적인 이유는 전체 노인 중 경제

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

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16년(소득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분석

－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이는 행정자료 보완 작업이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사실을 의미함

－  그뿐만 아니라 서베이에서 시장소득이 없다고 보고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이 행정

자료 보완을 통해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기도 하였음

－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이 근로소득 분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

하고 서베이에서 파악하지 못한 근로소득의 존재가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이 증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또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서베이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업소득이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었고,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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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률과 고령자의 공적연금 평균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음. 이는 서베이 방식 소득조사가 

노인빈곤을 다소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소득조사에 대한 함의

－  행정자료 보완이 소득 과소/과대 보고 문제에 대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의 추가적인 행정자료 보완 등 개선 과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

통계 생산과 학술연구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소득분배 분석에 대한 함의

－  향후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소득분배 장기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를 

혼용할 수밖에 없음

－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2016년(소득연도) 시점의 여러 마이크로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대한 함의

－  단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실측값과 증가율 등의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활

용하여 적절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기적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를 전면 활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산

출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연구 책임자: 정은희

공동 연구자: 전지현

본 사업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위

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와 더 넓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과 관

련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으로 함

－  올해 사업에서 초점을 둔 주제는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기본과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불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함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서 제도

를 집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를 포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전문위원 중심의 포럼 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제

도 조정 및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 우리 사회에서 불안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집단

－ 사회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불안의 원인

－ 최근 방문·내방 상담의 주요 문제 및 욕구 영역

－ 최근 방문·내방 상담의 과거와 달라진 점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모니터링 

－ 장기수급자의 가구 및 개인 특성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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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과 그 이유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장애 요인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의지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 사각지대 발생 사유

● 복지 서비스 및 급여 비신청 사유

● 노인의 사회적 낙인을 야기하는 복지제도 및 그 이유 

●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홍보 방안

－ 부정수급 모니터링

● 부정수급의 발생 유형

●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부정수급 유형

● 부정수급 관리 체계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

● 부정수급 차단 및 감소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 사회적 불안의 주요 집단

●  청년층의 경우 가장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 중 하나로 취업, 주거, 결혼 등 종합적인 측면

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한 불안이 매우 큰 집단임

●  중장년층은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미래 노후 설계 등에 대한 중첩 부담으로 인한 불안감이 

큰 집단임

●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 및 가난의 대물림 등으로 불안을 경험하

정책 제언

연구 내용 고 있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적절한 지원

을 받지 못해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최근에는 범죄 등 안전 문제 이슈로 인해 특히 여성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

－ 사회적 불안의 주요 원인

●  사회정책이 발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활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sns 등의 발

달로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사회정책이 계속 발전하고는 있지만,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

가 광범위하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즉, 양적인 확대도 중요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 및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  사회정책의 현실과의 괴리는 결국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는 한 개인이 열악

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이

어질 수밖에 없음

●  사회문제에 대한 사후 대처를 넘어 잠재적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예방적 복지정책이 부족

한 실정으로, 금품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 사회서비스 정책 등이 요구됨. 예컨대, 최근 큰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된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담,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 등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가 소득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자연재해,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홀했

으며,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한 불안도 커짐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모니터링 결과

－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의 특성

●  만성질환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수급자의 경우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만성화되어 있어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약함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근로를 통한 소득 발생으로 인해 바로 수급에서 탈락하여 모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탈

수급 의지는 저하될 수밖에 없음. 실질적인 근로 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필요 있음

●  구직활동 및 취업과 관련해서는 자활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상담·교육, 

취업역량 및 욕구에 대한 전문적 상담,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자활 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일

자리 제공 등이 요구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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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및 간병 등 가구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통해 근로 및 탈수급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탈수급 의지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여건임. 탈수급 후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생계비 등 기본

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수급자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의식도 심어줄 필요 있음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결과

－ 사각지대 발생 원인

●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제도 설계상 선별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없거나, 대상자가 몰라서이

거나,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함

－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안 

●  tV, 라디오,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야 하며, 대

중매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정류장, 복지관, 지역 내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도 가능함

●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정보습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통반장,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정보 제공이 유용함. 또는 개별 방문이 아니더

라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 관련 기관을 통한 홍보도 방법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통할 수 있음

●  제도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복지서비스 관련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

－ 부정수급 발생 원인 

● 부정수급은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부정수급 차단 및 감소를 위한 과제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부정수급 전담 인력 부족 문제 해

결,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한 정보시스템 권한 강화,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 등이 있음

정책 제언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A Report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17

연구 책임자: 박은자

공동 연구자: 정 연, 서제희, 배정은, 이나경, 김은주, 염아림, 윤열매, 김규성, 박현아, 이영민, 윤유진,

김성경, 최건우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이탈 가구 분석을 통해 2017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샘플의 특성 파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를 활용한 질병 이환 현황 파악 및 주요 만성질환 및    

유병 상태 정의

－  가구 및 개인의 의료비 지출과 의료 이용 현황 및 추이뿐 아니라 질환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현황 및 추이 파악

－ 주요 건강 행태를 중심으로 개인의 건강 수준 현황 및 추이 파악

2017년 연간 데이터 구성 방식

－  2017년 연간 데이터는 2017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와 2018년에 진행된 13차 조

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연간 의료 이용 자료가 모두 수집된 가구원과 이 가구

원들이 귀속되어 있는 가구를 선별하여 구성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 연간 데이터에는 6408가구 1만 7184명이 포함되었음

－  2017년 연간 데이터 가중치 조정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

하였음

개인 및 가구 연간 의료비 구성

－  개인 연간 의료비는 응급·입원·외래 의료 이용 금액과 이에 따른 처방약값에 한정

하여 2종류로 산출하였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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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연간 의료비는 응급·입원·외래 의료 이용 금액과 이에 따른 처방약값에 한정한 것을 가장 

협의로 하고, 점차 포함 범위를 넓혀 총 5종류로 산출하였음

데이터 분석 방식

－ 이탈 가구 분석

●  이탈 가구 분석을 위한 sample flowchart를 정리하였으며, 이탈 가구 분석은 두 가지 방식

으로 진행하였음

●  우선 2008년 연간 데이터 원가구 중 2017년 연간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이탈 가구로 

정의하여 이탈 가구와 유지가구의 2008년 특성 차이를 파악하였음

●  두 번째로 2016년 연간 데이터에 포함되었으나 2017년 연간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이탈 가구로 정의하여 이탈 가구와 유지 가구의 2016년 특성 차이를 파악하였음

질병 이환 현황 및 유병 상태 분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를 기준으로 질병 이환 현황 및 다빈도 질환을 파악

하였으며, 국내외 사례[Hp2020(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국민건

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미국 MepS(AHRQ, 2018)]를 검토하

여 8대 주요 만성질환(군)(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심장질환, 뇌혈관질

환, 악성신생물, 결핵)을 선정하여 유병 상태를 파악하였음

●  8대 주요 만성질환 중 가장 많은 가구원이 앓고 있는 질환은 고혈압으로 전체 가구원 수의 

25.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관절병증(22.0%), 고지혈증(16.2%), 당뇨병(10.5%) 순으로 

빈도가 높음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분석

－  만성질환자의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 분석은 기본적으로 질환별 외래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중증질환에 해당되는 일부 만성질환은 외래

와 입원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2017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의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2008년에 비하여 증가

한 반면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환자의 외래 연간 본인부담의료비

는 2008년 대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환자의 외래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본인부

담의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당뇨병이었음

●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환자의 외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연구 내용 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의료비는 악성신생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입원환자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의료비 역시 악성신생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인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분석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 대상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 행태 차이

를 분석하였음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는 2019년에 진행된 한국의료패널 조사 

개요를 보고하고, 2017년 연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는 정책 기여도가 높은 심층분석 연구가 수

행될 수 있도록 기초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음

－  기초분석보고서의 1차적 목표는 해당 연도 자료의 1차적인 공표라는 의미를 가지며, 

주요 보건의료 통계 지표를 선정하고 생산하는 데 주안점을 둠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주목적인 가구 

및 가구원의 질병 이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

로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질병 분류, 질병 이환 및 유병 상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만성질

환을 선정하여 질환별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분석함. 이를 통해 향후 관련 연

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정 기준과 근거를 제공하였음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방대함과 제한된 범위에서 내용상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

므로 연구진 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분석보고서 포함 내용 및 분석 방향, 

추가 산출이 필요한 통계 지표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음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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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 · 운영을 위한 연구

A Study of Strategies for the 2nd Korea Health Panel Project

연구 책임자: 박은자

공동 연구자: 정  연, 서제희, 배정은, 이나경, 김은주, 염아림, 윤열매, 문성웅, 서남규, 강태욱, 오하린, 

장소현, 정다인, 고종률, 김성식, 박지혜, 김찬호, 이희제, 김규성, 박현아

한국의료패널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개인 및 가구 단위 의료비 지출 규모 파악

－ 의료 이용 결정 요인, 의료비 재원 파악 관련 지표 산출

－ 의료 이용 관련 보건정책과 사업 평가 지원

－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성과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9년 제1기 조사(14차 조사)가 종료

되었으며, 2019년 제2기 사전조사를 하였고, 2020년 제2기 1차 조사를 할 

예정임

 이 연구는 제1기 한국의료패널의 성과를 고찰하고,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 

과정(표본 설계, 조사표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기 한국의료패널의 

효과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제1기 한국의료패널조사 고찰

－  제1기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조사 경과와 운영체계를 소개하고 제1기 한국의료패널 

패널가구의 조사 참여 경험을 정리함

－  데이터 구축 및 제공, 학술 논문 등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2008~2019년 제1기 한

국의료패널의 성과를 고찰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43-02 제2기 한국의료패널의 구축·운영체계

－  국민 의료 이용에 대한 대표성 확보, 조사의 효율성, 정책적 활용도, 국제 비교성 

및 다른 조사와의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제2기 한국의료패널의 개편 방향을 제시함

－ 제2기 한국의료패널의 표본 설계를 소개함

－ 조사 영역별로 제2기 한국의료패널조사 내용 개선 내용과 추가된 조사 문항을 제시함

●  가구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통계청 및 타 조사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영역별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정책 지표 산출을 위해 문항을 개선함

●  만성질환: 조사 대상 만성질환을 7개에서 30개로 확대함. 가구원 직접 응답이 필요한 복약 순응도

와 부작용 발생은 가구원 조사로 이동하고 약제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 문항으로 통일함

●  민간의료보험: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상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민간보험, 보험 수령금 정보 연계를 체계화함

●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 영역에서 응급서비스 이용, 입원서비스 이용, 외래서비스 

이용, 임신 및 출산, 환자 경험, 의료비 부담에 대해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의료비 등 공통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동일한 형식으로 조사 내용을 통일하였음. 환자의 자가 보고 질병명, 증상을 

분류한 질병 코드 대신 의료 이용 다빈도 질환과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주요한 질환을 응답자

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료 이용을 파악함

●  일반의약품 이용: 표준화 및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계정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구매처를 세분화함

●  건강생활 습관: 전자담배 사용 등 최근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의 건강행태를 확

대하고 건강행태 관련 비용(금연 비용, 전자담배 구입 비용, 규칙적인 신체활동 비용)에 대한 

조사 항목을 추가함

●  건강 수준: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7문항을 개발하고, 활동제한 중 일부 

항목은 ‘장기요양 및 기타 돌봄 서비스 이용’ 영역이나 노인부가조사 내용으로 재배치하였음. 

그 외 와병률, 결근·결석에 대한 문항만 건강 수준 영역에 포함함

●  의료접근성: 미충족 의료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미이용뿐 아니라 지연 이용과 불충분 이용

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함.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처방 의약품에 대

한 접근성 항목도 추가함

●  상용치료원: 의료 이용 시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 혹은 의사를 상용치료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사 문항을 9문항으로 구성함

－  국내외 관련 조사를 고찰하고 한국의료패널의 운영체계(조직과 인력, 역할 등), 조사

체계(패널 운영 방식, 조사 설계, 조사 질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사 방법 개선 

방안을 제안함

연구 내용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54  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9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및 의견 수렴 2019 KIHASA Annual Report  l  255

2019년 제2기 한국의료패널 운영 성과

－  2015년부터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이 추진되어 현재 계획대로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  제2기 한국의료패널조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논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내용을 개발하여 2019년 사전조사, 2020년 조사의 조사표를 확정함

－  또한 제1기 한국의료패널 운영 경험을 정리하여 제2기 한국의료패널 운영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일부를 2019년 사전조사에서 적용함

제2기 한국의료패널의 추가 조사 내용 발굴

－  2019년 사전조사와 2020년 1차 조사의 조사표 확정으로 제2기 한국의료패널의 주요 

조사 내용이 도출되었으나 추가적인 부가조사 내용 개발이 필요함

제2기 한국의료패널조사 방법 개선 

－  현재 한국의료패널조사는 CApI를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조사 방법의 효율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시 

윤리적인 조사 방법 준수함

한국의료패널 활용도 제고

－  한국의료패널 연간 데이터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포맷 개선

－ 데이터 분석 방법 교육과 다각적인 정보 제공으로 생산된 패널 자료의 활용 유도

●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 개편으로 제공 정보 확대 

● 일반 국민 및 패널가구 대상 정보 개발 및 홍보 활성화

－ 정책 평가 등 심층적인 연구 결과 생산ㆍ공유로 패널 자료의 활용도 제고  

정책 제언

2019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Social big data trend analysis based on health and welfare issues 
in 2019

연구 책임자: 오미애

공동 연구자: 전종준, 천미경

 보건복지 분야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변화하

고 있음.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이슈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소셜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함.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추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 

빅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인 저출산 주제와 건강보험 주제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저출산, 건강보험 키워드 관련 문

서를 수집하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음. 그리고 키워드 추출 방법론에 대

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음

 2장에서는 저출산 관련, 3장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동향분석을 위해 월별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추출되었는지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살펴보았고, 키워드간

에 어떤 연관관계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리고 토픽 모형으로 주제들의 특성을 살펴봄

 －  저출산은 모두의 관심사로, 정부의 정책 발표 외에도 언론사에서 특집기사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3차까지 정책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제4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

립하여 앞으로 20년, 40년 이상의 미래사회를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다양한 핵심과

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임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 보험 보장률을 70%

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2, 

3인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초음파, MRI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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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였음

－ 이러한 정책 방향들이 키워드 분석에서도 나타남

 저출산, 건강보험 키워드로 수집된 문서들은 저출산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직접

적인 정책도 있었지만 일자리, 국민연금 키워드처럼 항상 이슈가 되는 키워드들

이 포함된 문서들도 함께 수집되었음. 이는 저출산과 건강보험 이슈는 일자리와 

국민연금 등 주요 이슈들과 함께 같이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장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주제 추출 및 키워드 임베딩 방법에 기초한 키워드 추

출 방법론을 살펴보았음

－  문서 내의 단어 특징 추출 및 주제 추출 방법론으로 네트워크 기반 단어분석, 단어 

특징 추출 방법, 토픽 모형을 설명

－  그리고 키워드 추출에 사용되는 최신 방법론으로 네트워크 기반, 단어 특성 추출 기반, 

토픽 모형 기반 키워드 추출 방법론을 살펴봄

－  키워드 추출방법론의 고도화 기술로 구조적 성김성을 이용한 단어 특징 추출, 감

성 분류정보를 반영한 특징 추출, 온라인 학습 방법도 기술하였음. 이는 보건·복지 

분야의 기사 주제 정제를 위한 키워드 분석 방법 고도화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본 위 분석 결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국가적·사회적

으로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는 데 근

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다양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영향력 등을 분석하고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시의성 높은 보건복

지 정책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연구 내용

정책 제언

2019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System 2019

연구 책임자: 이연희

공동 연구자: 신정우, 이소영, 류시원, 안수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에 동참하여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

－  기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제공, 국내외 마이

크로·매크로데이터의 링크 및 메타정보 수집, 정형·비정형데이터 수집·분석·제공 등

을 체계화하여 향후 보건복지통계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용자에게 보건복지 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하고 적절한 최신의 콘텐츠를 

수집·분석하여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품질의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자 함

●  통계 수집의 범위를 소셜 데이터까지 확대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기초자료를 제공함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최신 보건복지 이슈 통계 서비스

－ 상위 빈도를 차지한 보건복지 관련 이슈 및 정책통계 제공과 월별 변화 분석

●  온라인 뉴스 매체 및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등 280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보건복지정책 관

련 정부 수집

－  수집된 소셜데이터를 일반인에 공개하여 소셜데이터를 이용한 이슈 예측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기회 제공

보건복지관련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

－  보건복지와 연관된 신규로 승인된 통계 및 미승인통계 등의 마이크로데이터 수집·제공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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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통계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미승인통계 ‘2017년 사회통합실태

조사 및 국민인식조사’ 등 신규 5종의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시각화 서비스 확대

－  ‘의료패널조사’ 및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핵심 통계지표를 

선정하여 인포그래픽스 및 통계시각화 제작·서비스

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 이용자의 니즈 분석을 통해 포털 개선 방향 및 콘텐츠 강화 방향 모색

－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통계정보가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는 돕는 창구로서 역

할을 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음

보건복지분야 신규 통계 수집 및 기존 콘텐츠의 최신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화된 142종의 통계에 대한 업데이트 실시를 통해 통계에 대한 시의성 확보

－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된 95종의 통계 등 353종의 신규 통계를 DB로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 활성화 제고 

－  미승인 통계는 「통계법」에 의해 내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통

계이나 국가 예산으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활용 가치가 높은 통계의 경우 제한적

으로 공개를 확대해야 함

－ 마이크로데이터의 무료화 추진을 통해 이용자 확대 유도

●  국가 예산이 투입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무료화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무료화 정책이 시급함

연구 내용

정책 제언

보건복지 분야 패널자료 품질 개선 연구 
-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을 중심으로

A Study of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and Welfare Panel 
Data - Focusing on Imputation of Item Nonresponse

연구 책임자: 이혜정

공동 연구자: 지희정, 이지혜

 이 연구는 무응답 대체에 대한 새로운 기법 제안 및 지속 가능한 무응답 대체 자

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패널자료의 항목무응답 대체 시 적용하고, 기존의 대체 방

법과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대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부합한 연구임

●  최근 빅데이터 및 정보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

사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응답 패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

－  무응답 발생 패턴의 변화로는 무응답 대체 대상 변수의 추가적인 발생, 무응답 비율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두 개 패널자료의 경우 일부 변수에 대해 무응답을 대체하고 있으며, 항목무응답 

비율은 높지 않은 편

 보건복지 분야 한국복지패널자료 및 한국의료패널자료에 근거하여 항목무응답 

대체 모의실험 실시 

－  대체 대상 변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경우 ‘경상소득’이고, 한국의료패널자료의 

경우 ‘생활비’임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수시)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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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가지표별 가장 우수한 효과를 가지는 대체 방법 (한국복지패널)

(단위: %)

대체 방법 BIAS RMSE COV
예측의 정확성 추정의 정확성

MAD RMSD ADB ADV ADS ADK

mean

hotdeck

ratio
5, 10, 

20, 30

20, 30, 

50
50 50

mean_3 5, 10

hotdeck_3 5, 10

ratio_3
5, 10, 

20

knn_3 5, 10
5, 10, 

20, 30
10 5, 10 10, 30

rf_3

5, 10, 

20, 30, 

50

20, 30, 

50

5, 10, 

20, 30
30, 50 5, 10 5, 20

5, 10, 

20, 30

svm_3
5, 10, 

20, 30

5, 10, 

20, 30, 

50

5, 20, 

30, 50
20

mlp_3
5, 10, 

20, 30

주: COV는 91% 이상의 포함률을 만족하는 경우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복지패널조사(12차)[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에서 

2019. 5. 14. 인출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조사(13차)[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에서 

2019. 5. 14. 인출

－  부가적으로 실시한 모의실험인 무응답 대체 대상 변수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포함

(6개)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대체 방법이 예측의 정확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결과에서 모두 우수함

●  신경망 대체 방법은 기존보다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무응답 비율이 증가할수록 대체 효과도 

점점 향상

● K-최근접 이웃 대체 방법은 기존보다 효과가 좋지 않음

 한국의료패널자료 생활비에 대한 무응답 대체 결과, 3개의 설명변수를 사용한 

랜덤 포레스트 대체 방법(rf_3)의 효과가 가장 우수(<표 3> 참조)

－  랜덤 포레스트 대체 방법은 무응답 비율과 상관없이 생활비에 대한 평균 추정량의 

편향도 가장 작고 포함률도 높은 편

－ 다양한 무응답 비율(5%, 10%, 20%, 30%, 50%)에 따른 모의실험 실시

●  결측자료 메커니즘이 임의결측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대체 대상 변수와 연관성 있는 변수를 고

려하여 모의실험용 자료 생성

● 무응답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은 단순임의추출 방법 사용

● 각 무응답 비율별로 모의실험용 무응답 패널자료를 100개 생성

－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은 K-최근접 이웃 대체, 랜덤 포레스트 대체, 서포트 벡터 머

신 대체, 신경망 대체 방법을 고려하였고, 기존의 대체 방법(평균, 핫덱, 비 대체)과 

함께 비교하였음

－  대체 방법의 효과는 편향, 제곱근평균제곱오차, 포함률, 예측의 정확성, 그리고 추정의 

정확성으로 평가함(<표 1> 참조)

<표 1> 대체 방법 평가 기준

평가지표 표기 설명

편향 BIAS 평균 추정치와 참값과의 일치 정도

제곱근평균제곱오차 RMSe 평균 추정치를 얼마나 일관되게 추정하는지 평가

포함률 COV 평균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에서 참값의 포함률

예측의 정확성 - 개별 개체의 대체값과 실제값 간의 유사 정도

추정의 정확성 - 대체된 자료의 적률이 실제 자료의 적률을 잘 유지하는지 평가

 한국복지패널자료 경상소득에 대한 무응답 대체 결과, 3개의 설명변수를 사용

한 랜덤 포레스트 대체 방법(rf_3)의 효과가 가장 우수(<표 2> 참조)

－  랜덤 포레스트 대체 방법은 무응답 비율과 상관없이 경상소득에 대한 평균 추정량의 

편향도 작고 포함률도 높은 편

● 무응답 비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추정의 정확성도 잘 유지하는 편

－  다음으로 K-최근접 이웃(knn_3) 및 서포트 벡터 머신(svm_3) 대체 방법의 결과도 좋은 편

● 서포트 벡터 머신 대체 방법은 무응답 비율과 상관없이 예측의 정확성에서 가장 우수

연구 내용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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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K-최근접 이웃 대체 방법 및 서포트 벡터 머신 대체 방법도 편향이 작고 

포함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포트 벡터 머신 대체 방법의 경우 무응답 비율과 상관 없이 예측의 정확성이 아주 우수함

〈표 3〉 평가지표별 가장 우수한 효과를 가지는 대체 방법(한국의료패널)

(단위: %)

대체 방법 BIAS RMSE COV
예측의 정확성 추정의 정확성

MAD RMSD ADB ADV ADS ADK

mean

hotdeck 5

ratio
5, 10,

20

20, 30, 

50

20, 30,

50
50

mean_3 5, 10

hotdeck_3 5, 10

ratio_3 5, 10 5, 10 10 20, 30

knn_3 5
5, 10,

20, 30

5, 10, 

20, 30
5

5, 10,

20, 30

rf_3

5, 10, 

20, 30, 

50

5, 10, 

20, 30, 

50

5, 10, 

20, 30
50

svm_3
5, 10,

20

5, 10, 

20, 30, 

50

5, 10, 

20, 30, 

50

10

mlp_3
5, 10, 

20, 30
5

주: COV는 91% 이상의 포함률을 만족하는 경우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의료패널조사(8차)[데이터파일]. https://www.khp.re.kr에서 2019. 6. 7. 인출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국의료패널조사(9차)[데이터파일]. https://www.khp.re.kr에서 2019. 6. 7. 인출

－  설명변수를 더  포함(10개)하여 대체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대체 방법이 편향도 작은 

편이고 포함률도 높은 편이며 참값에 더 가깝게 대체하여 4가지 대체 방법 중 가장 우수

●  신경망 대체 방법은 작은 편향을 가져서 참값과 유사하고 포함률도 높은 편이나, 무응답 비율이 50%일 때 

추정의 정확성에서 큰 값을 가지므로 무응답 대체 시 주의가 필요함

패널자료에서 항목무응답 대체 시 기계학습 통계방법의 적용 가능성 확인

－  랜덤 포레스트 대체 방법의 경우 편향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지표도 우수한 결과를 

가지므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함

연구 내용

정책 제언

정책 제언 대체군 활용 여부에 따라 대체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확인

－  평균, 핫덱, 비대체 시 대체군은 무응답 대체 변수와 연관성이 높은 설명변수로 형

성할 것을 추천

－ 대체군을 보다 견고하게 형성할수록 대체 효과는 더 향상될 수 있음

보조변수로 활용하는 설명변수 개수의 증가에 따른 대체 효과 확인

－  복잡하고 포괄적인 모형보다는 무응답 대체 대상 변수와 연관성이 높은 설명변수를 

탐색하고 선정하는 것이 무응답 대체 효과 향상에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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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Personal Genetic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 
Analysis and Policy Challenges

연구 책임자: 정영철

공동 연구자: 박실비아, 이기호, 진재현, 안수인

 유전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 개인 유전 정보 보호 정책 및 유전 

정보 보호 절차와 과정, 즉 유전 정보 보호 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

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첫째, 개인 유전 정보 보호와 관련한 제반 문헌 검토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 수준 파악

－  둘째, 개인 유전 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법률 및 제

도의 한계점 도출

－  셋째,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 유전 정보 보호 절차와 과정, 즉 관리 수준과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

 우리나라 유전 정보, 개인 유전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2004년 「생명윤리법」 제정’과 ‘2016년 12개 검사 항목에 대한 DTC 서비스 

허용’을 들 수 있음

 유전 정보 특징으로는 불변성, 가족 공유성, 고유 식별성, 관련성, 미지성 등(

이원복, 2018)이 있으며 이러한 유전 정보에 대해 유전자 예외주의(Genetic 

Exceptionalism)와 유전자 포괄주의(Genetic Inclusivism)와 같은 2가지 견

해가 있음

－  유전자 예외주의에서는 유전 정보는 타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별도 법적 보

호가 필요하다는 입장

－  유전자 포괄주의에서는 유전 정보는 개인의 건강, 의료 정보의 한 요소로 간주하여 

더 높은 보호가 필요없다는 입장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14  국내 유전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이 있음

－  용어 정의에 있어 개인 정보, 유전 정보는 두 법령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식별 

정보, 익명화,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서만 규정

－  유전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규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 조치 의무,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준용 필요

 개인 유전 정보에 대한 처리 기준, 개인 유전 정보 침해 예방 조치, 개인 유전 정

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유전 정

보 사업자 즉,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한 유전 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임

 최근 국내 ICT 규제 샌드박스 정책,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

한 시범 사업과 같이 DTC 서비스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현황 및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80개 비의료 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약 3주간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 34개 기관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43%

－  유전자 검사 기관의 사업 대상은 연구 기관 21곳, 의료기관 16곳, 개인 소비자 12곳

으로 아직까지는 개인 소비자보다는 연구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 다수

－  국내외 지사 및 해외 법인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34개 기관 중 국내 지사가 있는 기

관이 6곳, 해외 법인이 있는 기관이 2개로 유전 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 존재 입증

－  유전 정보의 개인 식별성에 대한 공감 정도는 매우 공감함이 29.0%, 별로 공감하

지 않거나 전혀 공감하지 않음이 24.0%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유전 정보의 개인 식

별성에 대한 인식 부족

－  개인 유전 정보 보호에 대한 본인의 관심 수준은 매우 높음과 높음이 91.2%, 지식 

수준은 매우 높음과 높음이 73.6%로 상당한 관심과 지식 수준 보유

－  개인 유전 정보 보호에 대해 향후 관심 정도는 업계와 정부 모두 매우 높음과 약간 

높음을 합하여 94.1%로 매우 높은 수준

－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인적 정보(73.5%), 건강 상태 정보

(35.3%), 생활 습관 정보(23.5%) 등 민감한 개인 정보로 많은 주의 필요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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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55.9%, 이를 공개하는 기관은 70.0%

로 법적 구비 요건임에도 검사 기관들의 이해도 부족 

 5개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에 대해 현장 방문, 홈페이지 분석, 설문조사 자료 

검토, 담당자 인터뷰 등을 실시함

－  회원 가입 로그인 화면에서의 SSl 미적용, 외부 인터넷망에 관리자 페이지 노출 등 

접근 통제 미흡 사례 발견

－  개인 정보 흐름 예상도를 작성한 결과 설문지 내 민감 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필요, 

이벤트성 고객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 여부 확인 필요, 고객정보 혹은 분석 결과 등

과 같은 DB 접속 시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접속기록 수립 및 이행 필요, 보유 기간 

도래로 인한 DB 파기 시 보유 기간 및 파기 계획 수립 필요

－  검사 의뢰서의 ‘건강 문진표’ 내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시 

별도 동의 필요

－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개인 유전 정보 관리에서의 문제점과 이슈

● 개인 유전 정보 자체에 대해 개인 정보라는 인식 부족

●  유전자 검사 시 부가 수집 건강정보, 라이프스타일 정보 등을 개인 정보로 간주하지 않아 개

인 정보 보호 미조치 

●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 인지 부족

●  제조·유통사와의 협력 사업 시 인적 정보, 유전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주체 및 관리 방법 인지 부족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 필요

● 「생명윤리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에 대한 내용 인지 필요

● 채취한 인체유래물 즉각 폐기에 대한 현장 확인 작업 필요

● 유전자 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전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및 유전정보 보호 교육 필요

●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도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취약

● 개인 유전 정보 보호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

 유전자 검사 기관 현장의 개인 유전 정보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Q&A 사례집을 개발·배포함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 정보의 저장 및 관리, 개인 정보의 제공, 개인 정보의 파기

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 주고 사례를 제시해 주는 Q&A 사례집을 개발하여 배포

정책 제언

연구 내용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수준과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적

인 조사를 실시함

－  법과 규정에 담겨 있는 내용을 유전자 검사 기관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유전 정보 주체가 계속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전 정보 보호 관

리 실태 조사를 실시

 개인 유전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유출 및 침

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함

－  개인 유전 정보의 개인 식별성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는 국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례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빅데이터 사업뿐 아니라 유전 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

 현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 특례 사업과 인증제 시범 사업에서 유

전 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관심을 유도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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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구포럼 운영

2019 Korea Demography Forum

연구 책임자: 조성호

공동 연구자: 이상정, 이소영, 황남희, 오신휘, 이주연

 인구포럼은 201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

은 인구 관련 이슈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특히, 7월에 열리는 인구포럼은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기획되어 우리 연구원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올해의 인구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목적과 개념을 반영하여 

5월과 7월에 두 번 개최되었음

－  먼저 5월에는 대기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변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노인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  특히,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한 ‘미세먼지와 아동 및 노인의 삶’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도 이루어

져 국민들의 실제 인식도 함께 공유되었음

－  7월의 인구포럼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음

●  먼저 앞으로의 인구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조 발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인

구감소로 인한 우리사회의 모습을 포럼에 참여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알아보았음

●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연구 소개

정책자료 2019-04

저출산·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연구 책임자: 인구정책연구실

공동 연구자: 박종서, 김세진, 윤홍식, 김주호, 박찬종, 송원섭, 양종민, 정재환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전개

－  사회변동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행위 선택과 연관되며, 거시적으로 사회 구조나 

제도적 맥락과 연관

－  다른 한편 개인의 인구학적 선택은 거시적으로 사회구조, 제도적 맥락, 경제적 토대와 

문화적 배경 등의 다차원적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인구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

－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인구변동의 거시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적 맥락을 검토하고, 인구변동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 사

회의 사회(노동과 복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과거 유산을 통시적으로 고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의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런 변화가 복지국가 형성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검토

－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을 위한 조립형 성

장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복지국가라는 대안을 만들어갈 정치적 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  하지만 사회보험은 안정적 고용에 기초한 기여를 전제하기 때문에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

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를 배제하는 문제에 직면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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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해

야 할 사회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역설적 상황

－  노동자 조직과 사업주 조직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대표성과 중앙집권화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

●  사회적 위험을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

●  결국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조직된 노동자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부터 배제된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연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조립형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묶음을 고려해야 함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증세와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

●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건설과정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전면

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만드는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제

● 출발점은 계급 내의 동원과 계급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정책의 제도화와 확대로부터 시작

 복지국가 형성의 요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

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지만 경제적 불안정성 그 자체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

를 증가시키지 않음

－  복지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념체계의 형성 필요

●  이 점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물리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념체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관념적 과정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복지국가 형성의 외부적 요인이라면, 

이 불안정성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는 사회적 관념체계는 복지국가 형성의 내부적 요인

－  한국 정치경제질서는 발전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변화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

재화된 경제적 불안정성이 점점 더 전면에 드러남

●  하지만 발전주의 질서의 해체 이후에도 경제적 불안정성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발전주의적 관념체계는 여전히 유지

● 따라서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은 발전주의의 관념적 경로 의존성

－  이 점에서 현재 한국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주된 과제는 발전주의에 대한 규

범적 비판이라기보다는 발전주의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어야 함

연구 내용 －  즉 발전주의의 ‘바람직함(desirability)’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 가능성(feasibility)’

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발전주의의 관념적 경로 의존성에서 탈피해야 함

● 그 이후에야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관념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한국에서 복지는 2000년대 후반 무상급식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를 매개로 일

련의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처음으로 주요 정치 의제화

－  상대적으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세력은 2010년을 전후하여 실시된 선

거들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

－  복지포퓰리즘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 그것은 보수 세력이 복지에 대한 높아진 사회

적 요구와 활성화된 복지 논쟁에 직면하여 단순한 성장론에서 벗어나 보다 세련된 

논리로 대응한 결과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

－  보수 세력은 복지포퓰리즘 담론에서도 대중영합주의라는 의미로 포퓰리즘을 활용하면

서 2000년대 후반의 복지 논쟁과 이 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평가절하

－  복지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복지와 분배는 경제와 성장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논의의 장은 상당히 제한될 것

●  오히려 복지를 탈정치화하고 오로지 경제 논리로만 다루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

●  이런 맥락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을 무책임한 것으로 그려내는 일련의 흐름들을 이해해야 함

 한국은 ‘신자유주의적인 규제국가’로의 가속화된 경로를 타고 있는 ‘신자유주

의 탈발전국가’로 전환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최소화

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줌

－  한국의 발전국가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양상은 ‘

탈발전국가’의 방향성

－  ‘탈발전국가’의 방향성이란 결국, 한국의 발전국가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발

전국가의 긍정적 요소로 평가 받을 수 있었던 ‘국가능력성’, ‘국가자율성’이 약화

－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금융위기 극복 과정은 약화된 여러 긍정적인 발전국가적 

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  금융위기의 극복 방법으로 주로 실시된 ‘금융개혁’은 결국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발전국가적 속

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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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적자금’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달성하

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 관료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됨

●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발전국가의 속성을 회복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

던 국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경향 나타남

●  발전국가의 대표적 속성들은 모두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약화되었고, 국가를 시장의 규제자가 

아닌 시장에서 활동하는 또 하나의 경제 주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  요컨대, 한국의 국가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한 금융개혁이 국가의 의도대

로 진행되지 않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면서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탈발전국가’로의 진행과정이 가속화된 이유를 ‘신자유주의적 관료제’에서 찾았음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는 1960~70년대의 ‘외연적 수출주의’에서 1980~90

년대의 전환 국면을 거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내포적 수출주의’로 전환

－  외연적 수출주의는 원조를 통해서는 더 이상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안적인 자본조달의 형태로 부상한 외채 도입을 안정적으로 지

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견되고 선택됨

－  2000년대 이후의 내포적 수출주의는 새로운 수출시장의 부상에 따른 수출 급증과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이라는 배경하에 등장

●  1960~70년대의 수출주의와는 달리, 내포적 수출주의는 해외 수요나 투자자본 등과 같은 외

부요인을 상당 부분 내부화

● 더욱 중요하게는, 새로운 수출주의는 금융 세계화, 혹은 미국경제의 금융화가 배경

－ 한국 경제가 기반하고 있는 ‘외연적 수출주의’는 과연 지속가능한지 검토

●  한국과 같은 수출주의 전략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소위 ‘바

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가 전개 중

●  미국은 금융화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시장을 창조했고, 중국 역시 세계의 공장이자 최대

의 상품시장으로 부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출시장은 빠른 속도로 포화상태에 근접

●  그 결과 소수의 수출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쟁의 승자가 되지 못한 채 내부의 불평

등만이 확산되고,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가 해체되는 상황

 OECD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의 경향성이 특권과 배제를 고착시키고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우려를 나타냄. 불균등하게 늙어

간다는 의미는 노화 과정(ageing process)에서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은퇴 이

후 노년기에 물질과 건강 수준의 격차로 발현된다는 것

연구 내용 －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볼 때 한국은 아직까지 산업구조 변

화로 인한 절대적 이동(상향 이동)의 수준은 높지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직업

지위 변동의 확률을 의미하는 상대적 이동 낮은 수준

●  상대적 이동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소득불평등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세대 간 사

회적 이동의 가능성이 세대 내 불평등의 수준까지 영향을 미침

－  상대적 이동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세대 내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이동

성과 관련된 사회적 활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회투자형 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

－ 절대적 이동과는 달리 상대적 이동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역량 강화가 중요

－  사회투자형 지출이란 현금을 통한 소득이전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기술에 대

한 투자를 통해 빈곤율의 감소, 사회 통합, 젠더 평등을 목표

●  사회투자형 지출은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 대한 보육과 교육 투자와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

게 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통해 잠재적인 빈곤과 

실업, 불평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대비

●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해서 사회투자형 지출은 탈산업화와 경제자유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갈

수록 유연화되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의 습

득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의 가능

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복지체제 개선과제

－  출발점은 계급 내의 동원과 계급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정책의 제도화와 

확대로부터 시작

－  유아기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하면 향후 아동들의 비행 감소와 학교 교육연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

● 유아기 아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육과 교육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

－  한편 유아기 아동에 대한 보육기관 이용의 확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남성과 동

등한 직장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이동성의 확대에도 도움

●  정부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보조해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이동성에 도움

－  사회투자형 지출은 유아기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그중에서도 적

극적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해 주목 필요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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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A perception survey of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연구 책임자: 김은정

공동 연구자: 강은나, 변수정, 이상정, 임정미, 장인수, 이주연

 범정부 차원에서 제1~3차에 이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저출

산·고령화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국민 인식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

영하고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적

절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본원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이처럼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국민 

인식을 모니터링함에 따라 관련 정책의 수요와 방향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경

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이 기존에는 출산율 제고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점차 우리 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2019년

에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어 보았으며 이와 함께 

결혼·출산·양육을 둘러싼 인식, 고령사회의 노인 돌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봄

미세먼지와 아동

－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보호자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거의 매일 확인한다는 응

답이 75.6%였고, 일주일에 1~4회 이상 확인한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93.3%가 최

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고 응답함

－  양부모 가구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자주 확인한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05 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한부모 가구와 전문대졸, 고졸이하 저학력의 부모는 ‘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정보 확인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스마트폰의 이용도가 

높은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tV 또는 라디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

회계층 간에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 빈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미세먼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졸 이상의 부모가 더욱 심각하

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대처 방법에서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인식, 대처 측면에서 사회계층 간의 차

이가 확인됨

－  아동 약 10명 중의 4명 이상은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

환,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각·결막염 등 안구 질환 등의 건강상 문제를 경험하였으

며, 이 중에서 87%는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또 공식적·비공식적 야외활동을 참여하지 않은 경험이 각각 30.9%, 47.1%로 나타나 

야외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남 

미세먼지와 노인

－  미세먼지 확인 방법으로는 tV나 라디오가 9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도 89.7%로 높게 나타남. 그 밖에 시·군·구청이나 환경부

의 문자(61.1%),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 수집(58.9%), 그리고 스마트

폰 활용(45.4%) 등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은 66.8%였으며, 나머지 33.1%는 미세먼

지 마스크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제품 사용 경험은 황사/미세먼지 마스크가 67.5%로 가장 많

았으며, 공기 정화 식물 25.7%, 공기청정기 21.7%, 손세정제 20.1% 등으로 나타

났으나 응답자의 22.3%는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별도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미세먼지가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건강상의 문제

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노인이 전체의 25.5%였으며, 주로 호흡기 질환(14.5%), 알

레르기성 비염(7.2%), 안과 질환 6.9% 등이었다.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

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응답자는 63.4%였으며, 응답자의 66.9%는 황사나 미세먼

지가 노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한다는 응답자는 

50.6%로 분석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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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

－  청년층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현상의 주된 이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미

혼은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일자리,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순으로 생각하

는 반면, 기혼은 불안정한 일자리,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주거 불안정 순

으로 나타남

－  미혼 남성은 주거 불안정이 가장 큰 이유였고, 미혼 여성은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응답에 

집중되며, 아이 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자녀가 없는 생활에 대한 여유 및 편안함이라

는 이유가 그 뒤를 잇는 경향을 보임

자녀 양육 및 돌봄

－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등에 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국가보다 개

인의 책임을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기혼의 경우 국가 책임 정도

를 미혼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그 비율

이 더 높게 조사됨. 이는 자녀 양육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 국가 지원에 대한 요구도

가 더 높은 것으로 이해됨 

－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미혼의 

경우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기혼의 경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

게 조사되되어, 전반적으로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

달 및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미혼과 기혼 모두 낮게 조사됨

－  자녀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성평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에서 가정 내 자

녀 양육 및 돌봄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과 기혼의 경우 각각 

50.0%, 65.2%로 조사되어 미혼보다 기혼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조사됨

노인 돌봄

－  노후에 발생하게 될 돌봄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약 47%)가 불안해하고 

있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치매, 중풍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제공해야 할 때 발생하게 될 어려움에 대

해  ‘돌봄(간병)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증가’,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 증

가’등이 높게 조사됨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인지(잘 안다+조금 안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구 내용 44.4%에 불과함.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수요자인 65세 이상 노인층의 장기

요양보험 인지도가 41.8%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정책 이해도가 다른 소득층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응답자의 약 60.8%가 노후 돌봄 상황에 대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하였는데, 돌봄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 증가는 물론 

일·가정(돌봄)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노후 돌봄에 대해 미리 준

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탐색해 두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아동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  기존의 미세먼지 관련 조치 사항들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배려하

지 못함에 따라 아동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노인대상의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환경이 건강적으로 허약한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노력 필요 

결혼·출산·양육 에 대한 지원

－  결혼제도에서 성평등한 환경 조성, 결혼이나 출산을 해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

경을 만들고 노동 시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족생활과 개인의 삶이 병행 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 

－  아동기의 적절한 돌봄은 아동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아동의 건

전한 발달과 복지 추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노후 돌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강화

－  노후 돌봄에 대한 불안감 완화를 위해 먼저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 정책

과 이용 방법에 관한 인지도 제고(이해 강화)와  돌봄의 경제적 부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연구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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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NGO) 협동연구: 청년과 젠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A Study on the Collaboration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New Approach to Youth, Gender and Education

연구 책임자: 이윤경

공동 연구자: 정초원, 문유진, 오유진, 이진수, 한 채영, 송효진, 정가원, 홍지현, 선보영, 성경, 정창기, 김세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접근은 인구변화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화를 반영한 다각

도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젠더

와 청년의 시각에서의 출생과 출산, 가족형성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구정책에 있어 청년-젠더-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접근을 타 연구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을 

도모하고자 함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 청년들이 인구문제 및 인구위기론에 대

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알아보고, 이를 바

탕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령사회 젠더 어젠다 및 대응과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젠더 이슈를 ‘소득보

장’, ‘돌봄’,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탐색·고찰하여 고령사회 젠더 어젠다를 발

굴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및 제도에 있어 대응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모색)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의 논

의 조건 몇 가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목적

정책자료 2019-12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

－  당사자적 입장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구정책과 청년들의 삶과의 관계를 질적인

터뷰를 통하여 살펴봄

－ 인구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  청년들에게 인구 위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며, 당장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

들에게 몇십 년 후에나 닥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그다지 크게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적응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며, 가부장

적인 사회 질서로 돌봄의 영역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큰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주체적

인 삶을 지켜내기 위한 여성청년들의 선택임

● 저출산이라는 이슈를 다루는 정부나 언론의 행태가 성차별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

●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과 본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청년들의 가족관에도 영향을 미치며, 청

년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

황으로 생각하고, 선택의 영역인 결혼과 출산은 비혼과 비출산을 통해 선택하지 않는 양상

－ 가족 구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삶’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

●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꾸

릴 수 있는 배우자의 존재임

●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지금과 같이 결혼으로 인해 

본인의 삶이 침해된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

●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할 것으로 보임

－ 인구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  지금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청년들의 행동 변화에 아무 영

향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

● 여성을 사회의 보조적 역할로 보는 시각에 대한 전환 필요

● 청년들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배제시키지 않는 정책이 필요

고령사회 젠더 어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 고령사회에 대응한 젠더 이슈 관련 국내외 논의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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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내 성평등 관점의 적용은 Ⅱ. 노인과 개발, Ⅲ. 노인의 건

강과 복지 증진, Ⅳ.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 영역 중 성별로 구분된 관련 통계수치를 제

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  여성 노인의 이중위험(Double Jeopardy Hypothesis)가설에 따른 논의로 사회적으로 낙인

이 찍히는 지위를 두 가지 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 한 가지를 가지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부정

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가설에 따라 여성이라는 지위와 노인이라는 지위를 함께 가지는 여

성노인에 대한 논의

－ 선행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령 관련 현황 및 성별 격차

●  (경제활동)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높으며, 은퇴연령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년 

정도 빠름

●  (경제상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소득 보유 비율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높으며, 소득 금액 역시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자산보

유 비율 및 자산규모 모두 남성이 높음

● (건강) 건강상태는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함

●  (돌봄) 배우자와 및 부모의 부양/돌봄 교환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혜율은 낮고 제공

률은 높음

●  노인 인구 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경제, 건강, 돌봄 영역 모두에서 사실상 극명하게 드러

났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의 원인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때,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이미 

축적된 결과로 여성의 노후 준비 부족문제와 장수리스크는 결국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빈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됨

●  또한 여성 노인의 건강 취약성 역시 부양과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은 돌봄의 제공자 역할을 할 뿐, 정작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혜

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  고령사회 젠더 이슈와 과제를 1)노후 소득보장, 2)고령자 건강·의료, 3)요양 및 돌

봄, 4)경제활동 참여지원, 5)사회참여 활동 지원, 6)안전(학대), 7)관계망 형성(파트

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등) 총 7개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검토

●  전문가들은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영역의 중요도와 젠더 관점에서의 현안 및 중요도 평가에서 

모두 소득보장을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하였으며, 젠더 관점을 고려한 중요도에 있어서는 요양 

및 돌봄 영역이 건강지원보다 중요하다고 응답

●  대부분 전문가들은 전 영역에서 현행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

하였으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후 소득 보장 영역의 경우, 연금과 여성의 노동시장/경제활동의 상황 개선을 보완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여성의 연금 수급권과 관련해서 급여 수준 보장에 관한 의견이 많음

연구 내용 연구 내용 ●  고령자의 건강·의료 지원 영역은 성별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성별에 따른 정책 개발과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성별 특성 고려와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돌봄 인력의 처우와 남성 돌봄 인력 수급이 필요성 제시

●  돌봄과 관련해서 젠더화된 돌봄에 대한 주의와 탈시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서비스 개발 필

요성도 제시

● 고령자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여성 노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 정책 방향 모색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및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사회적 가치는 사회ㆍ경제　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가치

●  사회적 가치 실현 주체는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시민사회와 시민·개인 등임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따라 13개로 분류되며, 이 중 실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가능 부분은 설립목적 달성, 운영 및 관리, 가치사슬 확산의 세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영실적 평가제도에서 각 공공기관의 지표체계 내 사회적 가치를 포함시켜 공공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

－ 사회적 가치와 인구정책

●  최근까지도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됨(우해봉, 

2020). 고출산과 인구과잉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한 것처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노

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 증가를 낳고 이것이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철학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

●  여전히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정책 이슈 및 정체성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못함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

－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 ‘결혼’과 ‘가족’의 의미 재구성

－ 기존 제도들의 실효성 확보

－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꾸준한 교육

－ 생활동반자법의 제정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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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활 균형의 확대 : 생활휴가제도의 도입

고령사회 젠더 어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  (노후 소득보장 영역)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급여수준 보장, 노후 소득보

장 방식의 다양화, 노동시장/경제활동에서의 격차 해소

－ (고령자 건강·의료 지원 영역)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 반영

－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영역)　성별특성 반영, 젠더화된 가족 내 돌봄 문제 개선, 돌봄 

노동자 처우 및 인권 개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정책의 성인지적 접근 등

－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성인지적 관점의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영역) 성인지 관점 반영,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회

복, 세대, 성별 특성 고려한 활동 지원

－ (안전 영역) 노인학대 예방 및 개선, 노인 혐오 문제 개선, 지역사회 노인 안전망 구축

－  (노년기 관계망 형성) 가족 다양성과 파트너 관계 변화 반영 법제도 정비, 고령 1인 

가구 증가 대응 관계망 지원, 지역사회 연계

－  (고령자 주거 지원 영역) 가족 다양성, 가구형태 변화 반영한 주거지원, 고령 생존 배

우자의 주거권을 위한 제도 정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 정책 방향 모색

－  인구정책 역시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서, ‘사회ㆍ경

제ㆍ환경ㆍ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활동’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

할 필요 있음

－ 인구정책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

●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은 사업과 연구방향의 기획, 정책의 생산과 평가 단계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

● 인권 및 시민권과 인구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방분권에 대한 고려 필요

정책 제언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A Survey Study of Marriage and Childbirth Trends among Young 
Adults 

연구 책임자: 조성호

공동 연구자: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이 연구는 출산과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

거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산율 감소 배경의 특

성 및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출산율 변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본 조사에서는 생애주기 중에서 가족 형성기에 초점을 맞추었음

－  여기에서 가족 형성기는 이성과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라

고 정의하여, 시기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또한, 본 조사는 신혼부부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조사 방법은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

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결혼 형성기의 남편 일자리 비율은 첫 일자리 시점에서 88.6%, 배우자와의 교

제 시점에서 74.6%, 결혼 시점에서 81.5%로 나타났고, 아내는 첫 일자리 비율이 

84.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68.1%, 결혼 시점은 65.1%로 조사됨

－  이 중 정규직 비율은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 시점에서 84.5%, 배우자와의 교제 시

점에서 94.3%, 결혼 시점에서 96.8%였으나 현재는 96.9%로 첫 일자리 시점 이

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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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아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 79.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88.0%, 결혼 

시점에서 89.7%로 점차 증가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87.6%로 약간 감소함

－  그리고 남편의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72만 1000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

에서는 326만 1000원, 결혼 시점에서는 337만 9000원, 현재 시점에서는 345만 

9000원으로 첫 일자리 이후 점차 증가함

－  한편, 아내의 경우도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10만 4000원, 배우자와의 교

제 시점에서는 239만 2000원, 결혼 시점에서는 249만 5000원, 현재 소득은 259

만 3000원으로 점차 증가했으나, 남편과의 소득 차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61

만 7000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86만 6000원으로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남

신혼 주거에서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4.7%, 연립주택이 12.6%, 다

세대 주택(원룸 등)이 10.7%로 나타났고, 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가 53.7%

로 가장 높고, 자가가 29.7%, 보증부 월세가 8.6%로 나타남

－  신혼집 마련 방법은 새로 구입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고, 남편이 살던 집에 들

어간 경우가 6.6%, 아내가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2.4%로 나타남

－  신혼집을 새로 마련한 경우의 비용은 남편(부모 포함)의 부담이 79.5%로 나타났고, 

새로 마련한 신혼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72.0%, 아내가 7.1%이며, 

공동인 경우도 17.9%로 조사됨

－  신혼집 주거 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가 2억 6188만 원, 전세가 1억 8171

만 원,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282만 원에 월세 33만 1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가 20만 7000원, 기타가 47만 9000원으로 조사됨

－  그런데 신혼집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는데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 외 지역의 

비용 격차는 자가의 경우 2억 3145만 원, 전세는 1억 1766만 원으로 나타나 서울

과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 본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러한 특성을 살려 분석한 결과, 자녀수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남편의 연령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에 가장 많고, 또한, 결혼의 목적이 자녀를 갖는 것이라고 남편

과 아내 모두가 긍정할 때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속성 차이가 이들의 행동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남편과 아내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연구 내용  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결혼으로 이행한 신혼부부들의 일자리 비율 및 정

규직 비율이 같은 연령대의 미혼 남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결혼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됨

－  따라서 청년 고용 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혼부부는 전세 및 보증부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려 하며, 다세대 주택 및 

연립 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남

－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새로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비용이 높은 수

준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특히 본 조사 결과에서 서울과 지방의 주거 비용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무

엇보다도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 정책의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분절되어 있고, 일자리, 주거, 보육 및 

교육으로 나뉘어 다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청년 생애주기 정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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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A Study of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the New 
Middle Aged

연구 책임자: 황남희

공동 연구자: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김만희, 박신아

 이 연구의 목적은 50~69세 신중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

사를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뒷받침되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신중년의 

변화된 생활상과 가치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전국 4000명을 대상(4006명 완료)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함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분석, 전기 신중년(50대)의 9년간(2010년~2019년) 특

성 변화 분석 등을 통해서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함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신중년의 62.1%는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40.8%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만성질환 평균 1.6개)

－  신중년의 89.9%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1회 이상 받았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로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40.7%)’,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30.2%)’,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14.0%)’ 등임

－  신중년의 3.9%는 병의원 미치료, 5.8%는 치과 미치료 경험이 있으며, 주된 이유는 ‘일

(가사, 직장 등)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경제적 이유)’로 확인됨

－  신중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만족(매우 만족 포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53.5%임

 (소득 수준 및 구성) 신중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13만 3000원이며, 이 중 근

로ㆍ사업소득이 369만 6000원으로 가구소득의 89.4%를 차지함

－  재산소득 11만 9000원(2.9%), 사적이전소득 6만 1000원(1.5%), 공적연금소득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27 15만 9000원(3.8%), 공적연금 이외 공적이전소득 3만 9000원(0.9%), 사적연금

소득 4만 2000원(1.0%) 등임

 (자산 및 부채) 신중년 가구의 83.4%는 부동산(보유자 평균 3억 6151만 원)

을, 81.4%는 금융자산(보유자 평균 6875만 원)을, 76.7%는 기타자산(보유자 

평균 2357만 원)을 보유함

－ 부채가 있는 신중년은 27.9%이며, 보유자 기준 평균 부채 금액은 9154만 원임

－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이유는 ‘거주 주택 마련(35.0%)’, ‘사업자금 마련(26.8%)’,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8.9%)’, ‘생활비 마련(7.8%)’ 등임

 (생애 근로 경험) 신중년의 대부분인 95.0%는 생애 근로활동 경험(남성 

99.3%, 여성 90.9%)이 있고,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둘 당시 평균 

나이는 50.5세임

－  신중년의 약 2분의 1은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및 조업 중단, 정년퇴직·권고

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생애 주된 일자리

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됨

－  신중년의 59.9%(생애 근로활동 경험자 중 63.0%)는 여전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음

 (현재 근로활동) 신중년의 77.4%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일자리는  

‘서비스 종사자(29.5%)’, ‘판매 종사자(2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2%)’ 순으로 높음

－  현재 종사상 지위는 ‘단독 자영업자’가 46.0%로 가장 많고, 그다음 ‘상용직 임금근

로자’ 27.0%, ‘고용주’ 9.5%, ‘임시직 임금근로자’ 8.1% 등임

－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은 평균 18.4년이며, 신중년의 83.6%는 노후 경제활동이 중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일자리 희망) 신중년의 89.5%(현재 근로활동 중인 3101명 기준)는 건강이 허

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신중년의 약 3분의 1은 현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

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 86.0%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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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활동 참여는 69.2세까지이며, 노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58.1%가 소

득을 얻기 위해서이지만 3분의 1 이상(35.5%)은 건강 및 자기발전, 여가시간 활

용 등을 위해서임

 (사회참여 인식 및 실태) 신중년의 76.6%는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

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83.2%는 노후에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

가하고 있음

－  신중년의 84.9%는 현재 삶에서, 91.9%는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신중년의 16.3%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단체 소속 11.4%, 단체 비소

속 4.9%), 45.8%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신중년의 5.1%만이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신중년의 48.8%는 노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음

(최근 관심사 및 만족스러운 노후 요소) 신중년의 최근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

이 36.3%로 가장 많고, 그다음 ‘노후 준비’ 18.5%, ‘자녀 결혼’ 15.3% 순임

－  노후 생활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건강 및 기능 악화’가 53.0%로 가장 많고, 그 다

음 ‘경제적 어려움’ 29.8%임

－  만족스러운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48.4%)’과 ‘경제적인 안정과 여

유(44.2%)’임

 (부모와 도구적 부양 교환) 신중년은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

인 도움을 주로 주는 편이며, ‘집안일 도움’이 ‘간병·병원 동행’보다 더 빈번하

게 이루어짐

－  신중년의 53.7%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으며(본인 부모 

39.3%, 배우자 부모 34.0%), 이들 신중년의 8.9%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과 동거하고 있음

－  신중년 본인이 부모에게 집안일을 제공할 경우 본인 부모 61.0%, 배우자 부모 

56.3%이며, 부모로부터 집안일 도움 수혜는 본인 부모로부터 18.5%, 배우자 부

모로부터 17.5%임. 즉 신중년이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은 도움을 주는 

비율의 3분의 1 수준임

－  간병·병원 동행 제공의 경우 본인 부모 41.8%, 배우자 부모 36.4%이며, 수혜는 본인 

부모 5.8%, 배우자 부모 5.7%임

연구 내용  (부모와 경제적 부양 교환) 신중년의 81.0%(본인 부모 81.0%, 배우자 부모 

81.6%)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 본인이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음

－  연간 기준으로 본인 부모에게 189만 원, 배우자 부모에게 155만 원을 제공하고, 본인 

부모로부터 18만 원, 배우자 부모로부터 20만 원을 수혜받음

－  신중년의 15.0%(본인 부모 15.7%, 배우자 부모 14.5%)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도구적인 지원에 대한 부담 수준(본인 부모 

10.8%, 배우자 부모 10.1%)보다 높은 편임

 (자녀와 경제적 부양 교환) 자녀가 있는 신중년의 65.0~66.0%가 자녀와 경제

적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비동거 자녀 66.4%, 동거 자녀 65.1%), 신중년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보다 더 많음

－  신중년의 대다수(94.1%)는 자녀가 있으며 평균 자녀 수는 1.9명임. 이들 신중년의 

56.5%는 1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비동거 196만 원, 동거 

533만 원이며,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비동거 145

만 원, 동거 108만 원임

 (자녀 부양 부담) 신중년은 비동거 자녀보다 동거 자녀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

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동

거하기 때문으로 유추됨

－  신중년의 45.3%는 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부담(14.0%)보다 3배 높

은 수준임

 전기 신중년(50대)의 9년간(2010년~2019년)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수

준과 건강 수준의 향상, 근로활동 참여 증가 및 일자리 안정성 인식 증가, 미

래 불확실성 대비 증가, 적정 자녀 부양 시기 축소, 사회참여 욕구 증가 등이 

확인됨

－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39.1%(2010년)에서 66.3%(2019년)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근로활동 참여 비율은 같은 기간 72.5%에서 81.8%로 증가하였음

－  공적연금 가입률은 48.8%(2010년)에서 76.7%(2019년)로 증가하였고, 건강 및 

요양 관련 노후 대비는 같은 기간 84.9%에서 93.6%로 증가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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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부양 적정 시기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의견이 분석 기간 중46.0%에서 29.7%

로 감소한 반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3.1%에서 32.8%로 증가하였음

－  신중년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라는 응

답이 가장 높은데, 2010년 40.5%에서 2019년 54.4%로 증가하였음. 반면에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0.0%에서 13.1%로 감소하였음

이 연구의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해 삶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 필요

－ 신중년의 건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

－ 신중년 1인 가구의 돌봄 지원 추진 

－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납입 지원

－ 신중년의 경제적 노후 준비 지원 및 가족 부양 부담 완화

－ 사회참여 욕구 다양화에 따른 민간과 공공의 공동 대응

－ 신중년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 실시

－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 필요

－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추진

－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신중년 지원 사업 내실화

－ 신중년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의 정기적인 실시

정책 제언

연구 내용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Ⅰ)
-지역복지지출계정을 중심으로 

A Study of Development of Regional Health and Welfare 
Accounts and Operation Strategy
: Focusing on local welfare expenditure accounts  

연구 책임자: 고경환

공동 연구자: 김의준, 노용환, 이연희, 이혜정, 신지영, 안수인, 정영애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적 난

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임

-  특히 지방자치복지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재정 능력과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하고 복지

지출의 규모와 구조, 분배, 기능 등의 파악이 필요 하지만 이에 관한 통계는 없는 실정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 지역정책에 필요한 기본 통계들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함

 복지계정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개념과 체계, 외국 복지계정 구축 사

례에 대해 살펴 봄

-  ‘지역복지지출계정’은 복지 부문의 정부 재정지출, 5대 사회보험의 급여 등 기초통

계를 바탕으로 생산한 지역 단위의 종합 이전소득지표를 측정하는 계정으로 수입측

면의 고려가 필요함 

-  이스라엘 중앙통계국과 덴마크 통계청이 eu-재정지원으로 복지위성계정을 구축

(2016). 이들의 복지계정 범위는 SOCX에 행정비용을 추가하고 있음. 복지계정은 

SOCX 통계를 기반으로 확장, 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음

 우리 연구원은 OECD 가입을 계기로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면

서 그동안 축적된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통

계생산을 시도하였음

－  먼저 이 연구는 국내외 처음으로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기준인 OeCD의 사회

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of Database) 매뉴얼에 따라 광역자치단

체(17개 시ㆍ도)를 분석 단위로 연구하였음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일반) 2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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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  다음으로 ‘지역복지지출계정’ 구축을 위한 전 단계로 복지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개발을 위한 일반 SAM의 자료 활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음

 이 연구의 목적은 생애 동안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성 

급여인 공공복지지출을 지역별로 산출하고 분석ㆍ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지역별 보건복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기여함에 있음

－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지출통계가 축적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함으로써 지역별 복지 격차를 줄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국민계정, 복지위성계정, SOCX의 관계

 지역복지계정 구축을 위해 국민계정의 COFOG와 SOCX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함

-  유사점으로는 첫째, 일반정부의 부문별·기능별 지출(COFOG)에서는 10개 기능별 

분류를 하고 있으며 SOCX에서는 9개 기능별  분류를 하고 있음

●  분류 종류에 차이가 있지만 COFOG에서 분류하는 보건과 사회 보호 분야의 합이 SOCX의 

범위와 유사함

-  둘째, SOCX에 포함되는 사회지출은 국민계정 내의 제2차 소득분배계정 상의 3가지 

이전으로 연결됨

●  첫째, 경상이전(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 및 사회수혜금 및 기타 경상이전)이며, 

둘째가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상의 사회적 현물이전, 셋째가 자본이전임

●  또한 자본이전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SOCX, eSSpROS 그리고 국민계정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셋째,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본원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발표하고 있고 최근 가처분

소득에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을 발표하였음

●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의 측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현물복지지출 

비용 상승에 따라서도 효과를 측정할 통계(특히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소득분배 지표)의 필요

성이 제기됨(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18)

●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은 국가마다 정책의 내용이나 가치평가가 다를 수 있어 현재 국

제 소득통계측정개념(OeCD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18)

●  우리나라에서 시험적으로 작성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은 지자체를 제외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연구 목적 ●  SOCX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여 기능별(정책 영역별) 급여 형태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어 사회적 현물이전을 산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유리함

-  차이점으로 COFOG에는 교육서비스 비용의 경우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

출하는 일체의 비용인 교원 인건비 및 학생교육지출이 포함되지만  반면에, SOCX에

는 취학 전 교육비만 포함하고 있어 활용에 주의가 필요함

●  위성계정인 복지계정이 앞으로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갖추며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기  위해 작성 

기준에 관한 다양한 기초분석과 비교가 필요함

 이스라엘(EU)의 복지계정 사례에서는 계정의 범위에서 SOCX에 행정비용을 

추가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후생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급여이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복지서비스 전달

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 만큼 포함하는 것은 총량지표로 의미가 높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지계정은 SOCX 통계를 기반으로 확장해 작성될 수 있음

〈표 1〉 SOCX-COFOG-Welfare Accounts(이스라엘) 비교

기능 COFOG SOCX WA

1 질병/장애 10,1 + +

2 노령 10,2 + (+)

3 유족 10,3 + +

4 가족 10.4, 9.1 + +

5 실업 10,5 + +

6 주거 10.6 + +

7 사회적 배제 10.7 + +

8 보건 7 + -

9 사회보장 연구개발 10.8 - -

10 사회보장(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10.9 + +

11 적극적 고용 시장 정책 4 + +

12 행정 비용 10.9 - +

13 노동 정책의 행정 비용 10.5, 4 + +

14 공공교통 보조금 4 + -

자료:  Statistics Denmark- Consulting abroad- Our projects- Israel 2013-2014- Component A: National 

Accounts- ACtIVItY A10- Annex A10.7. Retrieved from https://www. dst.dk/en/consulting/

projects/Israel/ComponentA. 2019. 9. 24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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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정부의 기능분류(COFOG)’를 중분류 수준인 69개 부문(group)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분류인 10개 분야(division) 제공

에 머무르고 있음(OECD, 2019a)

- 이유는 중분류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작성기관의 인프라(인력, 정책의 전문성 등)  부족

-  복지계정은 대분류의 ‘사회보호’ 분야에 대해 중분류로 작성하고 국민계정의 대분류와 

정합성 유지가 될 때 의미가 있음 

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 산출

가. 지역별 규모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 합계는 2017년 기준 186조 9090억 원

-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8조 624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 38조 4780

억 원, 부산이 13조 5990억 원으로 이들 세 지역이 전국 지출의 약 50%를 차지함

-  하위 순위를 보면 울산이 3조 5230억 원, 제주 2조 3360억 원, 세종이 7650억 원

나. 분배 현황 분석

지역복지지출의 합은 GRDP 대비 10.16%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16.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 16.32%, 광주가 

16.15% 순임

-  한편 경기도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순위이지만 GRDp 대비 비율로 보

면 14순위임

●  지역의 복지 수준은 측정지표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양한 지표로 조명하는 종합

적 분석이 요구됨

3) 복지 SAM 구축을 위한 일반 SAM 자료의 활용

 사회계정행렬의 개발 과정은 구성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복지

정책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함

연구 내용 - 먼저, 정부계정에서 복지 관련 보조금을 분리하여 독립 계정으로 설치함

●  재원별(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능별(노

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등)로 분류함

－ 다음으로 정부 소비 및 투자지출을 복지정책 사업과 기타 일반 정책 사업으로 분리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통계와 복지 관련 보조금 자료를 활용함

－  끝으로 생산요소계정 내 노동 유형은 직업별로 분류하고 가계계정 내 가계는 소득수

준 또는 지역별로 세분화함

●   노동 생산요소는 직업별 고용자 수와 임금총액(또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노동 생산

요소가 산업별로 얼마나 고용되는지를 파악함

●  또한 가계 부문은 소득계층 또는 지역별로 분류, 가계 부문별 소비지출, 보조금 유형별 지원금, 

직접세, 저축액 등의 주요 경제활동 자료는 패널 자료 또는 설문자료를 통해서 정리함

 사회계정행렬이 복지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조경로분석, 승수분

해, 연산일반균형모형의 3가지 방법으로 살펴봄

-  구조경로분석은 복지정책 효과가 어떠한 경제 주체와 계정을 경유하여 전달되는지

를 분석

-  승수분해는 소비자, 생산자, 정부 등 경제 주체 간 연관 관계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해

-  마지막으로 연산일반균형모형은 복지정책이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4) SOCX계정의 외생화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

 사회복지급여를 외생적 정책 충격으로 간주하여 가계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이

전되는지를 분석함

-  분석 결과 현행 SOCX 체계에 의한 정부지출이 ‘저소득층 지원’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소득계층에 더 많은 소득이 배분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  ‘AlMp’, ‘보건’, ‘노령’, ‘가족’ 등은 오히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에 유리한 지

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지출구조의 특성으로 SOCX의 외생적인 충격이 가계 부문에 발생하는 경우 

총소득 효과는 발생하나, 이것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하는 것

으로 분석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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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과 SOCX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 경제적 교차분류표로의 접근 방안 모색

 SAM의 원천이 되는 국민계정은 생산활동(산업) 관점의 분류체계를, SOCX는 

기능별 관점을 따르고 있어 SAM과 SOCX 간 정합성 유지가 어려움

－  SOCX 체계의 기능별 지출을 SAM의 생산활동 부문(의료 및 보건업, 사회복지서비

스업)과 연계할 경우 이들 산업의 중간재수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 감가

상각 등의 지표로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SOCX 체계의 기능별 지출은 경제적 교차분류표로의 접근 방안 모색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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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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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복지와 사회정책 방향

Inclusive Welfare and Its Policy Direction

연구 책임자: 김태완

공동 연구자: 김미곤, 여유진, 이태진, 김기태, 김현경, 임완섭, 이아영, 정세정, 정은희, 조성은, 이주미,

                  최준영, 이병재, 김명중, 김명희, 김보영, 백승호, 심창학

 우리 사회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대외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해 양

극화는 물론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 보고서는 현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포용복지의 배

경과 개념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세부적인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포용복지를 언어적 해석을 통해 살펴보면, 포(包)는 몸을 웅크려 배 속의 아기를 

보호하는 어미의 모습이며, 용(容)은 큰 집이나 깊은 굴에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

음을 의미함. 포용적 복지의 개념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

이 누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규범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회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 내 소수자도 동일 

자격으로 포용되어야 하며, 누리는 상태는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어야 함. 여기에 다차원적인 선순환의 관점에서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역

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함

－  포용복지는 “사회발전 속에서 공정한 기회와 공평한 부담이 보장되고,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계층, 인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보호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주어지고, 교육을 통해 개인 및 국가 역량이 강화되고, 계층이동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는 배제 없는 복지”를 의미함

 소득에서는 빈곤, 소득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노인빈곤,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용적, 획기적

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연구개발) 2019-01 －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층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고령층을 위해

서는 노동 관련 법을 통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과 함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노동에서는 사회보험의 배제 현상, 즉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며, 특수고용근로자 

등에 대한 관심과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줌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사회보험 내에 포함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공공부조 등에 대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출산·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건강에서는 소득, 계급, 학력 등에 의한 건강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장기 체납자로 인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함

－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보장을 넘어 건강보장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형평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과 디지털헬스케어 강화로 인한 문제(민간 주도 시 

서비스 불균형, 의료비 급증 등)를 함께 지적함

 주거에서는 배제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주거비 경감 및 주거의 질 제고를 목표로 

주거비 과부담과 열악한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이 필요하며, 주거급여에 확

대 개편이 요구됨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불평등, 교육 격차(사교육비 격차, 부모 학력·재산 등에 의한 

격차 등), 교육 배제(학교 부적응, 탈북청소년 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

는 상황임. 교육 콘텐츠의 변화, 문화자본(인문소양 교육, 사회 및 문화적 역량 강화 

등) 강화 교육, 긍정적 차별과 다양하고 개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배제, 파편성, 분절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사회서비

스원의 법적 체계, 기능과 역할, 내용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음. 커뮤니티 케어 측면에

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개별화된 통합성을 적용하는 전략적인 접근, 모든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중요함

 안전 부문에서 사회적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부처별 영역에 따라 해당 사업

을 수행 및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 대응과 같은 협력체계를 취하지 못하

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범죄적 재난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 제고 프로그

램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이를 통한 평가틀 구축,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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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포괄한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 인구 감소 등의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고령화되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활력 촉

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유입되는 젊은 세대를 위해 맞춤형 사회정책 프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문화 부문에서 포용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넓은 대상을 중심으

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문화복지 대상자를 중장년층, 전업주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전문인력 양성 또

한 중요함

 군 및 보훈 부문에서는 정부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포용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복지

정책 도입이 필요함. 제도 확대와 도입 시 제도 간 연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함

 사회(복지)정책 확대 시 국가, 기업, 개인 간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중소기

업·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포용복지가 추구하는 바는 배제와 소외 없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

는 국민, 시민이면 소수자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포용복지’

가 미사여구(rhetoric)가 아닌 ‘실천(implementation)·행동(doing)’하는 사회정

책으로 발전되어야 함

연구 내용

정책 제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Polic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이소영

공동 연구자: 이윤경, 김세진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어, 기존 

연구에서도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

성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주를 이룸

－  하지만 고령인구의 수와 고령화율 증가는 예견된 미래 인구구조 변화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자의 ’삶’

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현상에 더욱 유연하게 적응하는 측

면의 인구 패러다임을 견지하면서 사회 여러 부문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미래 사회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출생아와 인구 규모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인구 변화의 파급효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함

 한국의 미래 사회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 모습을 반영하여 

남북한의 인구 추계를 실시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였음

－  현재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 비해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이나 남북한 통

일 시에 북한인구의 저출산과 저사망이 촉진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

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북한인구의 변화로 인하여 남북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

화 역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남한 통계청 중위시나리오 기준) 

 인구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국제기구 중심의 접근과 개별 국가 중심의 접

근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정책자료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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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uN주도의 

밀레니엄 포럼(Millennium Forum)에 참가한 전 세계의 대표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한 국제발전목표(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통해 발표되

었으며, 빈곤, 기아, 학교 교육, 양성평등,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의 건강, 전염병 퇴

치, 환경보호,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증진 관련 권고를 포함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2015년 기존 국

제사회의 핵심 어젠다였던 MDGs의 뒤를 이어 새로운 개발협력의 의제로 발전됨

●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존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MDGs보다 외연을 확대

－  독일, 일본, 호주의 인구정책은 모두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단편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 대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

●  독일의 인구전략은 인구구조 변화를 앞두고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된 가족, 교육 정책은 물론이

고 민간기업, 국가행정, 균형발전 등등 사회 전 분야의 재구조화를 통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일본의 ‘일억 총활약 플랜’은 인구정책의 큰 틀에서 청년,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정

책적으로 지원

●  호주의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은 다른 대부분의 산업국가와 달리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

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인구정책을 제시

 출생아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규모의 감소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보육, 교

육, 노동 중 어느 한 영역에서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며, 출생아 감소라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기적

인 대응이 중요

－  교육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므로 교육 방면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교육이 가능토록  해야 함

－  모성의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의 건강 그리고 아이의 출생아 시기부터 아동·청소년 

시기까지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필요

－  일·생활 균형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와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개정하는 것과 같은 정책 

방안을 고려

－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가치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연구 내용 －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 효과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에는 

개인, 지역(사회), 국가 간 역할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에 있어서 개인 스스로 적응해야 하는 사안보다는 정부가 개

입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준비해야 할 사회정책의 다양한 영역 중 고령자의 삶과 

연관성이 높은 소득, 고용,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장례, 교통 및 도시환경 정책, 

고령친화산업 정책에서의 미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미래 대응은 고령자의 빈곤 해소를 위한 단기와 중기적 접근이 

요구됨

● 단기 또는 중단기적 과제로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제도 개선 방향 설정

－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이탈 및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퇴장을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와 주된 직장 이탈 시 효과적인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 필요

－  장기요양 정책에서는 증가하는 지역별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별로 급여 이용에서의 

규모, 패턴 차이가 있음을 향후 정책 개편에서 고려 및 장기요양보험과 지역 단위 돌

봄(요양)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및 중복적 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  장기요양 필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 기관의 확대 및 돌봄을 받는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 보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균형 필요 

－  고령자 모빌리티 향상 및 안전한 교통 지원을 위헤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 고령자 관련 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DB 

확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교통 관련 법·제도 정비, 고령자 이동성 보장을 위한 보

조금지원 등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교통고령자 개념의 새로운 정립, 지역고령화 단계를 고려한 교통고령지수 기반의 

교통 정책 추진이 필요

－  고령인구의 증가는 도시 환경이 모두 고령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도시환경 정

책의 추진이 필요함

●  고령친화도 진단 및 고령화 수준을 고려한 도심공간 차등 관리, 고령친화 설계지침 적용 의무

화 및 고령친화사업지구 시범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통계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 네트워크 구축과 모니터링 기관의 설립 필요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 필요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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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에 있어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정책설계 마련 필요

－  미래 인구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가변적이며, 미래의 기술과 산업 구조의 변화, 대외 경

제 환경의 변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전망은 불확실함

－  따라서 예상할 수 없는 인구,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

－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함

 인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추이, 사회경제

적 충격의 규모,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려

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

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Population Change and Future Social Policy Directions

연구 책임자: 이소영

공동 연구자: 장인수, 이삼식, 이철희, 신손문, 신성호, 박현경, 손인숙, 손호성, 오수영, 최용성

 저출산과 고령화로 집약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

향을 끼치는 중요한 현상임

－  정부는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20년)을 통해 출생아 수의 감

소와 이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 더욱이 예상보다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모든 세대의 삶

의 질 제고’와 ‘계층·성·세대 간 통합·연대 등 포용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함

●  저출산 현상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저출산 현상에 적응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함

 본 연구는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의 인구를 전망하고 미래 사회 대응 정책 방향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출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규모 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1~2년 동안 웹 크롤링과 엄밀한 자료 전처리 과정을 거쳐 구축된 자료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출생아 감소 및 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들의 감성을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관어 및 텍스트 랭크 분석을 통해 각 부문의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노동 부문의 경우 취업 및 고용 안정성, 교육 부문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양

적·질적 측면의 교육 수급 구조 개선, 국방 부문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연구 목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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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무 기간 조정, 병역 의무제도 개선, 아동 건강 및 여성 건강 부문의 경우 아동 건강 제

고 정책 및 관련 사업, 임신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화, 구체화와 같은 정책 욕구가 도출됨

 국민인식조사 결과 출생아 감소에 대한 대응 주체는 대체로 개인보다 사회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음

－  단기 정책으로서 가장 욕구가 높은 정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었으며 

중장기 정책으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 마련 측면의 안전망 확대”

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 출생아 감소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영역으로 노동 부문과 보육ㆍ교육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 영역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실질적 기회 균등 실현’으로 나타남

－  노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노

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가 제시됨

－  국방 영역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선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병력 감축에 따른 기술 고도화’임

－  보건의료(모성 건강 및 아동 건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불평등 완화’, ‘예방적 보건서비스 확대’ 순으로 나타남 

 출생아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 정책을 인구의 질

적 측면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

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며, 초등학생들의 

비인지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과 양질의 중등교육이 필요하고, 고등

교육에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고 새로운 지식 가치를 

창출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미래 노동 정책에서는 개인, 지역, 산업 부문 등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중요한 단기적 과제는 부문 간, 

노동자 유형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것임

－  청년 인구 감소가 가져올 잠재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에 대응하여 인적자본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문 간 노동 이동성이 높아

연구 내용 질 수 있도록 교육 및 노동시장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인구 고령화와 이로 말미암은 잠재적인 노동 인력 부족 및 생산성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대다수의 선진국들과 근래의 우리나라에서 고려한 바 있는 가장 대표

적인 대응 전략은 고령 인구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임

 국방 영역에서의 인구 변화 추이와 인구 감소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

되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달성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될 수 있음

－  가중되는 국방 인력 수급 부담과 국방 비용, 그리고 증가하는 복지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력 확충, 예산 확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빅데이터와 사

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초고도화된 인공지능의 시대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의 새로운 전쟁 양상을 이끌게 됨에 따라 출생아 감소에 따른 군 인력 감소를 보완할 

주요한 요소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

 아동 건강 영역에서는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과 주산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  모든 출생아가 건강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신경학적 후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고

위험 신생아 진료체계의 개선과 함께 소아재활치료 수가 신설 및 소아재활치료기관

의 증설과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

－  출생 후 성인기까지 소아·청소년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이어 학동

기 검진을 소아·청소년 검진으로 개편하여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여성 건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

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임

－  ‘산모와 태아’ 두 명의 건강의 책임지는, 분만이라는 고강도의 의료 행위에 대한 사

회적 저평가와 이로 인한 분만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의 분만 취약지 발생의 주요 원

인이므로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에 따라 예견되는 여성 건강 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고, 분만을 담당할 의료 시설 및 인력의 확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

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기술적으로는 현재 임신·출산 관련 여러 가지 사업(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기 달라 체계적인 대응

에 한계가 있는바, 국가적인 임신·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신설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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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방향성을 제시

하였으나,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  미래 인구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가변적이고 미래의 기술과 산업 구조의 변화,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의 변화 등 미래의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드

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장래에 인구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

응한 정책의 중요한 속성은 가변성 또는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음

 예상할 수 없는 인구,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인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추이, 사회경제적 

충격의 규모,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여 우

선순위를 설정하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

을 추진할 필요

 인구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는 다양한 정책을 통

해 구조적인 대응을 하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

계해야 할 것임

정책 제언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Survey on People’s Perception on Inclusive Welfare and Their 
Evaluation of Welfare Policies

연구 책임자: 김기태

공동 연구자: 김미곤, 최준영, 강예은, 노법래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체감도를 점검

－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성장’,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국민들이 얼

마나 이해하는지 살펴보고, 그와 같은 정책기조 아래에서 진행되는 개별적인 복지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를 확인

－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면, 국민들이 앞으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발전 

및 확장에 대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복지 체감도는 한국 복

지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일 가능성이 있음

 ‘포용적 복지국가’ 및 개별정책의 체감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세가지 요소 분석

－  세가지 요소 (가치판단, 선순위, 개인적인 수요) 모두 시대에 따라 변화. 이에 따른 

융통성있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

－  과외 금지의 문제나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 인식이 시기에 따라 변화해온 양상을 

본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해온 가치관에 대해 분석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결과를 담음

－  먼저,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96.7%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그다음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83.0%), 아

동수당(77.5%), 문재인 케어(65.8%), 소득주도성장(59.0%), 포용복지(22.0%), 

포용성장(20.0%) 순

－  포용복지, 포용성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가 1~5점 척도 가운데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

연구 목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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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점), 문재인 케어(3.42점), 포용복지(3.38점), 포용성장(3.35점), 소득주도성

장(3.12점), 최저임금(3.11점) 순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물었음. 0~10점 척도 기준으로 고소득층 대상 소득

세 인상이 7.3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음

－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6.29점, 최저임금 인상이 5.75점, 과외 

등 사교육 제도의 허용이 4.80점,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가 4.46점 순

－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4.80점.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교육 허용에 대해 긍정적(20대 5.69점, 30대 5.57점).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

록(대학원 졸업 5.52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제도 허용에 대한 동의 수

준이 높았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포용복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 그리고 그

와 관련한 가치관을 물었음

－  포용복지 정책 기조 및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지지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전문가 집단

의 92.0%는 포용복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인지

－  대부분의 정책 기조 및 정책에 대해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공

부조에서 부양의무자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76%)가 낮음

－  포용복지 정책 기조에 대한 찬성 비율은 59.8%, 반대 비율은 9.8%. 1~5점 척도 

기준으로는 3.73의 지지도

－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제도의 단계적 폐지는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낮았지만, 정책 흐

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정책(4.01점). 아동수

당의 지급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았고(3.64점), 노

인 기초연금 인상(3.51점)보다 지지 수준이 높았음

－  치매국가책임제는 상대적으로 인지율(94%)도 높고 지지도 역시 높았음(4.03점).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은 매우 높은 인지도(97%)와 대조적으로 인기는 상대적으

로 낮았음(3.56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정책은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99%)를 보

임.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의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대한 지지 수

준은 1~5점 척도 가운데 3.34점

포용성장 정책 가운데 경제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살펴보았음

－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67%로 높은 편은 아니었음. 반

연구 내용 면, 지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4.13점).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인 

58%, 평균적인 지지도는 3.48점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91%로 높은 편. 지지도는 3.52

점. 자산소득 과세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도(86%) 및 지지도(3.73점)가 상

대적으로 높았음

 한국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기회

의 평등’보다 약간 더 낮은 지표(3.77점)가 나왔음

－  ‘한국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0~10점 척

도 가운데 평균 3.82점.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1%였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62%. 지표 평균은 3.55점

－  개별 정책들을 지지도의 순위에 따라 제시하면, 대기업 오너 가문의 경영권 승계

(2.72점), 대학 기여금 입학(4.09점),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4.1점), 과외 허용

(4.19점) 등 기존의 특권을 대물림하거나 그와 같은 특권이 강화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을 확인

2017월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의 조사 범위 내에서 ‘특목고’, ‘비정규

직’, ‘대물림’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기사문에 대한 댓글을 수집 및 분석

－  특목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 간 비율 조정에 대한 것

－  둘째, 댓글에서는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셋째, 분석 대상 자료가 특목고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주제임에도 로스쿨과 같은 반

응적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대입과 사

법시험이 유사하게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기회라고 시민들에게 각인된 효과가 반영

되는 것으로 보임

‘비정규직’을 검색어로 하여 추출한 기사문의 댓글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주로 현 정부에 대한 옹호와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성이 강하게 포착

－  둘째,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정책을 둘러싸

고 첨예한 대립. 이는 현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

책 방향성을 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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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댓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관찰. 특히 노조 비판을 중심

으로 비정상적인 댓글 이용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

마지막으로 ‘대물림’ 관련 기사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 사회의 대물림과 관련된 주요 영역으로서 가족, 조세정의(상속), 교육제

도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었음

－  둘째,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 성공과 계층 이

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던 가족과 교육이 역으로 계층 이동성을 억제하는 제도로 기

능한다는 상황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첫째, 포용성장 및 포용복지의 정책 기조 및 관련 정책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에게서 비교적 일관적인 지지를 받음

－  가장 지지도가 낮은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이 정책

도 일반인으로부터 1~5점 척도 기준 각각 3.12점과 3.11점, 전문가로부터 2.93점 

및 3.06점의 지지도를 얻음

－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및 효과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대체로 중립적인 평가를 받음.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효

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의 지형이 바

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포용성장 및 포용복지 기조 및 정책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의 배경에는 

현재의 불평등 및 불공정, 부정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작용

－  이와 같은 정서는 일반인과 전문가들 모두에서, 그리고 진보, 중도, 보수의 이념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유. 일반인이나 전문가들 모두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

기 어렵고,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

－  기사의 댓글 분석에 나타나는 다소 과격하고 날선 용어들은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인식에 대한 내밀하고도 솔직한 반응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것. 현재의 불평

등 및 불공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변에 깔린 분노와 불신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음

 셋째, 설문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재 정권의 포용적 정책 기조 및 정책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현재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더욱 과감

한 정책을 요구

연구 내용

정책 제언

－  전문가조사에서 제시된 20개의 구체적인 정책들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것들은, 취

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7.69점),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6.86점), 고등학교 무상교

육(6.86점),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6.75점),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6.67

점),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6.36점) 등

－  여섯 가지 정책 가운데 네 가지가 증세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전문가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강화(7.69점)와 아울러 보편적 복지 제도 확대(5.90점)를 지지

하면서 증세까지 요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 일반인들도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에 대해 7.31점의 높은 지지도를 보임

 넷째, 특권의 대물림을 막는 제도도 요구됨. 이와 관련해서 자사고 및 특목고 확

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의 지지도가 낮고(4.46점), 대기업 오너 가문의 

경영권 승계(2.72점)나 대학 기여금 입학(4.09점)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지

지가 일관되게 낮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있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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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Research for Establishing User-Centered Youth Support 
System based on Life Course Perspective

연구 책임자: 정세정

공동 연구자: 김형용, 송나경, 최권호, 최보라, 강예은, 최준영

 이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현재의 청년들이 처했던, 처해 있는 빈곤, 가족구조

나 고용 등의 불리(disadvantage) 경험에 주목하여, 그들의 삶으로부터 정책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있음

 정책의 주요 동향과 쟁점을 살피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수행, 이들을 종합

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청년정책 동향과 쟁점을 통해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고용 장려금 

제공은 한계가 있으므로 보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기회 확장이 요구됨

－  소득: 청년을 포괄하는 소득보장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청년희망통장이 

유일함.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청년의 근로와 가구 독립 지연 및 주

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주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평가

를 받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절실한 수요자에게 닿지 않는 문제

가 있음이 지적됨

－  교육: 저소득, 고졸, 중소기업 청년에게 주어지는 등록금 지원과 대출 지원이 있으나 

정책 수혜율은 여전히 높지 않음

－  건강: 청년의 신체,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나 건강검진제도와 정신건

강증진센터의 청년층을 포괄한 지원 외에 특별한 정책수단이 고려되고 있지는 않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16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불리 경험에 따라 현재 청년의 삶이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탐색함. 청년의 삶은 학력, 고용, 소득, 우울로 구체화하였으며, 불리의 

경험은 빈곤 경험, 빈곤 지속성,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부모의 학력, 청년

의 고용 형태를 고려하였음

 청년의 연령은 19세, 24세, 29세로 구분하였으며, 불리 경험은 세부 시기의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령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청년 전기, 청년 중

기로 구분함

- 청년의 불리 경험과 학력 

●  청소년 후기의 빈곤은 4년제 대학 진학과 밀접하게 연관됨

●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비율이 높았음

- 청년의 불리 경험과 고용 

●  청년 전기 지속빈곤을 경험한 24세, 29세 청년 중 절반 정도가 비경활 상태임. 이는 비경활 청

년의 빈곤화와 빈곤청년의 비경활화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빈곤을 경험한 24세 청년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취업 비율이 높았으나 임시, 일

용직 비율도 높았음

- 청년의 불리 경험과 소득

●  24세 청년과 29세 청년 모두 빈곤을 경험한 청년에 비해 빈곤 경험이 없는 청년의 소득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 지속 기간이 길수록 소득 수준이 낮았음

●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집단의 소득 수준이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한 집단에 비

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주거 불안정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낮았으며, 지속 기간이 길수

록 소득이 낮았음

－  29세 청년은 고용주, 자영업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표준편차도 매우 커 집

단 내의 격차가 확인됨

－  청년의 불리 경험과 우울 

●   빈곤 경험이 있고, 기간이 긴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19세 청년과 24세 청년에서 그 차이가 큼

●   가구주 실업 경험에 따른 우울 역시, 경험이 없는 청년에 비해 경험이 있는 청년의 우울 수준

이 높았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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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불안정 경험이 있는 19세 청년의 우울 수준이 대체로 높았음. 24세 청년의 경

우 청소년 후기의 주거비 과부담 경험 집단이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하여 우울 수준이 

높았고, 29세 청년은 청년 중기 최저주거기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청년의 경험들과 경험 간의 상호 관계, 맥락을 고려하여 청년의 현재 상태와 삶

이 지난 생애과정들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

부터 30세 사이의 청년 중, 가족구조, 빈곤 경험, 불안정 노동, 건강 등에서 여

러 불리를 경험한 청년 1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주제 분석을 

실시함

－  불리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일상을 짓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

음. 모든 참여자들이 대처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알지 못해 도

움을 요청할 수 없었거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음

－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현장에서 일

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됨. 또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자기관리가 어려우며 진로 탐색과 선택

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등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청년이 지닌 복지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문화·여가: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개발과 여가지원을 가장 중요한 복지로 꼽았

음. 자기 탐색의 기회가 부족했기에, 유예되었던 정체성 수립과 진로 설계를 청년기

에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소득과 일: 보편적 소득지원정책과 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간 이견이 있음. 일자리지

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기회의 확대와 정보 접근의 용이성 확대, 정규직 확대를 제안함

－  건강: 건강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청년에게 식사 지원 등을 통한 신

체적 건강 증진 방안과 상담 서비스를 통한 정신적 건강 증진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함

－  생활지원: 청년들은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서비스 이용 자체가 쉽지 않음. 또한, 어

른과의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법률적 문제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금

융이나 법률 등과 같은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시함

－  전달체계: 정보 제공과 개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도출됨. 청년들은 일상생활 수

행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등의 지원이 분절되어 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

황임.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서비스 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함

연구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수요자 중심의 공적 지원체계 역할 재편과 책임성 

강화, 둘째,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의 구체성, 정교성 제고, 셋째, 사회보

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정합성 검토, 넷째, 청년층 특성을 반영한 

청년 보장 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수행의 필요성을 제언함

 이 연구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는, 정책이 수요자의 삶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해야 함을 확인하였음. 이용자 중심 담론은 권한과 공급구조의 재편 담

론을 넘어 책임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청년은 전기와 중기, 사회경제적 배경, 자기 탐색 및 노동시장 진입 이행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임

 사회보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정합성 검토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들

의 연속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제도 간의 관계 분석, 중앙정

부 및 지방정부의 청년지원제도 보장성 분석이라는 세부 과제를 가짐

 현재의 청년정책은 청년층 특성이 반영된 추진 목표가 부재함. 지원제도별 목표

는 존재하지만 그 목표들이 여전히 기존의 빈곤, 고용, 주거 틀에서 논의되다 보

니 청년의 어려움은 반영되기가 어려움. 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은 유엔(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기반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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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Social Inclusion of Immigrant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곽윤경

공동 연구자: 주유선, 우선희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서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2014, 2016, 2018년 사회

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후, 이에 대응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사회적 포용의 개념 및 특징 

－  사회적 포용은 인종, 민족,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이 주류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영역에서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함으

로써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 내국인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자 결

과로 정의함

－  사회적 포용의 특징 중 하나는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있는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거

주자로서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차원적인 개념임

－  사회적 포용의 요인으로는 a)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적

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 b) 주택, 교육, 건강관리 및 대중교통 등과 같은 기

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c) 개인적인 적금을 제외한 수입 손실 위험에 대한 보

호 차원의 접근성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 국내의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수시) 2019-09
●  지역주민대상: 제2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을 실현하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일반 주민 및 초중고 정

규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2007년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이래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음

－ 영국과 캐나다의 포용적 사회통합정책 

●  영국은 2010년 기존의 개별 차별 관련 법안을 수정 및 통합하여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

함. 또한,  공적 영역의 평등의무(pSeD: the public Sector equalty Duty)를 강조하여, 공

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역에서 ① 차별, 괴롭힘, 보복 및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근절, ② 서로 다른 보호 속성을 가진 사람들 간 기회의 평등을 증진, ③ 서로 

다른 보호 속성을 가진 사람들 간 우호적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캐나다는 2008년 지역이민협의체(lIps: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 를 설립하여 이

민자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다층

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협의체 내에서 모범적인 이민자와 그렇지 않

은 이민자 간 목소리의 균형 문제가 한계점으로 지적됨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

－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

●  이민자를 나의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이민자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하였음

● 이민자를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

●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하고,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소폭 상승함

－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2014, 2016, 2018년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공통

적으로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 ‘사회보험 가입 여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

회적 지지’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됨

●  회귀분석을 진행할 결과,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 총 3개의 요

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통제 변수 중에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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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

－   영국의 사례와 같이 평등의무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차별적

인 요소가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

가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 직함.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 및 기타 단체

에서도 평등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련 법안은 모든 차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

호하고 구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이민자 참여 지역사회협의기구 재정비

－  각 지역에 있는 협의기구들을 재정비하여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내국인과 이민자를 

분리하지 말고, 이들 모두 어우러진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 캐나다 사례의 한계점에서 지적되었듯이, 특정 지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성

공적인 이민자들만 선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

인식 개선 교육

－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 과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의 특성과 욕

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재구성하고,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함

－  그렇지만 관련 교육의 대상자를 일반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한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인 역사가 짧아 이들의 부족한 인식 및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척도 개발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조사함

으로써, 기존 조사와의 결과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

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정책 제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The Case of 
South Korea

연구 책임자: 주유선

공동 연구자: 김기태, 김보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한 사회 내 지배적 가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

며 그로 인해 편견의 대상이 되고 차별받는 집단으로 정의함. 또한 집단으로서

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

자와 구분함.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 중에서도 새로운 소수자이면서 향후 한

국 사회에서 사회문제 및 정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

민, 성소수자 집단에 주목함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한

국 사회의 차별을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편견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을 검토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소수

자에 대해 정의하고자 함

－  둘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존 국내외 2차 자료(사회통합실태조사, 세계가치관

조사)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자 함

－  셋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양적 조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넷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 및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을 검토함

－  다섯째,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 및 차별을 감소

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수시)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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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정책을 살펴봄

－  인식 개선: 인권교육지원법안(가칭), 교과과정 내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

육 관련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인식 개선 캠페인, 지자체·민간단체 중심 캠페

인, 인권보도준칙 등

－  법적·제도적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차

원의 인권 관련 조례 및 인권기본계획, 인권기본법(가칭), 차별금지법(가칭), 혐오

표현금지법(가칭) 등

－  유럽 소수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협약, 유럽연합의 교육 현장에서의 소수자 정

책, 유럽연합의 소수자 관련 통계 구축 정책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 한국행정연구원의 2013-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증가

●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은 동성애자 집단,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순

●  직장 동료, 이웃과 같이 사회적 거리가 먼 관계보다 가족, 친구처럼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관

계에 대한 포용성이 높음

－ 세계가치관조사 제1차-제6차 분석

●  해가 갈수록 감소 추세이지만, OeCD 국가 평균뿐 아니라 전체 조사 국가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포용도를 보이고 있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암묵적 편견이 명시적 편견보다 높고, 성소수자의 경우 명시적 

편견이 암묵적 편견보다 높았음

－ 접촉에 따른 편견

●  직간접 접촉 여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두 집단

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주노동자와 일터에서 자주 만날 경우, 명시적 편견이 높았음. 즉 비수평적이고 이해관계가 있

는 관계에서의 잦은 접촉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편견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빈도(quantity)보다 중요한 것은 접촉인상(quality)임. 직간접 접촉 모두 접촉 인상이 ‘긍정적’

인 경우 명시적·암묵적 편견 모두 감소. 특히 미디어에서 받은 접촉 인상이 중요함. 소수자를 

다루는 미디어 방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

－ 위협 인식에 따른 편견

●  위협 인식이 낮을수록(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한국의 경

제 상황에 만족할수록) 세 집단에 대한 명시적이 편견이 낮아졌음

－ 사회정의감에 따른 편견

●  사회정의감이 높을수록 명시적 편이 낮았음.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암묵적 편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첫째, 교육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신념이 형성되고 정교화되는 아동·

청소년기에는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반편견 교육 

등이 필요함

－  성인기에는 일방적 ‘계몽’이 아니라, 관련 실무 담당자, 공공영역 종사자 등을 대상

으로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둘째,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

－  긍정적 접촉 경험이 편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과 교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수자·소수자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닌, ‘소수자’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위한 행사가 필요함

셋째,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개인의 차별행동은 기관, 국가적 개입에 의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음

－  인권기본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포괄적 차별 금지법 등 보편적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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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Analysis and Outlook of Korea’s Long-term Trends in 
Lowest-low Fertility

연구 책임자: 신윤정

공동 연구자: 이명진, 박신아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활용하여 초저출

산 현상이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계층별 출산율을 비교, 분

석하여 최근 저출산 장기화 현상에 지닌 함의를 모색하였음

 사회경제적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전형적으로 사용해 왔던 학력 변수 

이외에 취업 상태 및 직업 유형을 변수로 이용하여 학력 수준별 그리고 취업 상

태 및 직업 유형별 출산 행태를 비교, 분석하여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출산 행태의 차이와 그 변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함

 사회 계층별 출산율 분석 결과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국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

과 전망을 제공하였음

 학력별로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코호트 

합계출산율에서는 모든 코호트에 걸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여성의 출산율이 

대학 졸업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출산율의 차이는 거

의 일정하게 약 0.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간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5년까지 고등학교 이하 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대학 이

상 학력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지만 그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음

－  1997년과 2000년에는 두 집단 간 출산율의 차이가 0.4명 수준을 보였는데 2006

년에 와서는 0.16명 수준으로 좁혀지고 이후 2012년에 0.28명으로 다시 격차가 

커지지만 2017년에 와서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과 대학 이상 학력을 가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수시) 2019-04 진 여성 간의 출산율 차이가 거의 사라졌음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하는 데에 학력 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학교 졸

업, 대학원 졸업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한 결과, 학력 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

하와 대학교 졸업 이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와는 다른 모

습이 나타났음

－  1956~60 코호트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여성의 출산율이 고등학교 졸업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았으나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이러한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1971~75 

코호트에 와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여성의 출산율이 고등학교 졸업 여성의 출산율보

다 더 낮아진 것이 관찰되었음

 취업 상태별 출산율을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로 비교해 보면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1956~60 코호트에서는 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비취업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양상

을 보였으나, 1971~75 코호트에 와서는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취업 여성의 출산

율보다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음

－  기간 합계출산율에서는 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비취업 여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을 유지하였는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과거에 높았다

가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에 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낮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음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직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직 여성의 출산

율이 모든 코호트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었지만 직종 간의 출산율 차이

는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좁혀져서 1971~75 코호트에 와서는 사무직 여성의 

출산율이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 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 졸업이라는 동일한 학력 수준의 여성을 대상으로 직

업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전문직보다 사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출

산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출산율 변화의 분해 분석 결과,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 모두 최근의 출산율 변

화는 학력 수준이나 직업 유형과 같은 여성 인구 특성의 변화보다는 출산율의 

하락에 의해 주도된 바가 크다는 점을 보였음

－  출산율 하락은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

들의 출산율 하락에 기인된 바가 컸음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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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여성들 중에서도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코호트 합계출산율 

하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 모두에서 첫째아 진도비와 둘째아 진도비가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난바, 셋째아 진도비는 195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는 크게 감소하였

으나 최근 코호트에 와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간 분석에서

도 매우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학력 집단에서 출산 진도비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코호트 분석과 

기간 분석에서 모두 공통으로 발견된 현상이었음

－  코호트 분석에서는 첫째아 출산 진도비와 둘째아 출산 진도비에서 취업 여성과 비취

업 여성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간 분석에서는 취업 여성의 둘째아 출

산 진도비가 비취업 여성의 출산 진도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해, 분석한 

결과, 195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는 셋째아 이상의 출산 진도비의 감소가 차지

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반면에, 1970년대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첫째아 출산 진

도비의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경향은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교육 수준별 그리고 직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에서도 공통으로 발견된 바, 과거 코호트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 진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학력 수준이 낮고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

지만, 1970년대 코호트에 와서 첫째아 출산 진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학력 

집단과 직업 유형에서 유사하였음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중산층 이하 가족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할 것이며, 중산층 이하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부

분에 부응하여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초저출산 수준을 극복하는 데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근로 취약 계층 여성에게까지 확대하여 여

성 경력 단절을 막고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하락한 시점에서 저출산 정책의 대상을 ‘자녀를 가진 

가족’으로 확대하여 두 자녀 혹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우대

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자녀를 가진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정책 제언

연구 내용 정책 제언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교육과 노동 시장 체계는 그동안 급속하게 이루어져 

온 경제 발전 과정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바가 

없지 않은바, 경제 발전 단계에서 살피지 못했던 형평성이나 공정성 부분을 단

계적으로 보완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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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1부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연구 책임자: 김태완

공동 연구자: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김보미, 정재훈, 안주영, 송치호

 우리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 특히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사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

 EU 국가와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임. 2017년 EU 사회배제 평균 수준인 22.4%보다 7~8%포인

트 정도 높았음

－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많이 경험

－  65세 이상이 심각한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음. 

물질적 박탈에서는 중장년기(35~6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음

 소득에서 사회배제를 보면 중위소득 30% 및 50%, 시장 및 가처분소득 등 모

든 분석에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빈곤율이 줄어들기보다는 악화되고 있었

음. 반면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복

지정책(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일정 부분 빈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65세 이상 노인, 저학력층, 도시보다 농촌이, 1~2인 가구가 빈곤에 매우 취약

한 것으로 분석됨 

 노동배제 측면에서 실업률은 2009~2010년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3% 후반에서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일반) 2019-38-01 4%대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여 현재는 3% 후반대를 유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배제1은 14.3%, 노동배제2는 

12.6%이었음

－  동태적으로 보면 11년간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3.5%, 10년 이

상 포함 시 5.2%로 분석됨

－  비정규직 경험을 특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배제 현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간 비정규직을 경험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거의 6배 이상 높았음

 주거배제에서 주거배제1(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생애주기별로 19~34세와 

35~49세가 열악하게 나타남. 주거배제2(RIR 20% 이상)는 생애주기별로 

50~64세와 65세 이상이 경제적 측면의 주거배제에 노출되어 있었음

－  소득 및 주거배제를 보면 장기빈곤(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을 경험한 경우 주거

배제1(최저주거기준 미달) 장기 경험 0.3%, 중기 경험 0.7%, 단기 경험 1.6%로 나

타났으며, 주거 배제2(RIR 20% 이상)  단기 경험 2.0%, 중기 경험 3.2%, 단기 경

험 8.4%이었음

 건강배제를 보면 건강보험의 포괄성은 2007~2017년 상당한 진전, 충분성 측

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소폭 개선됨

－  모든 건강배제 지표를 통틀어 소득 2~5분위와 1분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

성, 비수도권, 저학력, 비정규직,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배제가 다차원적으로 이

뤄지고 있음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배제를 보면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가 시간

이 많이 있었지만, 문화 여가의 종류가 휴식에 집중

－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은 소극적이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

을수록 높았으며, 문화·여가시설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는 여가·문화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생애주기별 박탈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미

래 불안정에 대한 미래 대비 영역에서 박탈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노년층은 모든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박탈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층은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음. 장년층은 노년층보다는 대부분

의 영역에서 박탈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청년층과 중년층보다는 높음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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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년층의 일상생활상 박탈은 노년층으로 넘어가면서 

만성적 박탈, 혹은 만성적 빈곤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임

 65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 공공 부문 일자리 확

대(최소 OECD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 맞추기)를 통해 실업, 미취업 등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함

－ 영세 자영업 종사자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

어야 함. 중고령층(50~64세 이하)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중고령층을 받아들이는 기업에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 부담금 등

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필요 

 65세 이상 노령세대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를 강화해

야 하며, 기초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돕고, 기초

연금을 크게 소득 수준별로 재편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

 실업, 질병 등의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어

야 하며,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 복지국가 체제를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책 제언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연구 책임자: 김기태

공동 연구자: 정세정, 최준영, 강예은, 정용문, 이주영, 김희주, 장주영, 박민정, 이승현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인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연구 

－  2018년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도 본격적

으로 난민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으나,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연구는 매

우 희소한 상황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혜택을 받을 수 있

으나, 이에 대한 현장 연구가 희소하므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난민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조사 및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책 제언 시도

－  내국인의 난민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내국인이 수용 가능

한 수준에서 정책 제언을 시도하고자 함

－  현행 제도가 가지는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민인정자들의 사회정책적 수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내국인이 수용 가능한 정책 제언을 시도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한국의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 실태를 분석

－  현재 난민법에 따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고용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난민인정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은 존재하지 않음

－  자격을 얻기가 매우 힘들지만 난민 인정을 받게 되면 난민인정자는 난민인정증명서

를 교부받고, 3년 단위로 연장되는 체류 자격, 거주(F-2)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됨

－  기타 난민여행증명서, 배우자 및 미성년자를 초청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가족 결합

권도 보호. 법적으로는 업종 제한이 없는 취업도 가능

연구 목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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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국적 취득은 가능하나 영

주권 전치주의로 인해 종래보다 오랜 기간과 불확정한 요건, 높은 소득 요건을 만

족해야만 함

－ 생계비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주거 지원은 일정한 난민신청자에게만 지급

－  난민인정자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는 생계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제도인 기초생

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밖에 없고, 이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아 이용이 어려움

 국내 난민인정자의 정착 과정과 생활 경험들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

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들을 복지서비스와 고용체계를 중심으로 분석. 질적 연

구 방법론을 활용

－  난민인정자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난민 인정 과정에서 험난한 경험. 난민 인

정을 받기까지 여러 번의 인정 거부와 재심사 등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했음

－  난민인정자가 된 이후 참여자들은 비로소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원의 혜택들을 받으며 

한국 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

 한국 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난민인

정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경험

－  특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생활

에서는 자격을 불인정받는 배제된 위치를 재확인

－  고용에서의 거부와 배제를 경험하다 보니 참여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해소

되지 못했고, 오히려 고국에서보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아짐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고, 본국의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

건들을 참여자들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  한국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해 참여자들을 가장 실망시키는 경험은 제도적 지원

으로부터의 배제

－  난민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장’의 제도적 지원이 현실에서는 계

속 거부되거나 불인정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제도적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설명

－  참여자들은 난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인종과 여성 그리고 난민의 이중 차별들을 

경험. 이러한 차별은 때로는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자녀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

연구 내용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는 전체 4001명의 응답자(남 2021명, 여 

1980명)를 대상으로 조사

－  먼저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인정자의 각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는 치료받을 

권리, 기본적인 인권, 교육권, 노동법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의 순으로 동의 정

도가 높게 나타남

－  난민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난민인정자의 각 권리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음

－  난민정책이 현행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난민인정자의 모든 권

리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았음

 난민 인정 사유로 빈곤이 해당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은 난민인정자의 기본적 

인권, 노동법적 권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권에 대해 상대적으

로 강한 동의

－  한편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된 권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고,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인권, 교

육권,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음

－  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난민인정자의 

모든 권리 관련 문항에서 가장 강하게 동의. 이 두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다른 인지

나 태도와의 관계보다 더 뚜렷한 성향을 나타남

 단기 정책으로는 현재 난민인정자에게 주는 두 쪽짜리 ‘난민인정자 처우 안내

문’의 내용을 대폭 보강해 소책자 형태로 한국어와 난민의 모국어 번역본을 함

께 싣도록

－ 난민인정자의 가족 결합 절차 간소화

－ 난민인정자의 결혼과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한 신분 관련 제도 정비

－ 난민인정자 대상 주거 지원 정책 개선 

－ 직업 및 취업 알선 정책 보강 

－ 난민 인정 심사 행정 절차의 보강 및 체계화

 중기적으로는 난민 인정 비율의 상향 조정 

－ 난민 전담 사회복지사 혹은 통합사례관리사제도 도입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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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초기 정착 비용의 직간접적인 지원 

－ 난민에 대한 선주민들의 인식 제고 노력  

 장기적인 과제로는 난민 인정 심사 행정 강화를 통한 난민 인정 비율 추가 상향 

－ 난민인정자 대상 전달체계 정비 

－ 난민 대상 지역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을 제시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Personal budgets scheme in social service

연구 책임자: 이한나

공동 연구자: 김윤영, 이민경, 김동기, 김용진, 이정기, 전지혜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 

－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도입은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서

비스 통제권을 일부 이용자에게 이양하였으나, 급여 이용의 범위와 방식의 제한으

로 이용자의 선택권에 한계

－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극대화하는 개인예산제는 최근의 정책흐름인 탈시설화와 커

뮤니티 케어, 장애등급제 폐지 등 이용자 중심 개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유용 

 (연구 목적)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증진하기 위한 기제로 개인예산제의 한국 

사회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진단하고자 함

－ 개인예산제도 발달 배경 탐색 및 관련 개념 고찰을 통한 개인예산제도의 개념 정립

－ 해외 6개 국가(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의 개인예산제도 비교 분석 

－ 국외 사례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개인예산제도 도입 타당성 진단

개인예산제는 도입의 시기적 환경과 주된 주체에 따라 그 성격이 다름

－  정책 입안자는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명목으로 개인예산제를 통해 시장원리를 제한

적으로 도입, 공급자 간 경쟁으로 재정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며, 서비스 질 향상이라

는 부수적 효과 기대

－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 집단은 서비스 공급 확대, 이용자 자기주도성과 선

택 강화를 위해 개인예산제 도입 지지

연구 목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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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6개 국가(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개인예산제도 비교 분석

－  (급여 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나, 특정 목적에 따라 설

계된 제도의 경우 서비스의 이용 목적(사회활동)이나 장애 유형(발달장애)을 제한

하기도 함

● 제도 진입 시에는 대부분 상하한 연령을 두나, 진입 이후에는 계속 이용 가능

●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별도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급여 유형)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

● 현금 지급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대표적이거나 주류적인 지급방식은 아님

●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현금 지급이 불가한 영역을 두기도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자의 기

능 손상과 관련이 없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는 개인예산을 이용할 수 없음

●  기능 손상과 관련된 영역에는 급여 이용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주택 개조 등

에도 예산 집행 가능

－  (전달체계)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가 이용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고, 민

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 

● 급여범위가 돌봄으로만 제한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

－ (재정) 국가 및 제도에 따라 상이하나, 이용자 부담이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6개 국가 개인예산제도 유형화

－  수요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 설계(현금 사용 수월성, 용도 용처 다양성, 대상자 포괄

성)’, 공급 측면에서 ‘서비스 질 관리 중심 설계(일자리의 질, 지원조직 또는 제공기

관의 기능, 정부의 책무성)’을 분석지표로 설정하고 각국 제도 비교 

－  이용자 중심 설계, 서비스 질 관리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양자 이익 모델(스웨덴, 호

주, 독일)’, 자기주도적 예산 활용을 극대화한 ‘이용자 중심 모델(영국)’, 서비스 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이용자 주도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질 관리 중심 모델

(네덜란드)’, 이용자 중심 설계와 서비스 질 관리가 모두 평균 이하인 ‘양자 취약 모

델(미국 뉴저지 활동지원서비스, 캘리포니아 자기결정 프로그램, 아칸소 독립적 선

택 프로그램)’로 제도 유형화 

국내에 도입 가능한 개인예산제도의 장단기적 설계 제안 

－  (급여 대상) 전체 유형의 장애인과 노인, 소득 수준 무관 신청 

연구 내용 － (급여 유형)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이용 모델 도입

● 현금지급방식: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현금 지급, 사후 정산 등 행정절차 부과

●  공공관리방식: 시·군·구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 예산 관리하며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인 서비

스 제공기관에 예산 지급

● 현금지급방식과 공공관리방식의 혼합방식

－  (전달체계) 전자바우처 방식 서비스를 기본으로 점진적 범위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 범위 확대 과정에서 서비스 간 급여 전환이 불가능한 ‘급여 간 칸막이’ 비율 축소

●  서비스의 품질 관리는 제도 공공성과 이용자 중심성 구현을 위한 필수적 장치이나 민간시장

의 참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 초기에는 최소한의 수

준에서 작동하도록 함

－ (재정) 단계적 본인부담금 축소와 부과기준의 변경

●  국외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의 본인부담금의 일괄 폐지는 

쉽지 않은 선택

●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의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으로의 전환 검토 가능

개인예산제 도입은 이용자 선택권 및 통제의 강화,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유의미

－ 개인예산제는 예산 설계의 유연화와 자기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가 핵심적 과업

개인예산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  개인예산제가 소득보장 수단으로의 변질과 가족돌봄의 인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

한 우려 상존

－  개인예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얻기 위한 무작위

통제 실험 제안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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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ve 
Services System Against Abuse and Violence

연구 책임자: 김유휘

공동 연구자: 최미진, 홍문기, 류진아

 본 연구는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과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현행 제도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하

기 위한 제도 구축의 방향을 제안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고찰, 국내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분석,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 보호서비스는 폭력 및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와 회복 지원, 폭

력·학대 예방 및 재범 방지까지 포함함

 국내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  사회복지 영역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호서비스라는 일반론적 정의와 인식이 

부족함

－ 개별 영역별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수행함

● 아동, 노인, 장애인 영역과 성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음

●  청소년·학교 영역은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외에 보

호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함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수시) 2019-12
● 군, 산업 영역은 모두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가 미비함

－ 보호서비스의 하위 기능은 개별 영역별 나열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부부폭력 영역의 경우 각 영역별로 보호서비스의 하위 기능을 모

두 유사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하위 기능 중 영역을 넘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없음 

－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 대상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영역에서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행위자) 대상 다양한 개입을 수행하기에는 현행 전달체계의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고 

개입을 강제하거나 유인할 조치가 부족함

－  개별 영역 보호서비스 제공자의 직무 및 기술에 대한 공통적 정의가 부족함

●  보호서비스에 대한 일반론적 인식의 부족으로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보호서비스라

는 유사한 직무로 인식되지 못함

－ 현행 제도에서 보호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한계가 있음

●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특화된 영역이나 현행 근로조건과 교

육훈련 제도에서 종사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게 만드는 유인이 부족함

● 특히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역 간 예산, 인건비, 교육훈련의 편차가 생기기 쉬운 구조임

해외 보호서비스 제도 사례

－ 미국의 법령은 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규정함

● 미국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는 연방법과 주법에 근거하여 제공됨

● 텍사스주와 뉴욕주는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를 동일 부서에서 관할함

●  텍사스주 차등적 대응체계(AR)와 뉴욕주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조

사체계와 다른 개입 방식이며, 가족 중심으로 더 유연한 개입을 가능하게 함

●  성인보호서비스의 경우 협회 등 민간 영역이 보호서비스 업무 및 기술의 규정, 교육훈련 제공 

등에 영향을 미침

－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됨 

●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는 다른 복지서비스 대비 가정 대상 개입의 적극성과 국가 개입

의 중요성을 강조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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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인 청소년청이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함

●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사후적 개입뿐만 아니라 예방적 지원 체계까지 강조하여 학대 조

사시스템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에서 보호서비스는 복지업무에서도 특수한 기술로서 훈련을 제공하

며 보호서비스 관련 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함 

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 강화 

－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강화하여 의무보호서

비스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의 의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함

보호서비스 수준 강화와 체계 정비

－  보호서비스가 이미 제도화된 영역들의 경우 보호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호서비스의 내용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이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폭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 청소년 영역, 군 영역에서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제도화가 필요함

보호서비스 인력의 교육훈련체계 정비와 처우 개선

－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차원에서 서비스 인력 교육훈련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보호서비스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처우와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보호서비스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확충되어야 함

정책 제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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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19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19.01.01.

~19.12.31.
이윤경

20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지향적 운영 방안 연구 
19.01.01.

~19.12.31.
김회성

21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19.01.01.

~19.12.31.
이상림

22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19.01.01.

~19.12.31.
변수정

23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19.01.01.

~19.12.31.
우해봉

24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19.01.01.

~19.12.31.
이상정

25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19.01.01.

~19.12.31.
유재언

26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19.01.01.

~19.12.31.
임정미

27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19.01.01.

~19.12.31
강은나

28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19.01.01.

~19.12.31
조성호

2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19.01.01.

~19.12.31
황남희

30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19.01.01.

~19.12.31
주보혜

31 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19.01.01.

~19.12.31.
백혜연

3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19.01.01.

~19.12.31.
이소영

3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

19.01.01.

~19.12.31
신윤정

34
저출산·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치경제를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

19.01.01.

~19.12.31
박종서

35
저출산·고령사회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기관(NGO) 협동연구: 

청년과 젠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19.01.01.

~19.12.31
이윤경

36 2019 인구포럼 운영
19.01.01.

~19.12.31
조성호

3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19.01.01.

~19.12.31
김은정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자체 과제(기본, 일반, 협동연구)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1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보건의료기술과 정책과제 

- 고령자의 의료-돌봄 기술을 중심으로

19.01.01.

~19.10.31.
고숙자

2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19.02.01.

~19.11.30.
박실비아

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9.01.01.

~19.10.31.
정영호

4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기술지원사업_역량강화

(empowerment)를 중심으로

19.01.01.

~19.10.31.
최은진

5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 

- 의료서비스 수요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19.01.01.

~19.12.31.
배재용

6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19.01.01.

~19.12.31.
남상호

7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19.01.01.

~19.10.31.
고제이

8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19.01.01.

~19.10.31.
김현경

9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19.02.01.

~19.11.30.
윤석명

10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19.01.01.

~19.12.31.
오욱찬

11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19.02.01.

~19.11.30.
안수란

12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 인적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19.02.01.

~19.11.30.
강혜규

13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 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19.02.01.

~19.11.30.
이한나

14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19.02.01.

~19.11.30.
정경희

15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19.02.01.

~19.10.31.
정영철

16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19.01.01.

~19.12.31.
김기태

17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19.04.01.

~19.12.31.
정세정

18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19.01.01.

~19.12.31.
이소영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Ⅳ. 2019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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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57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19.01.01.

~19.12.31
정해식

58
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

관리정책 방향

19.05.01.

~19.12.31
오영호

5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19.05.01.

~19.12.31
김은정

60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비교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19.05.01.

~19.12.31
김윤영

61 2019년 빈곤통계연보
19.01.01.

~19.12.31
이현주

62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19.01.01.

~19.12.31
정은희

63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19.01.01.

~19.12.31
정홍원

64 2019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19.01.01.

~19.12.31
오미애

수시연구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1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기반 통계의 문제점과 

과제

18.11.01

~19.02.28.
고경환

2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18.10.29

~19.02.28.
이아영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18.11.20.

~19.03.31.
조성은

4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19.04.26.

~19.10.25.
신윤정

5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19.04.29.

~19.10.28.
정홍원

6 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연구
19.08.14.

~19.11.30.
고혜진

7
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과 식품불안정 인구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19.08.14.

~19.11.30
최슬기

8
보건복지 분야 패널자료 품질 개선 연구 

-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을 중심으로

19.08.14.

~19.11.30
이혜정

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19.08.14.

~19.11.30
곽윤경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38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연구
19.01.01.

~19.12.31
전진아

39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 개발
19.01.01.

~19.12.31
채수미

4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19.01.01.

~19.12.31
이현주

41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
19.01.01.

~19.12.31
김문길

42 2019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19.01.01.

~19.12.31
이연희

43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19.01.01.

~19.12.31
임완섭

44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 
19.01.01.

~19.12.31
강희정

45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아동기 건강불평등

19.01.01.

~19.12.31
김동진

46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19.01.01.

~19.12.31
류정희

47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19.01.01.

~19.12.31
조성은

48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19.01.01.

~19.12.31
김태완

4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19.01.01.

~19.12.31
김태완

50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19.01.01.

~19.12.31
오미애

51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Ⅰ)

- 지역복지지출계정을 중심으로

19.01.01.

~19.12.31
고경환

52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19.01.01.

~19.12.31
여유진

53 201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19.01.01.

~19.12.31
오미애

54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19.01.01.

~19.12.31
박은자

55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
19.01.01.

~19.12.31
박은자

56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19.01.01.

~19.12.31
노대명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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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책임자

13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적정성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8.12.13.

~19.08.09
황도경

14 의료급여 재가급여 시범사업 운영 방안 연구
18.12.24.

~19.08.20
신현웅

15 울산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18.12.24.

~19.10.31
배재용

16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위탁운영
19.01.01.

~19.12.31
정홍원

17 2019 WHO 주요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19.01.18.

~19.12.31
전진아

18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부담율 기준 마련 연구
19.01.18.

~19.08.16
함영진

19 생애주기별 빈곤률 통계 산출 및 분석
19.01.30.

~19.11.29
최현수

20 포용국가 비전 및 전략기반 사회정책 통계지표 개발
19.01.30.

~19.11.29
최현수

21 여자 청소년의 건강이슈 분석과 월경관리 현황 조사
19.02.07.

~19.12.31
김남순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및  

효과성 연구

19.02.22.

~19.11.29
이상정

2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지원 업무
19.02.22.

~19.12.31
함영진

24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19.03.08.

~19.09.30
황나미

25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9.03.06.

~19.10.31
이윤경

26 아동수당 및 출산 양육 지원 체계 발전 방안 연구
19.03.18.

~19.09.30
김미곤

27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19.03.15.

~19.09.10
고제이

28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 조사
19.03.15.

~19.12.14
강은나

29 2019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19.03.19.

~19.12.08
신정우

30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19.03.25

~19.11.30
신정우

31 OeCD 보건복지 이슈분석 및 대응, 국내 활용 전략 수립 연구
19.04.01.

~19.12.20
강희정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10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19.05.20.

~19.11.20
김기태

1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19.08.30.

~19.12.31.
주유선

12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19.08.14.

~19.12.31
김유휘

13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19.08.26.

~19.12.31.
이원진

14
재외동포 생활 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19.08.14.

~19.12.31.
노대명

 정부 수탁 연구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책임자

1 빈곤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18.06.04.

~19.08.30
노대명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활용 방안 연구
18.06.12.

~19.03.29
최현수

3 아동종합실태조사
18.07.06.

~19.03.29
류정희

4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18.07.19.

~19.11.19
오영호

5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 방안 연구
18.08.07.

~19.03.15
최현수

6 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정책 분석
18.09.28.

~19.04.30
조성호

7 국가건강검진 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18.10.25.

~19.10.22
여나금

8 아동수당 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18.11.02.

~19.03.31
조성은

9 고독사 위험집단 데이터 분석 기반 예방 및 발굴 지원 방안 연구
18.11.23.

~19.08.21
최현수

10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립 방안 연구
18.11.21.

~19.10.31

신현웅

전진아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8.12.10.

~19.06.07
김성희

1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8.12.12.

~19.07.09
신현웅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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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책임자

51 소득보장제도의 현안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
19.05.21.

~19.11.29
이현주

52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
19.05.27.

~19.12.23
류정희

53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1)
19.05.27.

~19.12.23
류정희

5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2)
19.05.27.

~19.12.23
이상정

55 남북 복지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19.05.23.

~19.10.21
조성은

56 기초연금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연구
19.05.30.

~19.10.28
함영진

57 2019년 사회보장통계 구축 및 관리
19.06.10.

~19.11.29
최현수

58 사회보장 유형 및 범위 명확화에 대한 연구
19.06.13.

~19.11.29
강혜규

59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19.06.10.

~19.11.29
신영석

60
WHO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의정서 이행 현황과 국내법 제 

개정을 위한 연구

19.06.10.

~19.11.29
최은진

61 2019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19.06.18.

~19.12.15
박세경

62 2019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 아동돌봄 사업군
19.06.20.

~19.12.19
이소영

63 사회보장 재정추계 개선 방안
19.06.21.

~19.11.29
고제이

6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연구
19.06.21.

~19.11.29
임완섭

65 청능사 제도에 대한 타당성 연구
19.06.21.

~19.11.29
윤강재

6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19.06.21.

~19.11.29
김동진

67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설정 연구 위탁

사업

19.06.27.

~19.11.30
박은자

68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방안 연구
19.07.03.

~19.11.29
전진아

69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9.06.27.

~19.12.31
김은정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책임자

32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아동통계 행정패널 구축 방안
19.03.28.

~19.11.30
오미애

33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운영 모델 마련 연구
19.03.28.

~19.11.29
함영진

34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19.04.02.

~19.08.31
김문길

35
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방식 변경에 따른 백신 가격 산정 및 

조정체계 개선 방안

19.03.27.

~19.11.26
채수미

36 2018년 국민보건계정
19.04.15.

~19.11.30
신정우

37
대학 진로취업 인프라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중장기 운영 방안 

연구

19.04.02.

~19.11.29
김태완

38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19.04.15.

~19.11.29
이태진

3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19.04.25.

~19.09.20
박종서

40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및 정책 효과 연구
19.04.26.

~19.12.13
최현수

41 소득분배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19.04.26.

~19.11.29
김태완

42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심층분석 및 개선 방안
19.04.26.

~19.11.29
오미애

43
GIS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이용·공급의 공간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19.05.02.

~19.11.28
함영진

44 나눔실태 2018
19.05.02.

~19.11.30
고경환

45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
19.05.08.

~19.06.28
이윤경

46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
19.05.08.

~19.10.04
강혜규

47
노인·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방안 및 

렌탈서비스 분석 연구

19.05.08.

~19.11.29
오욱찬

48 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 연구
19.05.08.

~19.11.29
최현수

49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체계 및 이행 방안 연구 용역
19.05.15.

~19.11.29
신영석

50 통계 생산용 DB 구축 대상 선정 연구(사회복지 분야) 사업
19.05.16.

~19.12.15
노대명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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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장기요양기관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
19.08.29.

~19.11.29
강은나

90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 연구
19.08.29.

~19.11.29
박종서

91 사회보험 통합 징수 관련 개선 방안 마련 용역
19.09.03.

~19.11.29
신영석

92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 방안 연구
19.09.04.

~19.11.29
고숙자

93 복지급여 관리 업무 반자동화를 위한 소득·재산 기준 선정 연구
19.09.17.

~19.11.29
오미애

94 문신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19.09.23.

~19.11.29
김대중

95 미래 사회보장 환경 전망 및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9.10.01.

~19.12.13
조성은

96 미래질병과 건강 아젠다 발굴 및 대응 방안 연구
19.10.01.

~19.12.31
채수미

97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운영모델 개발 연구
19.09.30.

~19.11.29
임성은

9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19.09.26.

~19.11.29
신영석

99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활용한 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기준 

마련 연구

19.10.15.

~19.11.29
오욱찬

100 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기반 구축 방안 연구
19.10.16.

~19.12.10
정영철

1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간평가 기초연구
19.10.17.

~19.11.29
신현웅

102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인력 기준 개선 방안 연구
19.10.16.

~19.11.29
전진아

103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연구
19.10.17.

~19.11.29
박종서

104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품질 개선 연구
19.10.29.

~19.12.06
임정미

105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9.10.31.

~19.12.13
신현웅

106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인지제도와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19.11.20.

~19.11.29
최은진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책임자

70 노후준비 지표 개선 및 실태조사
19.06.27.

~19.12.31
황남희

71
2019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위

탁 용역

19.07.09.

~19.12.20
안수란

72
근로능력가구 장기수급자 심층분석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 방

안 연구

19.07.05.

~19.11.29
김태완

7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고도화 연구(Ⅱ)
19.07.17.

~19.11.29
신화연

7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기반 정책 연구(1차

년도)

19.07.17.

~19.11.29
정영철

75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
19.07.31.

~19.11.29
고경환

76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분석
19.07.29.

~19.12.31
여유진

77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19.08.02.

~19.11.29
황주희

78 OeCD-보건복지부 공동 국제 인구 포럼 위탁
19.08.13.

~19.12.20
변수정

79 돌봄경제 육성전략 수립 연구
19.08.05.

~19.11.29
유재언

80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19.08.05.

~19.11.29
강혜규

81 보건복지 주요 정책 비전 마련 연구
19.08.05.

~19.12.18
김미곤

82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및 평가 환류체계 연구
19.08.05.

~19.11.29
강은나

83 자활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19.08.14.

~19.11.29
정해식

8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사전연구
19.08.14.

~19.11.29
김성희

85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
19.08.28.

~19.11.29
전진아

86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영향분석 모형 개발
19.08.29.

~19.11.29
고제이

87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추진과제 발굴
19.08.20.

~19.11.26
김윤영

88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서비스 개발 연구
19.08.29.

~19.11.29
김성희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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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장성 강화 대책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장기 개선 방안

19.04.24.

~19.12.06
김수진

21 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 대한 메타 분석
19.03.18.

~19.12.31
윤석명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

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19.04.18.

~19.08.30
김동진

23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아동·청소년 

삶의 질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한국 지표체계  구축

19.05.14.

~19.12.10
류정희

24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 관련 타당성 연구
19.05.27.

~19.12.23
이아영

25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 및 국민건강성과 

향상 방안 연구 용역

19.05.29.

~19.12.28
신영석

26 자영업자에 대한 삶의 질 현황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19.06.04.

~19.12.11
황남희

27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한 심층연구
19.06.26.

~19.12.26
여나금

28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9.06.28.

~19.12.25
윤강재

29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 용역 
19.06.28.

~19.12.27
강희정

30 19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항목 개발
19.07.05.

~19.12.14
오영호

31 보건복지 교육 수요 분석 및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19.07.26.

~19.12.27
강혜규

32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컨설팅 용역
19.07.01.

~19.11.29
고경환

3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한 위기아동 발굴 방안 

연구

19.08.12.

~19.12.13
최현수

34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성과분석 연구
19.08.22.

~19.12.31
최현수

35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19.09.03.

~19.12.31
이기호

36 한국-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 방안 연구
19.09.16.

~19.12.20
신현웅

 37 입양체계의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 지원 개편 방안 연구
19.09.10.

~19.12.15
신윤정

38 청년층 사회통합 인식의 성별 격차 위탁연구
19.09.01.

~19.12.13
김문길

39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이용자의 사례관리 강화 방안 연구
19.10.14.

~19.12.31
황도경

2019년도 
수행 연구
사업 현황

민간 수탁 연구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책임자

1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용역
18.06.07.

~19.08.30
신영석

2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미래약사비전 수립 연구 - 지역 약국

을 중심으로

18.07.09.

~19.02.28
신영석

3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 방안 

연구

18.07.05.

~19.02.28
황나미

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2)
18.07.25.

~19.03.20
정해식

5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18.10.12.

~19.03.31
김태완

6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

18.10.23.

~19.02.22
신정우

7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 방안 연구용역
18.11.16.

~19.02.16
여나금

8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18.12.04.

~19.10.04
신현웅

9 보건계정체계에 기초한 보건의료의 효과성 지표 검토
18.12.06.

~19.08.05
신정우

10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 과정 연구
18.12.14.

~19.07.15
여유진

11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18.12.19.

~19.07.19
강희정

12
지역사회 정신건강 데이터 기반 근거 중심 정신건강사업 전략 

개발 연구

18.12.21.

~19.04.20

전진아

오미애

13 (건보)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19.01.01.

~19.12.31
박은자

14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 방안

19.01.28.

~19.06.28
여나금

15
의료기관 종별가산 및 간호관리료 수가 가산제도 개선 방안 

연구

19.01.14.

~19.11.30
여나금

16 미국 한인 차세대 입양인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19.03.18.

~19.09.17
임성은

17 가감지급사업 개선 방안 연구용역
19.03.29.

~19.12.28
강희정

18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 및 사회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등 조사 연구용역

19.03.18.

~19.12.15
김현경

19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
19.04.15.

~19.12.25
신현웅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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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목 저자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차년도 사업의 건강 영향 평가: 

노인 보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허종호, 윤난희, 

황서은, 황종남

사회위험수준인식과 노인낙인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조수현, 정순둘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

한 연구 
권혁창, 조혜정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다층모형 적용을 통한 개인 및 지역자

원 효과 검증 

김명일, 어유경, 

김순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이미지가 노인학대민감

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경제지위의 조절효과 

김수진, 김미혜, 

전혜연

산재환자 여성배우자의 돌봄경험과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적연구
김수현, 이정은, 

이자호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사별지원 서비스 욕구 
김민아, 이재희, 

정대희, 김찬권

자연주의 의료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이밍의 탐색적 연구 조혜림, 정민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의 한계와 발전방향 모색: 무지의 틀을 이

용한 전문가 지식 분석을 중심으로
오영삼, 조영은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특성의 분

석: 요인설문조사(Factorial Survey)의 적용
정선영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

적 문헌고찰

권구환, 장수미, 

홍석호

229개 시군구 이주민 분포 프로파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허청아, 그레이스정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박금령, 최병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우울을 중심으로
안서연, 조미라

체질량지수와 비만이 개인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 Control Function 방법
이용우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동반아침식사와 우울

증 간의 관련성
정석환, 김재현

제39권 3호

(2019.09)

‘다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여유진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방임: 자녀 지원과 사회

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지, 권은주, 

이장범, 김순은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Advance Care 

planning)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
하정화, 이창숙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결

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김계숙, 김진욱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 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이용자 선

택과 제도 지속가능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용득

2019년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연 4회 발행합니다.

호 제목 저자

제39권 1호

(2019.03)

인간을 압도하는 과학기술 시대의 보건복지 신영전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과 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이지혜, 황남희

비공식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관한 분석 최경덕, 안태현

영국의 치매대응 정책분석과 시사점: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

략을 중심으로 
이현숙

도시재생사업의 탐색을 통한 쇠퇴지역 내 지역주민의 거주문제

와 삶의 질 증대의 모색: 부산해운대 우동 지내마을을 중심으로

오영삼, 김수영, 

정혜진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유신, 김한성

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박세희, 황인욱, 

고브니엘, 이태진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

향: 생애과정 관점을 중심으로
윤수경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 유형 분류 및 예측요인 확인: 잠재

계층성장분석을 적용한 7개년도 종단연구
유창민

담뱃갑경고그림이 대학생 흡연자의 주의편향과 주의편향 수정

훈련에 미치는 영향
박하나, 윤혜영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연령집단 간 다

집단 분석
이숙현, 한창근

일반 성인의 건강문해력의 하위 차원과 건강 관련 행위간의 관계
김성은, 박동진, 

최정화

고령층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 김정욱, 배호중

머신러닝을 이용한 신경계통의 질환 퇴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

원일수 예측 모형 개발
박종호, 강성홍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의사소통만

족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권은영, 박경연

호스피스 팀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참여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수연

제39권 2호

(2019.06)

전국민의료보험 30년 역사가 주는 교훈 신영전

고온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우경숙, 김대은, 

채수미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김용하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 개발 연구 

김유진, 박순미, 

박소정

2019년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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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목 저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

전소득에 대한 동태적 구축효과 분석
설귀환, 임병인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
최새은, 정은희, 

최슬기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사회복지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허원빈, 정하은

암 경험자의 생존단계별 필요에 관한 질적 연구

김다은, 김혜림, 

양동욱, 강은실, 

김진현, 배은영

동적 시뮬레이션 접근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스마트 헬스케어 

효과성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정윤, 이견직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 방문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이기주, 석재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역량강화 교

육 요구도
전경미, 김석선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로서 월간으로 발행합니다.

호 제목 저자

1월 

통권 

제267호

2019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조흥식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강혜규, 김회성, 

안수란

인구 정책 전망과 과제 이윤경

소득보장 정책 전망과 과제 이현주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 신현웅, 여나금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월

통권 

제268호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 양성일

미혼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이상림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 변수정

자녀 출산 실태와 정책 함의 이소영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김은정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이지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 김수진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19년  
정기간행물

호 제목 저자

고령장애인의 빈곤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디지

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소영, 정순둘

노인 대상 한국어판 자가보고 복약이행도 측정도구(ARMS-K)

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서정, 김계하, 

박정환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의 적용
김경호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의 영향 최정아

청소년의 비만 관련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박소연

청년층 의료이용 양상: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비교

를 중심으로

임유나, 조윤민, 

이태진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 이하나, 조영태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비오

독일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atsprinzip)을 중심으로
주보혜

저소득 암생존자의 구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인정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홍기명, 이경무, 

장숙랑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 방안 연구 정인영, 유현경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세원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운영 현황과 확산 방안에 관한 질

적 연구

황지은, 박언주, 

조성일

제39권 4호

(2019.12)

보건·복지·사회정책분야 ‘하지 않는 연구’ 또는 ‘언던 사이언스

(undone Science)’를 넘어서
신영전

한국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시간 유형별 근무형태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수현, 김기연

신규 빈곤진입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변화 이종하, 김윤화

Mechanisms linking employment type and Health: 

panel Data Analysis with Fixed-effects Models

Lim, Sojung 

Sung, Baksun

중·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과 연령집단별 분석
최은영, 엄사랑

배우자와의 사별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통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의 영향 분석
원혜진, 송신애

중고령자의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임정숙, 정세미, 

정순둘

아동의 개인 및 환경요인이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아이젠버그의 친사회성이론을 중심으로
이은영, 황혜원

2019년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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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목 저자

7월

통권 

제273호

에너지 복지, 왜 필요한가 한창근

에너지 빈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에너지 빈곤의 정의와 측정 이현주

가구의 에너지 소비 실태와 특성 박광수

에너지 소비의 중요성과 기초에너지 보장 조성은

eu에너지 복지 정책 전개 과정에서의 교훈 김영희

의약품 첨부 문서의 국가별 운영 현황과 시사점 박실비아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월

통권 

제274호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의 폭넓은 활용을 기대하며 강신욱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경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정보 격차와 과제 이기호

보건복지정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과제 오미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과 과제 김은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포용과 혁신의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최현수

보건통계 수집의 체계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시사점 신정우, 조형경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9월

통권 

제27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회고와 전망 차흥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 빈곤정책의 역사 조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과 시민사회의 역할 남찬섭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손병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 개선 방안 정은희

세계보건기구 FCtC 추진에 따른 간접흡연 규제 정책 동향 
최은진, 윤시몬, 

이난희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0월

통권 

276호

치매국가책임제 성과: 시행 2년을 돌아보며 곽숙영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유재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권진희

치매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방안 이윤경, 김세진

치매돌봄기술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 김영선

치매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주보혜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19년  
정기간행물

호 제목 저자

3월

통권 

제269호

기후변화 모범 국가를 기대하며 김호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임연희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및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양원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 송영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출발과 과제 채수미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윤석명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4월

통권 

제270호

지구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적 격차와 사회정책 이혜경

사회서비스 실태 및 지역 격차 함영진

의료 격차와 정책 과제 강희정

근로 연령대의 소득 격차 심화와 사회안전망의 과제 장지연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 전병유

젠더와 격차, 사회정책 과제 송다영

소득 격차와 사회정책 과제 이현주

과로사 예방 및 보상 정책의 현황과 정책 과제 오수진, 정연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김성아, 정해식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5월

통권 

제271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과 5년 후 우리의 삶 배병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노대명

고용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전병유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권순만, 강희정, 

고숙자, 김수진

소득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구인회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이선우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김유경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6월

통권 

제272호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성과와 과제 노흥인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책 과제 권순만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김진현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현황과 개편 방안 윤석준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 방향 신영석

한국의 상대적 지역박탈 현황과 변화
최지희, 김동진, 

이준협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19년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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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363호

(2019-06)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 김태완 2019/06/10 

제364호

(2019-07)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여유진 2019/07/01 

제365호

(2019-08)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

임완섭 2019/07/22

제366호

(2019-09)
흡연과 간접흡연 경험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 최은진 2019/08/12 

제367호

(2019-10)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변화와 시사점 김수진 2019/09/30 

제368호

(2019-11)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정은희 2019/10/21 

제369호

(2019-12)
북한 영유아 발달의 지역 간 격차 고혜진 2019/11/18 

국제사회보장리뷰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합니다.

호 제목 저자

 통권 제8호

(2019.03)

독일 돌봄 인력의 현황과 정책 동향 박수지

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바바라 다 로잇

일본의 개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 추진 현황 유애정

지속가능성과 노동의 관점에서 본 영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최근 

동향 

남궁준

김근주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 정희정

영국의 난민 신청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그 쟁점 김기태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체계와 시사점 김세진

중국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의 역사 변천과 발전 방향 왕유화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남용현

두 자녀 정책 이후 중국의 출생 및 사회정책 변화 
유멍

최미향

영국 통합 돌봄 체제의 현황과 과제 김경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WIC 프로그램의 재조명 김태근

2019년  
정기간행물

호 제목 저자

11월

통권 

제277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 제도 운영 방향 김서중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제도 현황 및 과제 함영진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 정홍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송지영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편 김홍환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 사업의 현황과 쟁점 안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건을 중심으로
이한나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2월

통권 

제278호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철학적 함의 김미곤

포용복지와 소득정책의 방향 김태완, 최준영

포용복지와 노동정책의 방향 김현경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김명희

포용복지와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 김보영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과 함의 김은정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Issue&Focus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하고자 발행합니다.

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358호

(2019-01)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 이현주 2019/01/29 

제359호

(2019-02)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

적 대응
강희정 2019/02/25 

제360호

(2019-03)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 신윤정 2019/03/25

제361호

(2019-04)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 조성은 2019/04/22 

제362호

(2019-05)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 정연 2019/05/20 

2019년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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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목 저자

통권 제11호

(2019.12)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김형균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이명진

스웨덴 독거노인의 가족연대 강화 및 고독 감소
Sundstrom

Gert

미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정순희

인도의 1인 가구 현황과 과제
Dommaraju

Premchand

자산 및 역량 기반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영국의 사례
Lunt

Neil

노인·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시사점 남궁은하

캐나다 난민 지원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정세정

네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Atteraya

Madhu Sudhan 

Bhandari

Prem

영국 성인 사회돌봄의 재정 위기: 전망과 대안 유선우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정책의 최근 동향 양세정

VR/AR 기반의 의료·보건 산업 발전 동향 이지현

Research in Brief

해외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보건복지 관련 이슈를 영문화하여 발간합니다.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1
2018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Soyoung lee 2019 

2

One Decade of Health Impact Assessment 

Development in South  Korea: 

Characteristics of Health Impact Assessment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Choi, eun Jin 2019

3
A Study of the Improvement of Health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onghee Kim 2019

4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ocial Service 

Security in Korea
Suran Hhn 2019

5
Development trajectory and Future Direction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Yeo eugene 2019

2019년  
정기간행물

호 제목 저자

통권 제9호

(2019.06)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강상경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

호 및 증진
캐런 뉴비깅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 연속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원리: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험
오현성

이탈리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보호정책과 실행 현황
가브리엘 데토레

빈센자 펠리카니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미국 메디케이드의 역할 확대와 시사점
윤지은

이진용

독일의 노인 주거 정책 동향: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정책을 중

심으로
주보혜

중국의 장기요양 돌봄 제도의 발전 현황 장원보

프랑스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의 동향과 시사점 신윤정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홍희정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및 개편 현황
서영민

김승영

아동 발달 관점에서 본 중국의 아동 정책과 향후 과제
유멍

장희선

4차 산업혁명과 노인 간호의 변화 이지현

통권 제10호

(2019.09)

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주유선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 및 전략 동향 윤지영

보건의료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
나성섭

소날리니 케피팔

현안으로 본 개발협력의 미래: 한국적 맥락을 중심으로 김철희

영국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연속성: 공동 부모휴가 제도를 중

심으로
유선우

유럽연합 고령화 보고서의 지출추계 방법과 교훈 고혜진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제도의 성과와 위기 곽윤경

최근 일본의 가계부채 문제와 이슈 유야마 아쓰시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위한 독일 연방참여

법의 제정과 시사점
이아영

자살 예방의 도구로 활용되는 뉴욕주 빅데이터 - pSYCKeS 손해인

아동 행정 패널 시스템 구축 사례: 오하이오주 카이어호가 카운티 전지수

2019년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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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01 도서관

02 KIHASA 웹사이트 

03 간행물 회원제 안내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6

Social Cohesion: Current Issues and Counter 

measures

-partV Social Conflicts and Social Cohesion

Haesik Jung

Migon Kim

Yeo eugene

Seonggeun Kim

Yeongyu lyu

Sunhee Woo

Geunhye Kim

2019 

7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for the Households 

with Children on  Redistribution of Income

Joung, eunhee

Kim, Seonga
2019 

8

Machine learning-Based techniques of Anomaly 

Detection

-As Applied to Health and Welfare Data

Miae Oh

Ah-Yeon park

Jaehyun Jin

2019 

9

Migrant Children: A Qualitative Study on Korean-

Chinese and Korean-Vietnamese Children 

Returning to their Mothers’ Homelands

Shin, Yoon-

Jeong
2019 

10
Measures for Increas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n  Healthcare and Medicine

Song Cheol-

jong
2019 

11
the effects of the Healthcare System on Medical 

expenditures in  South Korea
Oh, Youngho 2019 

12
Analysis of the effects on Financing Methods on 

Social  expenditures
Sang-Ho Nam 2019

2019년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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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 관련 웹사이트도서관

●  전자도서관을 통해 인쇄 자료와 전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분야의 인터넷 정보원 

및 정책연구정보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

●  Research@KIHASA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든 연구 성과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 페이지를 통해 연구자 정보와 각종 연구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search@KIHASA (http://repository.kihasa.re.kr) 

전자도서관 (http://kihasa.re.kr/librar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서관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구정책 등 보건

복지 분야의 방대한 학술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보건·복지 전문 도서관입니다.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회의 자료 등 단행본 5만여 권과 정기간행물 900여 종을 

비롯하여 CD-ROM, 전자저널, 학술 DB 등 보건복지 분야의 학술 자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도서관을 통해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하

실 수 있으며,  Research@KIHASA 사이트에서 모든 연구 성과물의 원문과 

연구자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방문 이용 시간

평일: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개원기념일(7. 1.) 휴관

  이용 범위

연구원 직원: 열람, 복사, 대출 가능

외부 이용자: 열람, 복사 가능

  이용 문의

전화: 044-287-8004

팩스: 044-287-8056

이메일: library@kihasa.re.kr

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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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웹사이트

●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은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다양

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건강영

향평가에 대한 학습이나 수행에 필요한 최신

의 정보와 지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더욱 포괄적이

고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데

이터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구 DB, Data Bank, 해외 자료 등 영역별 특

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통계정보와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간정보통계, 인포

그래픽스 등 다양한 형태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http://hia.kihasa.re.kr)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 (http://data.kihasa.re.kr)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KIHASA 
웹사이트

●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

고서와 정기간행물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의 국문 웹진 혹은 영문 뉴스

레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신 보건복지 정

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 가구와 개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 추출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SPSS, SAS, STATA),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보

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료패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이용과 의

료비 지출 수준 및 배분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정책

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 추출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 기

초연구보고서, 심층분석보

고서 등의 연구 자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www.koweps.re.kr)

한국의료패널 (http://www.kh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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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도서 판매처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Yes24

http://www.yes24.com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회원에 대한 특전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

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

합니다. 

가입 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가입 방법 

문의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Tel. 044-287-8157) 

간행물 
회원제 
안내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홈페이지 

www.kihasa.re.kr 발간자료
간행물 

구독안내



2020년 7월 발행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  재  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문     의 044-287-8000

편집·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은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19
연차보고서
2019 Annual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