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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규모는총 31조 645억 원으로

2009년 본예산대비 2조 7,023억 원 (9.5%) 증

가하였다.1)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을살펴보면, 보육부문의예산증가가두드러지

게나타나고있으며, 기초노령연금급여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액의증가, 국민연금급여지

출의 급증,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증가도 눈에

띈다. 장애인부문에서는중증장애인연금이신

규도입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예산은지속

적으로증가하여왔으며, 증가율에있어서도정

부총예산증가율을상회하는수준으로증가하

여왔다. 그러나이러한예산규모의증가가다

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는의견이분분하다. 예산투입의효과성제고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과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및효율적재원배분을위한사업평가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2010년 보

건복지가족부의예산(안)의특징과변화를살펴

보고, 향후재원배분과 효율적 재정운용과제에

대해논하기로한다.

2010년도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의규모는총 31조 645억원으로 2009년본예산대비 2조 7,023억원(9.5%)

증가하였다. 2010년도보건복지가족부예산(안)을살펴보면, 보육부문의예산증가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 기초노령연금급여와노

인장기요양보험지원액의증가, 국민연금급여지출의급증, 건강보험국고지원의증가도눈에띈다. 장애인부문에서는중증장애인연금이

신규도입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며, 증가율에있어서도정부총예산증가율을상회하는수준으로증

가하여왔다. 그러나이러한예산규모의증가가다양한복지수요를충족시키고있는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예산투입의효과성

제고를위해서는전달체계의개선과성과주의예산의정착및효율적재원배분을위한사업평가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

2010년보건복지가족부의예산(안)의특징과변화를살펴보고, 향후재원배분과효율적재정운용과제에대해논하기로한다.

2010년도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특징과변화
The 2010 Budger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1) 추경예산기준으로는 1조 4,278억 원(4.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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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보건복지가족부예산
(안) 개요

2010년도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예산은일

반회계가19조1,235억원, 특별회계가2,810억

원으로 총 19조 4,045억 원이며, 기금은 11조

6,600억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로는9,690억원(5.3%) 증가하였고, 추경예

산대비로는3,055억원(1.5%) 감소한수치이다.

보육부문, 기초노령연금및장기요양보험, 국민

연금급여지출, 건강보험지원등의예산이증

가하였고, 아동및청소년, 가족및여성, 공공보

건의료확충사업,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 등

이타회계나기금으로이관되었다.

기금은’09년대비17.5%(1조 7,333억원) 증

가한 11조 6,600억 원으로편성되었다. 증가액

의규모가가장큰국민연금기금의경우는전년

대비 1조 4,814억 원(18.1%) 증가한 9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는 전년 대비 6.2%(1,008억 원) 증가한 1조

7,395억원으로편성되었다. 이중국민건강보험

지원금 예산의 증가(’10년 예산 1조 631억 원,

3.6% 증가), 산모건강관리사업의증가(’10년예

산426억원, 133.7% 증가)가눈에띈다. 응급의

료기금은 전년 대비 345%(1,350억 원) 증가한

1,74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증가율로는 기금

중가장큰규모이지만, 사업비가증가했다기보

다는일반회계로부터이관된사업들때문에대

부분의예산증가가나타나고있다.

2010년보건복지가족부의일반회계및특별

회계예산을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부문에약

7조 3천억원, 노인, 장애인등지원에약4조 3

천억원, 건강보험에약4조3천억원, 보육에약

2조2천억원등이편성되었다. ’09년본예산대

비 기금을 제외한 예산의 증가액이 큰 순서로

보면, 보육·가족및여성부문, 노인, 장애인등

지원부문, 건강보험(약4조3천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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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재정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총지출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83,622

184,355

180,155

4,200

99,267

16,387

81,729

391

760

296,367

197,100

192,706

4,394

99,267

16,387

81,729

391

760

310,645

194,045

191,235

2,810

116,600

17,394

96,543

1,741

922

27,023

9,690

11,080

△1,390

17,333

1,007

14,814

1,350

162

9.5

5.3

6.2

△33.1

17.5

6.1

18.1

345.3

21.3

14,278

△3,055

△1,471

△1,584

17,333

1,007

14,814

1,350

162

4.8

△1.5

△0.8

△36.0

17.5

6.1

18.1

345.3

21.4

’09년

예산

’09년

추경예산
10예산

본예산

증감 증감률 (%)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자료: 2010년도보건복지가족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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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의특징

1) 보육료지원의증가

저출산심화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서보육

의공공성강화와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이라

는측면에서보육료지원대상을중산층까지확

대한다는계획하에해마다보육예산증가가크

게눈에띄고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예산은

’09년(1조2,821억원)대비27.3%(3,500억원)증

가한1조6,322억원으로편성되었다. 소득하위

70%이하가구에대한보육료지원대상자는전

년도 813,000명에서 ’10년에는 870,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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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0년 분야별세출예산안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 계

총지출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애인등지원

- 공적연금

- 보육·가족및여성

- 사회복지일반

보 건

- 보건의료

- 건강보험

내부거래

- 회개,계정간거래

- 기금전출금

09년

당초예산

18,605,936

18,435,501

13,416,188

(72.7%)

7,135,490

(38.7%)

4,073,527

(22%)

280

(0.001%)

1,830,041

(9.92%)

376,850

(2.04%)

5,019,313

(27.2%)

841,593

(4.5%)

4,177,720

(22.6%)

170,435

98,413

72,022

19,899,843

19,709,983

14,568,392

(73.9%)

7,973,099

(40.4%)

4,124,210

(20.9%)

280

(0.001%)

1,838,316

(9.3%)

632,487

(3.2%)

5,141,591

(26%)

963,871

(4.8%)

4,177,720

(21.1%)

189,860

117,838

72,022

19,737,416

19,404,514

14,231,321

(73.3%)

7,292,933

(37.5%)

4,340,616

(22.3%)

395

(0.002%)

2,154,481

(11.1%)

442,896

(2.2%)

5,173,193

(26.6%)

853,642

(4.3%)

4,319,551

(22.2%)

332,902

118,910

213,992

1,131,480

969,013

815,133

157,443

267,089

115

324,440

66,046

153,880

12,049

141,831

162,467

20,497

141,970

6.1

5.3

6.1

2.2

6.6

41.1

17.7

17.5

3.1

1.4

3.4

95.3

20.8

197.1

△162,427

△305,469

△337,071

△680,166

216,406

115

316,165

△189,591

31,602

△110,229

141,831

143,042

1,072

141,970

△0.8

△1.5

△2.3

△8.5

5.2

41.1

17.2

△30.0

0.6

△11.4

3.4

75.3

0.9

197.1

09년

추경예산

10년

예산안

본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추경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자료: 2010년도보건복지가족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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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또한소득70%를초과하는민간시

설 이용 영아에도 기본보육료가 지원(130,000

명)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전년도 까지

는 소득하위 50% 이하 만0~4세아, 소득하위

70%이하의만5세아및장애아동이었다. ’10년

에는소득하위70%의둘째아이상도보육료전

액지원에포함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보

육료전액지원대상자수는전년도610,000명에

서 ’10년에는 761,0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있다.

보육료지원사업중 0~4세아차등보육료는

1조 3,689억 원으로전년대비 35.1% 증가하였

고, 두 자녀이상보육료는 856억 원으로전년

대비2% 증가하였다. 만5세아보육료와장애아

무상보육료가 각각 10.2%, 5.6% 감소하였다.

차등보육료는 지원수준 및 지원기준은 전년도

하반기와동일하나, 지원대상자가11.4만명증

가하여예산의증액이발생하였다. 보육료지원

대상자도소득하위 70%대상자가 657,000에서

72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소득 70%초과 대

상자도 83,000명에서 130,000명으로 증가하였

다.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기준은’09년도에

는자녀두명이상이동시에보육시설을이용하

여야 하였던 기준을 완화하여 ’10년에는 보육

시설을이용하는둘째이상아동모두에게지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소득하위

60~70%인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되었

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는 110,000명에서

103,000명으로감소하였다. 즉, 두자녀이상보

육료지원예산의 증가는 지원금액의 확대에 따

른것으로보인다.

만5세아 보육료 대상자는 140,000명에서

122,000명으로감소하였고, 장애아보육료대상

자도 16,000천명에서 15,600명으로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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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육료지원사업예산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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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보육료지원수준과지원단가는동

일하나, 대상자감소가예측되어예산이감소하

였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사업도대상자가

전년 16,000명에서 15,600명으로 감소되었고,

지원도종일보육과방과후보육으로분리함에

따라예산이감소하였다.

2010년도보육료지원사업예산상의특징적

인사항은다자녀가구및맞벌이가구의보육료

지원의강화이다. 맞벌이가구보육료사업이신

규사업으로도입되어, 대상자 18,000명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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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두 자녀보육료지원

자료: 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0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그림 3. ’10년 맞벌이가구소득산정및지원의변화

자료: 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0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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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97억 원의예산이편성되었다. 이는맞벌이

부부들에 대하여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소득기준을완화하였기때문이다. 

이외에도 눈에 띄는 것은 ’09년부터 시행된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인양육수당사

업의예산증가이다. 양육수당은전년(323억원)

대비332억원(102.7%)증가한656억원으로책

정되었다. 향후양육수당의지원대상이예정대

로확대된다고하면, 이에 대한예산의증가도

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2) 기초노령연금과장기요양보험의증가

2010년예산에서주목하여볼부문은기초노

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하는 노인분

야의예산이다. 노인부문은고령화심화에따라

직접적인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문이

기도 하다. 기초노령연금지급 관련 예산은

2,538억 원이증가된 2조 7,236억 원으로전체

노인복지부문 예산증가액의 85.5% 이상을 차

지하고있다. 기초노령연금지급기준은’09년에

는무배우자의경우소득인정액 68만 원이하,

유배우자인 경우 108만 8천원 이하였던 것이

’10년에는무배우자의경우70만원이하, 유배

우자인경우 112만원이하로상향조정되었다.

대상자수는’10년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09

년 363만명에서’10년 371만명으로확대되는

것으로계상되어있다. 월 지급액은 8만 8천원

에서9만1천원으로인상되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예산은 ’09년 본예산

(3,283억 원) 대비 584억 원(18%) 증가하였다.

이는 대상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이전년대비1,268억원(62.3%) 증가한것

에기인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대상자는18

만 명에서’10년 32.5만 명으로증가하는것으

로 계획되었다. 한편, 기타 의료수급권자에 대

한장기요양급여비용국가부담은전년대비774

억 원(76.1%) 감소한 243억 원이다. 이는 차상

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전환됨에따라국가부담대상자가’09년 9,092

명에서 ’10년 3,026명으로 감소했기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국민이부담을지고있다. 반면, 수혜대상국

민은전체노인인구의 5.33%에불과하다는점

에서 수혜대상자가 협소하다는 점이 문제점으

로지적되고있다. 장기요양보험의수요와대상

자는확대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므로, 장기요

양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

다. 또한현재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가

입자를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급여 비용은 국가가 약3.13%

(’10년), 지자체가나머지를부담하도록되어있

어지자체의부담이가중되고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도향후이에대한국고부담금예산은큰

폭으로증가될필요성이내재되어있다.

3) 중증장애인연금제도의도입

’10년후반기부터실시될예정인중증장애인

연금은18세이상의중증장애인에게매월연금

을지급하여중증장애인의기초적생활을보장

하려는것으로, 지원규모는’10년 1,519억원으

로계획되어있다. 연금지급액은기초급여와부

가급여로구분하여이를합산한액수이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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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로, ’10년에는 91,000원이다. 부가급여는기

초수급자가6만원, 차상위가5만원이다. 중증장

애인 연금이 실시되면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10년지급대상은약33만명으로계

획되어있다. 한편, 중증장애인연금도입으로장

애수당의 예산은 전년대비 1,078억 원 삭감된

2,018억원이책정되었다. 

4) 국민연금급여지출의증가와건강보험

국고지원증가

국민연금급여지출은전년도국민연금급여

지출보다 1조 4,035억원증가한 9조 780억원

으로, 이는주로연금급여수급자수및평균급

여액 수준이 증가한데에 기인한다. 특히 2010

년에는 특례노령연금제도의 시행만료로 인해

반환일시금 수급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반환일시금수급자는’09년에

는 148천명이었으나 ’10년에는 289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전노령연금급여지출이 2008

년처음발생하는등국민연금제도의급여지급

이아직초기단계이고대부분의급여가연금형

태로 지급되므로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성숙단

계에이르기전까지그규모가매년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고지원 국민

연금제도운영비는’09년대비 1억1500만원증

가한3억9500만원으로계획되었다.

건강보험부문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

증진기금예산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예산은

’09년 본예산(4.3조원) 대비 1,078억 원(2.7%)

증가한 4조 4,334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건강

증진기금의건강보험가입자지원예산은전년

대비 368억 원 증가한 1.06조 원이다.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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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초노령연금과장기요양보험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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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가장나타난부분은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년대비 1,415억 원이 증가하

였다. 건강보험가입자에대한지원으로건강보

험료예상수입액의 14%와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원으로과징금예상세입액의50%에해

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

다. 2010년에는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이약2

조 7천억 원으로 증가될 전망에 따라 이의 국

고지원분이 증액되었다. 한편, 차상위계층 건

강보험 전환자 본인부담 차액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340억원감소하였다. 이는전년대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본인부담률이경감되었

기때문이다.

2010년도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예산은 크

게증가하였으나, 향후 인구고령화심화및중

증만성질환증가에따른의료비용증가로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

다. 또한 2010년도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자지원부담이줄었으나, 이에 대한건강

보험 재정부담과 국고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따른 국가부담의 폭증을

완화할수있는보험료인상등의대책이필요

하다.

3. 결언및정책제언

본고에서는2010년보건복지가족부예산(안)

상에나타나고있는특징과변화를살펴보았다.

2010년보건복지가족부사업예산(안)에서는보

육료 지원 강화, 국민연금지출의 증가, 중증장

애인연금제도의도입등이특히눈에띄는부

분이다. 또, 기초노령연금과장기요양보험도고

령화심화와함께향후사업예산이확대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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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민연금급여지출및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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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업 계획 및 예산추이를

지켜볼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보육료 지원은 최근 몇 년사이 예산이 급증

한부문이다. 우리나라의보육지원정책은저소

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측면도 있다. 향후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지

원을확대하려하면, 보육료예산의증가는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보육예산에서

특히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예산증가가시도되었다는점은매우고무적이

다. 우리나라의여성경제활동률은OECD 평균

과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낮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노동공급촉진을유도하기위해서는일

하는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하며, 보육료 지원과 더불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도 필요하

다. 향후 보육정책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노

동공급을촉진시키기위한맞벌이형모형의구

축에우선적인예산증액이이루어져야할필

요성이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심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은2010년예산뿐아니라향후보건복지부

의예산증가압박을더욱심화시킬것으로예측

할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확대와

요양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가예측됨에따라,

향후 건강보험을 통하여 관리되는 장기요양보

험의재정안정성에대한우려가생긴다. 장기

요양보험의 국고부담금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

는가운데, 고령화 심화에따른건강보험의국

고부담도증가할예상이다. 또한의료급여수급

권자의급여부담의대부분을짊어지고있는지

자체의부담또한가중될전망이어서이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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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건강보험지원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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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요하다.

보건복지부사업은경직성지출인의무지출

의비중이약89%로매우높다. 이에따르는문

제점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는, 대상자 및급여수준등이법령으로정해져

있으므로 해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쉽다는것이다. 사업의필요성이적어진경우도

이를 폐지하거나 새로이 부각되는 복지수요에

걸 맞는 사업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예산의증가는지속적으로일어날것으

로 예상된다. 둘째, 의무지출의 경우 예산계획

은매년도대상자추계에의해그규모가결정

되므로, 부정확한대상자추계는예산의비효율

적 편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제도별 대상자수

추계의전문성이필요하다. 추계가부정확하여

예산이과소계상되었을경우는타사업에서전

용하거나예비비로조달해야하는사태가발생

한다. 실제로예산안심의과정에서대상자추계

의부적정성과불확실성등을근거로예산이과

다계상된사례등이지적되는경우가있었다.

대상자수등의추계는해당부처보다는전문연

구기관에게 의뢰하여 예산계상의 전문성을 강

화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분야지출규모의지속적증가는결

국제한된재원을배분하는문제로귀속될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사업의성

과에연동하여재원을배분하는성과주의예산

제도의정착이절실히요구된다. 이때사업성과

의객관도를제고하기위하여서는관련전문기

관과의협력이필요하다고본다. 전문기관에의

해객관적으로성과평가가수행되고, 이를예산

배분에적극적으로반영하는제도적장치가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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