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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보건복지가족부소관
예산안설명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중주요내용을발췌한것임.

- 편집자주 -

보건복지동향

(전체) 정부는 9. 2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민생안정·미래 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

(안)”을확정하였음.

○’10년총지출은’09 본예산대비2.5% 증가한291.8조원수준으로(추경대비△3.3%↓) 경제활

력회복, 미래대비투자강화, 서민생활안정과일자리창출등에중점을둠.

1) 일을통한복지와서민생활안정지원

① (신규)“희망키움통장제”신규도입(1.8만가구, 249억원)

■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약 76만

원)를초과하는경우, 매월초과분의2배상당액을2~3년동안희망키움통장에자립자금으

로적립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한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자(1.8

만 가구)

○ 지원내용: 월 약 30만원수준(2~3년간총 1,000만원)

* 정부 지원(15만원/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민간재원(15만원/월)

② (자활 지원)근로능력수급자등저소득층에게일자리제공등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체계

적으로자활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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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48천명(2,605억원) →’09 추경: 58천명(3,065억원) →’10안: 65천명(3,602억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저소득층에대한근로의기회제공및체계적인자활서비스지원

○지원절차: 시·군·구(읍·면·동) 신청 →선정및지원(시·군, 자활사업수행기관) 

③ (기초생활보장)’09년추경사업종료에따른생계지원사각지대해소위해기초수급자는’09년

본예산(158.6만명) 보다4.6만명늘어난163.2만명지원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도입된한시적사업들은지원효과, 집행실적등을감안하여원칙적

으로종료(한시생계지원4,181억원등)

○수급자수: (’09) 158.6 → (’10안) 163.2만명

○최저생계비인상율: (’09) 4.8 → (’10안) 2.75%

소득증가율: (’09) 0 → (’10안) 2.4%

○ 기초생활보장분야예산: (’09) 71,355 ⇒ (’10안) 72,930억원

④ (서민일자리확대)’09추경등을통해한시적으로지원된일자리사업은축소하되, 고용의경기

후행성등을감안하여금년도본예산(33.5만명)보다4.5만명증가한38만명에게일자리지원

※서민일자리 예산: (’09) 335.6천명(12,801억원) → (’09추경) 395.7천명(14,286억원) → (’10)

380.1천명(15,211억원)

○자활근로(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09) 48 → (’09추경) 58 → (’10) 65천명

○사회서비스일자리(여성, 청년 등): (’09) 71.7 → (’09추경) 85.1 → (’10) 81.8천명

○취약계층 : 노인 일자리: (’09) 160 → (’09추경) 196 → (’10) 176천명

장애인일자리: (’09) 3.5 → (’09추경) 4.2 → (’10) 4.0천명

○보육돌봄서비스등기타일자리: (’09) 52.4 → (’10) 53.3천명

※정부전체: 고용의경기후행성을고려하여55만명의공공일자리제공

희망근로는’10년상반기까지연장운영(’09추경25 →10만명)

(’09: 2.7조, 40만→’09추경4.7조, 80만→’10안: 3.5조, 55만개)

2) 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복지확대

①(신규)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제도도입(’10.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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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장애수당의지급대상및수준을확대하여, 근로무능력중증장애인(장애1급, 2급, 복합

장애3급)에게최소한의소득보전을위한기초연금지급(’10년1,519억원, 6개월분)

○지원대상: 소득하위 56% 이하소득계층, 32.6만명

○지원내용: 개인당월 15/14/9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 지원절차: 읍면동신청→등급판정조사→선정및지원(시군구)

지급대상 지급단가

◇장애수당 차상위(23만명) 월13/12/0만원

◇장애인연금 소득하위56% 이하(32.6만명) 월15/14/9만원

② (신규)시청각장애인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12억원)

■시·청각장애인부모를둔비장애아동에게1:1 맞춤형언어지도(놀이지도)·수화지도등의

바우처제공을통해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6세 이하비장애아동 1,500명

○지원내용: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정상적 언어습득을 위한 체계적 언어지도(월 20만원

바우처지급)

○ 지원절차: 읍면동에신청→선정및지원(시군구)

③ (신규)치매약제비지원및치매조기검진전국확대(80억원)

■저소득치매노인을대상으로치매약제비를신규로지원하고, 치매조기검진을전국보건

소로확대(192개→253개보건소)

※치매조기검진: (’09) 20천명, 8억원→(’10) 32천명, 13억원

※치매약제비지원: 60세이상치매노인중차상위계층이하(56천명), 67억원

○지원대상: (조기검진) 60세이상노인 32천명

(약제비지원) 60세이상치매노인중차상위계층이하 56천명

* 지방비로전액지원하는서울을포함하는경우 67천명

○지원내용: (조기검진비) 8만원/1인, (치매약제비) 월 최고 3만원/1인

○지원절차: (조기검진) 시·군·구보건소에신청→검진지원(시·군·구보건소)

(약제비 지원) 치매진단 → 보건소에 약제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 → 병원 처방 및

치료약구입→약제비지원신청및지급

④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18세미만언어·청각·자폐·지적등장애아동에대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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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악·미술등의재활치료프로그램대상확대

○지원대상: 18세 미만장애아동(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09)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18천명, 290억원

→ (’10안)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37천명, 481억원

○지원내용: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월 16~22만원 바우처

지급)

○ 지원절차: 읍면동에신청→선정및지원(시군구)

⑤ (장애인활동보조지원)1급장애인에게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바우처제공

○지원대상: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

* (’09) 25천명, 1,111억 → (’10안) 30천명, 1,347억원

○지원내용: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보조등활동지원서비스(월 72시간)

○ 지원절차: 읍면동에신청→등급판정조사→선정및지원(시군구)

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치매, 중풍등노인성질병을겪는환자들의생활안정과가족의부담

을완화주기위한장기요양서비스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노인또는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등)

○ 지원규모: (’09) 17.6만명, 2,035억원→ (’10) 26.6만명, 3,303억원

○지원절차: 읍면동또는건보공단신청→등급판정→선정및지원(건보공단)

⑦ (기초노령연금 지원)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를위해 65세이상저소득노인은기초노령

연금지원(’09 : 24,697 →’10 : 27,236억원)

※노인수증가에따른수급대상확대(354 →371만명), 연금액인상(88 →91천원) 

○지원대상: 65세 이상노인중소득·재산이선정기준액(매년고시) 이하자

○지원수준: 월 91천원지급

○지원절차: 읍면동에신청→선정및지원(시군구)

⑧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받을수있도록치과의료서비스전문성및접근성향상도모(’09년: 5억, 1개소→’10

년: 12.5억원, 2개소)

※개소당총사업비25억(국비12.5억)에대하여2년간지원(1차년도국비5억지원, 2차년도국

비7.5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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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를위한시설·장비비지원

○지원절차: 사업수행자공모 → 사업계획서 제출(치과대학병원) →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 수

행자 선정(보건복지가족부) → 국고보조금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치과대학병원)

3) 보육지원등저출산극복투자

① (신규)보육부담경감과출산율제고효과를동시달성하기위해둘째아무상보육을소득하위

70% 까지확대(52천명, 156억원)

○지원대상: 소득하위 60 ~ 70% 이하가구 52천명

○지원규모: 보육료 20% 추가지원 (156억원)

○ 지원절차: 읍면동에지원신청→선정및지원(시군구)

※현재소득하위50~60% 부모의둘째아는무상보육실시중(51천명)

② (신규)맞벌이가구의보육료지원기준을완화(낮은소득의 25% 차감)하여보육수요가큰계

층에대한배려강화(18천명, 96억원)

○지원대상: 부부합산소득월 498만원(4인기준)까지지원(1.8만가구추가수혜)

○ 지원내용: 차감전소득분위의보육료지원단가와차감후지원단가의차액지원

○지원절차: 읍면동에지원신청→선정및지원(시군구)

③ (신규)맞벌이가정0세아정기돌봄서비스지원(1,249명, 44억원)

○지원대상: 소득하위 50%이하맞벌이가구중 0세(12개월이하) 아동

○지원내용: 정기돌봄서비스제공(1일 11시간 주5일), 월 58~ 69만뭔

○지원절차: 읍면동에지원신청→선정및지원(시군구)

④ (난임 부부 지원)난임부부에대한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확대되고, 인공수정시술비서비스

신규지원

※체외수정시술비: (’09) 18천건, 121억→(’10) 22천건152억원

※(신규) 인공수정시술비: (’10) 40천건, 102억원

○지원대상: (’09)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10)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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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당 150만원범위내 3회까지지원(단, 기초수급자는회당 270만원지원)

- 인공수정시술비 1회 50만원범위내 3회지원 (신규)

○ 지원절차: 진단서발급→보건소에지원신청→결정통지서발급→시술및시술비지원

⑤ (신규)마더리스크프로그램운영(2억원)

■임신및수유중약물노출, 화학물질, 방사선, 알콜, 에이즈등태아기형위험상담및안전한

약물상담·정보제공

※전문상담원(4명) 운영및상담프로그램홈페이지운영

○지원대상: 임신, 출산 전·후임산부

○지원내용: 국내 다빈도 100여가지 약물의 임신중, 수유중 안전성 평가 내용의 근거중심적·

전문상담으로불필요한인공임신중절예방

※식약청생식발생독성연구사업(’08) 결과 활용

○지원절차: 온·오프라인상담신청(인터넷, 전화) → 전문상담서비스제공

4) 아동·청소년·가족지원

① (드림스타트 확대)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아동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보건

등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09년: 75개소(22.5천명), 225억원→’10년안: 100개소(30천명), 301억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및차상위층가정등취약계층 0~12세 아동, 임산부, 가족

○지원내용: 개인별상담을통해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지원절차: 취약계층아동욕구조사(드림스타트센터) → 선정및지원(시군구당 300여명)

② (CYS-Net 확대)가출·학업중단등위기를겪고있는청소년이이용가능한상담, 보호등

원스톱통합서비스지원

※(청소년통합지원센터) ’09년: 80개소, 64억원→’10년안: 110개소, 76억원

○지원대상: 가출, 학업중단등고위험청소년및잠재위험청소년

○지원내용: 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보호,의료,자립등통합서비스제공

○지원절차: 청소년전화 1388 및 센터 내방 → 위기척도 검사 및 사례판정회의 → 대상자 욕

구에맞는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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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개원)’10년7월첨단우주과학체험수련시설을개원, 아동·청

소년에게우주비행, 우주과학체험활동등제공(’09년102 →’10년185억원)

※총사업비498억원, 부지271,039㎡, 연면적10,408㎡(지하1층~ 지상6층)

④ (신규)휴먼네트워크(17억원) 취약아동·청소년과각자의미래희망직업분야사회지도층인

사를일대일(멘토:멘티)로연결하여직업비전형성및역량강화를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취약계층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사회지도층인사와 1:1연계 및멘토링지원

○지원절차: 멘티는 관계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원등)에 신청→ 연계 및 지원(휴먼네트

워크사무국) 

⑤ (다문화가족 언어생활 지원)다문화 언어지도사를 파견하여 다문화자녀에게 언어발달 지원

및결혼이민자에게12개언어의통·번역서비스제공(’09년14 →’09 추경35 →’10년안46

억원)

※다문화언어지도사: ’09년10명→’09추경100명→’10년안100명

※통·번역인력: ’09년60명→’09추경160명→’10년210명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자녀,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다문화자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다문화언어교실개설및보육시설파견서비스

(결혼이민자) 학교상담, 방문지도등필요시현장파견

○지원절차: (다문화자녀)신청→언어발달정도진단·평가→교육실시

(결혼이민자) 신청(전화, 방문, 이메일) → 서비스제공

5) 보건및의료산업경쟁력강화

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해외마케팅지원, 전문가(의료전문통역사등) 양성등외국인환자친

화적여건조성으로미래불루오션인의료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

※(’09) 10 → (’09추경) 77 →(’10) 108억원

※’13년까지20만명유치목표: 1.6만개일자리및생산유발4조원기대(5년누적)

② (신규, 화장품 산업 육성)신성장녹색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연구개발및산업인프라구축

지원(신규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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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지원(ISO-GMP)시설설치등화장품산업육성인프라(34억) 및연구개발(60억원)

지원, 이미용등뷰티산업선진화체계구축(6억)

③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기술분야최고역량을갖춘글로벌R＆D 허브조성을위한지원

강화(’09년60 →’10년869억원)

※사업기간(’09-’12), 총사업비(3,075억원), 인프라(신약개발지원센터등5개시설건립)

④ (신종플루대책)항바이러스제비축, 격리시설확충등신종전염병확산에대비한신속한대응

체계구축지원(’09년134 →’10년821억원)

■항바이러스제구축(14 →550억원): 5.5 →250만명

※’09년확보물량756만명분을포함하면전체국민의약20%(1천만명) 수준비축

■(신규) 신종전염병격리시설설치(67억원): 검사실, 45병상(인천공항)

■신종플루등면역백신개발(40 →150억원): 6 →28개과제

■기타조기탐지, 예방홍보, 대책반운영등(45억원) 

※’09년신종인플루엔자대책관련재원조치실적: 항바이러스제비축(756만명), 백신구입

(1,336만명) 등을위해추경·예비비등총약5.5천억원

⑤ (응급의료선진화)응급의료기관취약지개선, 낙도·오지응급환자이송체계보완, 중증외상·

심장·뇌 중증 응급질환 전문치료기반 확충 등 국가 응급의료선진화 체계 구축 지원(’09년

391 →’10년1,741억원)

※도로교통법상과태료예상수입액의20% 세입증가(1,248억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77 →230억원), 낙도·오지응급환자이송체계보완(구급지원

센터50개소신규설치, 25억원), 권역및지역심뇌혈관관리체계지원(권역3개소-지역46

개소, 297억원), 지자체자동제세동설설치·운영사업(신규, 14억) 등

⑥ (국가결핵예방) TB 도우미확대, STOP TB운동본부지원(신규)으로결핵관리체계를강화하여

결핵퇴치조기달성을위한지원확대(’09년99 →’10년123억원)

※STOP TB 운동본부운영지원(신규, 2억원), TB 도우미확대(30 →47명) 등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는한편, 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복지재정의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도병행추진할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