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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릿 말 

이 보고서는 1993년중에 당원에서 수행한 보건， 사회， 인구분야의 정 

책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한권의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 생장 보다는 형 

명성 있는 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아격 가고 있고， 또 한펀으로는 국제 

화， 개방화 시대률 맞이하여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와 더불어 보건 사회 분야의 정책연구 수 

요는 폭증하고 있고， 이에 대하어 우리 연구원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과제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율 정주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연구사업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보건 

사회 분야의 정책과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에 춧점율 두고 수행되었습니 

다. 보건분야의 연구는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및 

제도개선， 사회분야는 북지용구의 증대에 따른 취약계충의 북지증진과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 그리고 인구분야는 져출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율 모색하는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1993년에 우리 연구원이 이룩한 연구사업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옴이 되기를 바라며， 각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연구 내 

용은 개별 보고서률 참고하기 바랍니다. 

1994年 4月 20 日

韓團保健社슐짧究院 

院長 延 1可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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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보건의식 행태와 의료이용 종합분적 

:.; 

가. 연구목적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장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 나라의 의료상태 

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궁극적 묵적도 의료이용 수준의 

향상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둥한 수준의 의료이용(equ흥1 access)과 의료 

요구에 대한 의료이용의 형형성 (equity)의 실현， 축 동둥한 의료요구에 

대한 동둥한 치료(equal traatment for _~qual need)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추구해야 할ι주요 정책과제는 의료이용의 펀의도 향상， 지 

출의료비의 절감， 그러고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향상이다. 

이와 같은 주요 의료현안의 변화에 부웅하는 의료정책을 도출하지 위 

하여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즉 “우리 국민의 1 의료이용 수준은 낮 

은가 또는 높은가， 의료이용 수준은 연도별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 

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1 증가는 γ의료이용 수준이 낮았던 취약계충에서의 

의료이용 증가에 기인된 것인가， 아니면 고익고 현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의료이용자가 더욱 많은 의료를 이용함으로써: 전체적 의료이용 수‘ 

준이)몰아지고 있는가， 의료이용자간 의료이용량의 불균형적 분포는 심 

화되고 있는가， 완화되고 있는가， 의료이용의 펀의성은 개션되고 있는→ 

가， 지출의료비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은 무엇인 

가， 건캉행위의 실천은 건강상태률 향상시커는가， 건강행위의 실천은 

지출의료비률 감소시키는가， 건강보조쩌1 북용은 건캉상태률 향상시키는 

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탑을 얻기 위해 본 연구는 실시되었다. 

나. 연구방법 ’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89년과 1992년에 각각 실시한 ι국민 

건강조사 자료가 이용되었고 지역， 성， 연명， 교육수준， 의료보장상태， 

생활수준， 건강상태별로 계충간 차이 및 그 차이의 연도별 변화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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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첨이 주어지고 있다. 

분석방법은 명균치와 백분율에 의거한 기술분석과 주요 변수의 효과 

률 밝혀내기 위한 다변량분석(다중선형희귀분석， 로지스턱회귀분석， 공 

변량구초분석 둥)이 사용되었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연구결과 

1) 의료요구와 충축 

。 의료요구자 100인당 의료충축률은 1992년에 92.7'16이다 1981년 

의료충축률은 도시에서 77.7'16, 읍지역에서 73.1 '16, 면지역에서 59. 2'16였 

먼 것과 비교하여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향상은 지역， 인구， 사회· 

경쩨척 계충간 격차완화률 통해 이룩된 것이다. 

。 그러나 1992년에도 이틀 계충간 격차는 상폰한다. 지역별(시부 

94. 6'J6, 군부 87. 3'16), 연령별 (0-4세 99. 2'16, 50-59세 87.4'16), 교육수준별 

(무학 85. 0'16, 대톨 96. 6'J6), 의료보장상태별(의료보호/부조 81. 1'16, 직장 

의보 94.7'16), 생활수준별(하 89.7'16, 상 95.1 '16), 건강상태별(건강하지 

않옵 88. 0'16, 건강함 96. 0'16)로 격하가 있다. 

。 의료충촉 여부에 대한 로지스턱회귀분석은 만성이환이 의료미충혹 

의 가장 충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다읍으로는 군부거주， 낮은 교 

육 및 생활수준이 유의하게 영향율 준다. 

。 의료충축률이 의료의 형명실현 정도률 나타낸다면， 의료의 형명실 

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운 계충은 군부거주， 연령 50-59세， 교육수준 

푸학， 의료보호/부조 수혜자， 건강하지 않읍 등의 륙성올 갖는다. 

。 이률 의료의 형명실현 정도가 낮운 계충의 륙성은 미치료 이유중 

경제척·지리척 미치료 이유의 비율이 비교척 큰 의료취약계충의 륙성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향후 의료의 형명실현을 위해 이률 취약계충에 대 

한 의료접근도의 향상은 중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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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이용 양상 

。 의료이용 양상은 의료이용자 100인당 각 치료원 이용 비율로 나타 

낸다. 지역， 인구， 사회·경제척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은 유의하 

게 차이가 있다. 의료이용 양상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륙성은 약국 

(방) 01용률이 감소하고 병의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 1989-92년 기칸에 병의원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여 지역， 인구， 사 

회 ·경제적 계충간 격차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2년에도 명의원 

이용률은 연령 (0-4세 77%, 40-49세 38%), 가구주의 교육수준(국졸 40%, 

대졸 58%), 의료보장상태(미수혜자 21%, 공교의료보험 50%), 생활수준 

(하 43%, 상 53%), 건강상태(건강하지 않음 45%, 보통엄 38%)간에 척차 

는 비교적 크지만 지역 및 생멸 격차는 거의 없다. 

3) 외래진료 

。 연간 1인당 의사방문수는 1989-92년 기간에 현저히 증가했다. 이 

러한 증가는 군부지역， 0-4세， 낮은 교육수준， 의료보호/부조 수혜자，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읍 동에서 현저하였다. 이률 륙성을 갖는 계충 

은 의료취약대상이라고 힐 수 있는데， 이들 계충의 의사방문수가 현저 

히 증가함으로써 1992년에 이률 취약계충의 연간 1인당 의사방문수는 

그렇지 않은 계충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시부보다 군부에서， 노인 

보다 0-4셰 영유아에서， 대졸보다 무학에서， 의료보험 적용자보다 의료 

보호/부조 수혜자에서 각각 연간 1인당 의사방문수는 현저히 많다. 이 

들 계충의 의료이용 증가가 전체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읍을 알수 있다. 

。 그러나 외래진료서비스는 모든 계충에 균퉁히 이용되지 않는다. 

연간 의사방문경험이 없는 비율과 고도이용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 륙히 외래진료률 위한 의사방문수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연 

칸 21회 이상 고도이용자에 관심을 가질 때， 1989-92년간 고도이용자 

비율이 증가한 계총은 군부거주자， 60셰 이상， 교육수준 무학 및 국줄， 

의료보호/부조 수혜자 둥이다. 이들 계충은 의료취약대상이며， 19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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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에 연간 1인당 의사방문수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수 고도이용자의 비율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이들 계충 

에 있어서의 외래진료의 불균형척 이용분포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다. 

。 연간 병의원 방문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1989년과 1992 

년 모두에서 의료요구요인의 측정변수 증 하나인 만성이환 여부와 건강 

상태가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개인속성요인의 측정변수인 성 

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퉁이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지 

불능력요인의 측정변수인 의료보장， 선호치료원 유무가 유의한 설명변 

수로 나타났고， 건강행위에서는 흡연， 건강보조제 북용이 유의한 설명 

변수로나타났다. 

。 병의원 방문여부를 종숙변수로 한 로지스턱회귀분석에서는 1989년 

과 1992년 모두에서 의료요구요인의 축정변수인 건강상태， 만성이환 여 

부가 유의한 설명변수이고 개인속성요인 중 결혼상태， 교육수준이 유의 

한 설명변수로， 건강행위 중에서는 건강보조제 북용이 유의한 설명변수 

로나타났다. 

。 병의원 고도이용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 명의원 

방문여부의 주요 결정요인은 만성이환 여부와 건강상태였다. 다만 

1992년에 거주지역이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 공변량구조분석에서는 의료이용에 의료요구요인이 가장 큰 영향율 

미치며， 다움으로 개인속성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지불능력요인이， 마지막으로 건강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연간 병의원 방문수， 연간 병의원 방문여부， 그리고 병 

의원 고도이용 여부 동의 주요 결정요인은 의료요구요소인 만성이환과 

건강상태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환 수준 및 만성이환이 갑소하지 않 

는 한 병의원 이용률은 감소하지 않움을 알 수 있다. 

。 영유아의 의료이용과 엄마의 의료이용 간의 상관성은 높다. 엄마 

에 관련된 다른 변수와 가구에 관련된 변수를 방정식에 추가할 때 엄마 

의 의료이용의 계수가 유의하고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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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가구에 관련된 변수 중 엄마의 의료이용이 영유아의 의료이용에 

가장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고， 1989년 보다 1992년에 그 효과는 더 

커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영유아의 과다 또는 과소의료이용 

수준은 엄마의 의료이용 수준에 의해셔 크게 영향받고 있다. 

4) 입원진료 

o 1989-92년 기칸에 입원율은 크게 증가했고， 입원율의 지역칸 및 

교육수준별 격차가 없거나 완화되었다. 그러나 지역간， 연령별 그리고 

의료보장상태별로 입원율의 격차는 크다. 륙히 의료보장 미수혜자의 

입원율은 낮다. 1989-92년간 입원율의 증가는 시부의 남자， 50-59세， 

군부의 대졸， 의료보호/부조 수혜자， 군부의 생활수준 r하J ， 건강상태 

보통 빛 건강하지 않음 풍의 계충에서의 입원율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원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 몇 개국과 

비교된 우리 나라의 입원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 입원진료에 있어서 인구 중 소수의 장기업원자(16일 이상 입원) 

비율은 높율 뿐만 아니라 이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 장기업원자는 1989년에 인구 100인당 1. 1%였고， 1992년에 1. 4%.로 

증가했다. 이들 소수 장기업원자가 연간 재원일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에 73. 3%, 1992년에 75. 5%이다(미국의 경우에 이들 장기업원자가 

총 재원일수 증 차지하는 비옳은 1980년에 55. 5%였다). 1989-92년 기 

간에 이들 16일 이상 장기업원자의 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계충은 

50셰 이상， 남자， 그러고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읍 둥이다. 

。 입원 건당 재원알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밝혀내기 위한 다충 

선형회퀴분석에셔 가장 중요한 변수는 1989년과 1992년에 다 같이 의료 

기관 도달 소요시간， 성， 만성이환 퉁이었다. 장기입원 여부에 영향율 

주는 주요 변수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로지스턱회귀분석에셔 주요 변수 

는 역시 의료기관 도달 소요시간， 성， 만생이환 둥이다. 그러나 1989 

년과 1992년간 변화에서 륙기할 사항은 재원일수에 대한 회귀분석과 장 

기업원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다 같이 1989년에 연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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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방문수가 중요한 변수였으나， 1992년에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변화 

한 것이다. 이는 소수의 장기입원자가 외래진료도 고도로 이용하는 경 

향， 륙히 소수의 입원 및 외래진료의 의료과점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의료접근 면의도 

。 병의원 이용자의 이용 편의도가 동일 충진료권내 이용률과 의료기 

관 도탈 소요시간의 분포로 분석되었다.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에 있어 

서 동일 중진료권내 이용률은 1989-92년 기간에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간 의료시설의 확대와 의료전달체계의 운영성과에 기인된 것으 

로해석된다. 

。 그러나 의료기관에 도달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한 이용자의 비율 

은 1989-92년 기간에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에서 증가경향을 나타낸다. 

륙히 입원진료에서 1시간 이상 소요비율은 증가하고 30분 미만 소요비 

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소요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명한 또는 

대규모 병원 선호성과 도시내 교통체증의 심화 둥이 의료기관 도달 소 

요시간율 증가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숙 이러한 경향은 지숙될 것으 

로전망된다. 

6) 지출의료비 

。 15일간 지출의료비에 대한 다충선형희귀분석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는 의료기관 방문수이며， 그 다음이 만성이환 여부였다. 이 

외에 거주지역， 교육수준， 의료보장， 건강상태， 건강행위 충 숙면이 유 

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 공변량구조분석에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셜명변수인 여러 개 

의 축정변수률 묶어서 이론변수률 구축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검정 

하고 이론 변수률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살펴 본 결과 지출의료비는 

의료이용과 의료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며 의료이용은 개인 속성， 지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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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의료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며， 의료요구는 개인숙성， 지불능력， 건 

강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며 지불농력과 건강행위에는 개인 숙성 

에 의해 영향을 받읍이 밝혀졌다. 

。 구축된 모형의 LISREL분석 결과 개인속성이 지불능력에 양의 유의 

한 영향(r=.120)율 미치며 의료요구에 음의 유의한 영향(r=-.478)율 미 

쳤다. 또한 지불능력은 의료요구에 유의한 양의 영향(8=.026)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요구는 의료이용과 지출의료비에 각각 유의 

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366， β=-.328). 의료이용 

은 지출의료비에 유의한 양의 영향율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491 ). 

7) 건강행위 실천과 건강상태 

。 건강행위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율 알아보기 위해 두 종류의 

건강수준 척도의 점수와 다섯 종류의 건강관련행위 간의 관계률 다변량 

공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1989년과 1992년 자료 모두에서 공변량율 

통계적으로 통제하면 건강수준율 측정하는 척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분석에셔 적당한 수면의 건강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 중에서는 나이와 교육수준이 건 

강수준에 가장 유의한 영향율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는데 나이가 많을수 

록， 교육정도가 낮율수록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녔다. 

。 본 분석에서 비록 몇가지 건강행위가 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율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강행위인 금연， 운동， 

절주， 식사 둥이 건강상태에 준 효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여도 극 

히 낮았다. 이는 우리 나라 현실 축 건강행위의 실천이 보펀화되지 않 

음으로써 그 효과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분석에서 λ}용된 자료가 횡단 

적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인과관계의 특성은 건캉수준과 건강행위 간의 사건의 시 

간적 순서가 구축된 자료의 분석으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행위가 건강의 결정요인인지 건강이 건캉행위의 결정요인인지 혹은 

양방향의 관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적절한 자료의 수집방법의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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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8) 건강보조제 북용과 건강상태 

。 비타민류(간장약 동 포함) , 한약류(한약， 녹용， 인삼 풍) , 혹염소 

류(개소주 둥)， 꿀류(로얄제리 둥) , 영지버섯， 기타 둥을 포함하는 건 

강보조제는 20-59세 성 인에서 지 역 및 성 별로 차이 없이 높은 복용률을 

나타내고 있다(1992년 46%, 1989년 38%). 건강보조쩨 복용률은 지역 

및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고， 다만 연령과 생활수준별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건강보조제 중에서 비타민류와 한약류의 복용 

률이 각 사회 ·경제척 계충별로 다 같이 높다. 

。 건강보조제 북용은 건강향상에 묵척이 있고， 따라서 건강행위실천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변량분석결과는 건강상태 

가 낮율수록 건강보조제 북용률이 높고， 건강보조제 북용과 건강행위실 

천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건 

강보조제가 북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전적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이 

아닌 사후적 질병이환 후 치료적 또는 건강악화의 방지 퉁 목적으로 건 

강보조제가 북용되고 있다. 

라. 정책적 제언 빛 기대효과 

1) 의료이용의 명둥(equal access) 

。 의료이용의 명둥실현 정도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1992년간에 의료이용 수준의 향상과 함께 현저히 향상되었다. 

。 의료이용 양상에서 약국(방)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고， 이 감소의 

대부분은 병의원 이용으로 대체되었다. 연간 1인당 의사방문수와 연칸 

1 ， 000인당 입원율로 나타낸 의료이용 수준은 현저히 증가했고， 이 증가 

는 취약계충(군부거주， 낮은 교육 및 생활수준， 노령충， 낮은 건강상 

태)에서의 증가에 기인함으로써 계층간 의료이용 수준의 격차도 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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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지역칸 및 성별 의료이용 수준의 격차는 거의 없다. 

2) 의료이용의 형평 (euqity) 

。 의료이용의 형명실현 정도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 이 

후 1992년간에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향상은 의료이용의 펑등실현 

정도가 낮은 취약계층에서의 현저한 개선에 의하여 이룩되기는 하였으 

나， 여전히 이들 취약계충에 있어서 의료이용의 형명실현 정도는 상대 

적으로 낮다. 

。 특히 의료이용의 형평실현 정도가 낮은 계충은 군부거주， 연령 

50-59세， 낮은 교육수준， 의료보호/부조 수혜자， 건강하지 않음의 륙성 

을 가지며， 실제 의료이용 수준이 높으면서 미충족률도 높다. 

3) 정책적 과제 

。 의료이용 수준(외래진료)은 이미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이제는 

의료이용의 합리화， 지출의료비 갑소 그러고 건강수준의 향상에 정책적 

관심이 전환되어야 한다. 

。 의료이용에 있어서 소수 고도(고도)이용자에 의한 의료이용 과점 

현상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의 의료이용 감소를 위한 

어머니의 인식·태도·행동의 변화， 만성이환의 사전예방 둥이 필요하다. 

。 만성이환과 건강상태는 의료이용에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금연， 음주， 운동， 식사， 수면， 그리고 건강보초제 복용 둥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의 향상 및 지출의료비 감소에 유의하게 영향율 주지 않고 있 

다. 건강행위의 실천은 현실적으로 낮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만성질환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와 의료이용 수준의 향상경향에 

대웅하여 의료수요량의 증가경향 둔화， 지출의료비 감소， 의료이용의 

합리화 그러고 건강수준의 향상 둥을 위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적 

건강행위가 범국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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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자 

송건용， 박현애， 이순영， 김태정 

” “ 



1. 2 공공보건기관 만생되행생질환 관리모형 개발 

가. 연구북적 

1) 공공보건기관에서 자체계획 혹은 시법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 

2)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만생 퇴 
행성질환 충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의 환자발건， 치료， 교육상담， 추구 

관리 및 명가 프로그램 개발 

3) 보건의료인력별 역할의 설정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나. 연구방법 

(1) 기존 만성퇴행성질환 판리의 현황율 분석하기 위하여 9개 도청 

보건과 관계관율 대상으로 관리 준비도， 필요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률 실시하였으며 임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4개군 보건 

소와 2개 보건의료원이 선정되었다(강원도 춘천군 보건소， 충남 천안군 

보건소， 전북 임실군 보건의료원， 전남 곡성군 보건의료원， 경북 군위 

군 보건소， 경남 거창군 보건소) . 선정된 보건소장 및 계장을 대상으 

로 현재의 관리실태， 준비도 및 필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률 실시하였다. 

(2) 6개군 보건소(보건의료원) 관내의 공중보건의사 84명， 보건진료 

원 및 읍·면 보건요원(235명)에게 고혈압 관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을 연 

구팀이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후 토의 

를 거쳐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6개 지역 군 보건소(보건 

의료원) ,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료 혹은 상담하러 온 내소자 및 

주민 1 ， 5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인지도， 필요도 및 수요혹정을 위한 

면접조사률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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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 대학 시범사업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럼대학교 화 

천군 시범사업과 서울대학교 연천군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자료률， 

그리고 전남대학교 곡성군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현지를 방문하여 실태 

를 파악하였다. 

(4) 만성질환의 조기발건과 사전예방을 위한 검진사업과 주민 홍보교 
육율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관련기관과 한국성인병예방협회 및 한국건 

강관리협회률 방문하여 관련자료률 수집하였다. 

(5) 환자발견， 치료 및 추구관리를 포함한 환자관리 지칩은 서울대학 

교 의과대학(경기도 연천군 프로젝트)과 한립대학교 의과대학(강원도 

화천군 프로젝트)에서 각각 시범사업율 위하여 개발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요원용 환자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고 미국 제5차 합동위원회 

(JNC)에서 발표한 최신 고혈압 관리지침율 기초로 해서 보완작성 하였 

다. 작성된 관리내용은 공공보건기관에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체 

제로 바꾸었다. 그 다음 임상적인 표준화작업을 위하여 임상전문가와 

합동작업율 거쳐 최종적인 관리지침안을 마련하였다. 

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 도 및 군단위 보건기관의 실시 현황 및 개선 방향 

(1) 현황 

@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는 1990년부터 주민의 질병양상의 변화와 

주민의 건강요구에 기초하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의 일환으로 저소득충 

주민대상의 성인병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인병으로 고혈압， 당 

뇨， 자궁경부암 환자의 조기발견 및 추구관리 사업율 자체 계획 혹은 

정부의 통합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륙히 경기도(연천 

군 사업). 강원도(화천군 사업). 전라남도(곡성군 사업)는 자체사업 이 

외에 의과대학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만성퇴행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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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고 있다. 각 도마다의 사업 주관부서는 대부분이 보건과 가축 

보건계로 나타났으며 보건계， 방역계， 의약계 둥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혼선율 빚고 있다. 인력은 각 계의 기존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 

으나 가정북지과의 노인검진사업은 보건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저소 

묵 주민 중 노인대상자 선정 둥과 충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조사대상 군은 도의 행정지침에 따라 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고 

혈압， 당뇨， 자궁경부암 관리률 위하여 대상자 선정， 둥록 및 의뢰률 

실시하고 있으며， 가록보건계， 모자보건계 혹은 보건행정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군 보건소는 신경통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동의 서 

버스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사업비로 1, 200 
만원-7， 500만원을 도비 및 군비로 책정하고 있었다. 기존 칸호사 및 

보건요원과 보건진료원이 일차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 가정간호 시범사업， 방문보건사업，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 

건강상담， 건강가꾸기사업 둥 다양한 사업명으로 일션 보건소에 시달되 

므로 사업접근 및 제공에 상당한 혼선율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도단위 보건과 내에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대상자 선정， 환자발건 

- 둥록 - 치료 - 교육 상탐 - 추구관리 전과정에서 전담활 수 있는 부 

서가 없어서 중북 혼란이 있는데 보건과 내의 여러계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와 가정북지과의 노인대상의 같은 업무률 전탐할 수 있는 “계”률 

설치하거나 혹은 지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도단위에서 가능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정책수핍과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1책정하여 지방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자체적으로 설시되고 있는 군 보건기관의 질환 관리는 대상 

자 선정과 환자발견 기준이 모호할 뿐아니라 둥록에 그치고 있율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추구관리는 매우 불충분하다. 따라서 “계숙적인 관리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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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생꽤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군 보건소 관내의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간호사， 보건요원 둥에게 

만성퇴행성질환 충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율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추가 교육올 실시하고， 기술적인 업무지침이 

보급되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보험요양기간을 180일에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공공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국·공립병원)에 한해서 

의료보험요양기간의 제한율 철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의료보험요양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면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중 

우선순위가 제얼 높은 고혈압 동록， 치료， 관리률 위하여 정부 결핵 관 

리사업과 같이 공공보건기관에서 계숙 관리률 할 수 있도록 약품공급과 

명가사업율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중앙단위에 셜치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자문 및 평가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활동할 수 있는 자문 및 평가단을 도지사 직속 기구로 설치하 

여 일판성 있게 고혈압 관리를 포함한 타 만성퇴행성질환율 관리한다. 

2) 중앙단위의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현횡 및 개선방향 

(1) 충앙단위에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부서는 

보건사회부 보건국의 질병관리과이지만 방역과， 가축보건과， 보건교육 

과가 일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북지국의 노인복지과 

는 노인대상의 성인병 조기발견율 위한 검진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국 내의 과 사이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 

사이에서는 더욱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사회부 

장관 직축으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자문 및 명가단율 설치하여 질병관 

리과가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률 횡적으로 조정 협력하여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타 국의 관련업무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과 자문율 하도록 한다. 

(2)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대상의 검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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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발건된 고혈압 의심자， 의료보험연합회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셔 실시하는 피보험자 건강검진에서 발건된 고혈압 의심자에 대한 확 

정， 치료， 상탑교육 동의 과정이 계숙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률 자료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전탑과인 질병관리과에서 분석 명 

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률 자료가 종합 분석되어 

정책결정에 기초가 되도록 질병관리과는 보건정보체계를 개발하여 보건 

사회부내 통계 담당관과 협력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3) 선진 제외국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기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지난 30년간 고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뇌혈관 빛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10년에 약 20%-25%씩 감소) 

율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건사회부는 국민의료비 증 

가억제 빛 건강수준 향상 차원에서 고혈압 사업을 보건정책으로 결정하 

여 기존 보건의료인력 훈련， 의료기구 확보， 기술적인 업무지칩의 발 

간， 보건정보체계운영율 위한 전산화와 정기적인 평가률 위한 예산을 

펀성하여야 하며， 질적 사업관리률 위한 전단계로 각 도에서 1개군씩 

션정하여 국가의 기술적 및 행정적 지원하에 고혈압 관리사업율 실시하 

고 3-5년에 사업효과를 제시하도룩 한다. 

3) 관리 모텔 개발율 위한 보건의료인력 및 주민 면접조사 결과 

(1) 공중보건의사 

<D 공중보건의사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훨 
요성에 높은 인식 (88%)율 갖고 있으며， 고혈합 관리가 필요하다에 웅답 

한 자가 60%로서 타 질환보다 높았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질환으로 웅탑(78%)하였다. 

@ 고혈압 관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으로 고혈합 유병률 수준에 옳게 

웅답한 비율이 66%였으며 고혈압의 위험요인으로 싼음식， 식습관， 스트 

레스， 흡연， 음주， 운동을 인식한 수준도 매우 낮았다. 고혈합 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이유는 합병증이라고 69%가 웅답하였다. 고혈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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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진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81%는 교육과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 

으나 11%는 타의료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웅답하였고 그 이유는 검 

사 및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웅답하였다. 

@ 공중보건의사들은 고혈압 치료에 훨요한 약물로 이뇨제(76%) ， 베 

타차단제(34%) , 칼슐길항제 (51%) ， 알파차단제(42%)， 중추성 교감신경억 

제제(5%)， 혈관확장제 (7%)로 웅답하였다. 

@ 진단장비로서 85%가 혈압계를 보유하고 있고， 15%는 없으므로 이 

역시 보충될 필요가 있다. 고혈압 진단과 치료시 필요한 검사항목은 

소변전해질검사(31%)와 혈중지질검사(26%)로 웅탑되었으며， CBC(21% ), 

EKG (19%) , 신기능 및 당검사(13%， 4%) 둥으로 웅답되었다. 
@ 고혈압 교육자료는 24%가 보유하고 있어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 

으며， 현재 고혈압 사업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56%이며 이들의 

애로사항은 주민의 인식 부족(74%) , 장비 및 기구의 미비 (34%)를 들고 

있었고 환자발건 대상은 보건지소에 진료 및 상담 받으러 오는 환자라 

고웅답하였다. 

@ 고혈압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정기적인 혈압측정 

(70"..6) , 초기혈압 약물치료(74%)가 주요 내용이라고 웅답하였다. 

@ 공공보건기관에서 고혈압 관리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지면 

77%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웅탑하였고， 주민의 사업에 

대한 호웅도는 82%가 호웅(많은 호웅도 44%, 보통 호웅도 38%)할 것이 

라는 견해였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의사는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첫째， 혈압측정방법， 고혈압 교육 

및 치료시작 시기， 위험요인 동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인차 

가 있었다. 둘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의사 자 

신이 치료자나 교육자 일 뿐 전체사업의 관리자로서의 시각이 부족하였 

다. 따라서 이률에게 충분한 추가교육과 행정적， 기술적 및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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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진료원， 간호사 및 보건요원의 웅답결과 

CD 현재 고혈압 환자의 발건 방법으로는 내소자 중심이 7%, 가정방문 

이 19%, 집단부락 방문이 5%, 이 모두를 합한 방법이 17%였으며 기타 

및 무웅탑이 47%로서 높았다. 

@ 이들의 93%는 공공보건기관에서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웅답하 

였으며 혈합측정 혈압계는 수은 혈압계 36%, 아네로이드 혈압계 20%, 

전자식 혈합계 14%, 무용탑이 20%로 나타났다. 

@ 웅답자의 약 113만이 수은 혈압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사 

용하는 혈합계가 정확하다는 데에 51%가 웅답하였으며 고혈압 환자 발 

견을 위한 혈압측정 횟수는 3회 측정이 77%로 나타낮다. 

@ 주민의 혈압측정시 호웅도에 관하여 내소환자 모두에게 측정이 

90%, 내소 상담자 대상에 86%.로서 옳았으며， 지역 및 부락의 행사시에 

모든 주민울 대상으로 혈압측정을 한다는 경우가 61%.로 웅답되었다. 

노인정에 찾아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83%가， 교회나 기타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오는 주민대상은 50%로 웅답되었다. 기타 륙수인구대상에게 

는 63%가 응답하고 있어서 진료 혹은 상담차 내소한 개언을 대상으로 

혈압을 흡정하는 것에 호웅도가 눔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혈압의 위험요인， 합병증， 검사， 약물치료， 생활요법， 추구관 

리， 주민계몽 및 교육에 대한 지식수준은 보건진료원， 간호사 및 보건 

요원 순이었으며， 위에 언급된 내용별 지식에는 보건진료원과 간호사의 

약 113이 옳게 웅답하였고， 보건요원은 거의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서 각 간호인력별 업무분장에 따라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주민조사 결과 

@ 조사대상자의 73%가 지난 1년간 혈압을 측정해 보았으며 측정 이 

유는 자각증상이 느껴져서가 80%로 높았다. 공공보건기관에서 고혈압 

관리률 해 줄 경우 87%가 이용하겠다는 높은 웅탑을 보였으며 상담 받 

고 싶은 내용은 고혈합의 전반적인 내용(46%)， 예방법 (24%)， 식이요법 

(14%) , 혈압측정방법(13%)으로 나타앓다. 

、 @ 고혈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경우 참석율은 74%였으며 장소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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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회관(45%)， 보건(지 )소·보건진료소(39%) , 노인정·노인학교(9%) ， 면사 

무소나 군청， 학교， 교회(2% 및 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의사에 의하여 진단된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은 90%로서 높았으며 

치료 장소는 보건기관이 62%, 병의원이 24%, 한방 병의원 6%, 약국 4%, 

기타 3%로 나타낮다. 

@ 계숙 치료율은 79%.로서 비교적 높았으며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 

는 정보의 출처는 의사(84%) ， 간호사(6%) ， 신문'rv' 라디오(3%)， 다른 

환자와 보건기관 배포자료(각각 2%) 순이었다. 

g 발견기간은 1-5년 (49%) ， 6-10년(1 7%) ， 1년 미만(14%) ， 11 년 이상 

의(14%) 순이었으며， 첫 발견 장소는 명의원(43%)， 보건기관(34%) , 한 

의원(7% )， 직장， 지역건강검진(6%)， 약국(4%) 순이었다. 

@ 자각증상인지도는 전혀 증상 없읍이 31%, 섬하지 않았다가 53%, 

매우 섬함이 16%였으며 약물 북용실태는 반드시 먹는다가 56%, 자주 

잊는다가 28%, 먹지 않는다가 17%였다. 

@ 가록들의 고혈압 이해정도는 협력척이다가 72%였으며， 고혈압으로 

인한 장래생활 불안 인지도는 54%( 많이 느낌 29%, 조금 느낌 25%)로 나 

타났다. 

4) 보건의료인력별 교육 방향 

(1) 교육기간은 공중보건의사 3일， 보건진료원 빛 간호사 6일， 보건요 

원 8일이 요구된다. 

(2) 교육내용은 각 언력별 업무분장에 나타난 업무법위를 충쭉시킬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보충에 역점을 둔다. 

(3) 교육방법은 사례교환， 토의， 시법， 캉의， 실습방식이 고려될 수 

있으며 피교육자의 천적인 참여 하에 실시한다. 

(4)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 교육은 도단위에서 실시하며， 1회에 

80명을 념지 않도록 하고 도청 보건과 가촉보건계가 행정적 관리를 한 

다. 도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이 기술적 관리률 지원하며 강사 인력 

은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사， 의과대학의 내과 전문의사， 예방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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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깐호대학의 지역사회 간호학 및 생인간호학 교수률 활용한다. 

보건요원 교육의 강사 인력은 교육받은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과 

보건소의 간호사를 주로 활용하며 보건소의 관계관이 참여하면서 군단 

위에서 실시한다. 

라. 정책적 제언 빛 기대효과 

(1) 만성뢰행성질환 관리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고혈합 관리사업이 

보건소의 정규사업화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정부사업의 질적 관 

리를 위한 지원과 효과 펑가가 정기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2) 지역주민의 건강요구 변화에 따른 공공보건기관의 업무개발과 기 

농활성화는 시급하며， 더욱이 농촌지역의 보건소에서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고혈압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 

적 업무지침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인력별 업무분장과 이에 따른 기술적 

업무지침이 인쇄되어 일선 보건소에 배포되어야 한다. 

(3) 보건소의 사업관리 책임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하여 고혈압 관리 추가교육이 실시되도록 중앙정부는 예산율 

펀성한다. 

(4) 고혈압 관리에 필요한 진단기구 및 의료기구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펀성하여 지방정부률 지원한다. 

(5) 고혈압 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명가하고 질적 서비스 유지를 위하 

여 일차적으로 각도에 X개 군을 국가의 명가 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 

부는 계획， 실시， 펑가에 따른 모든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예산 및 전 

문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6) 국가 차원의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자문 및 펑가단을 기구로 발촉 

시키며 이 기구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 연구자 

김진순， 유호신， 김은주， 이순영，윤석준，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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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웅급의료혜채 운영명가 

가. 연구목적 

1) 현행 웅급의료체계의 단계별 운영명가 

2)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성과 분석 
3) 효율적 웅급의료체계 구축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1) 보사부의 응급의료체계 구촉에 관한 조사연구(1989) 빛 기타 논문 

(2) 일본 및 구미제국의 웅급의료체계에 관한 문헌 

2) 기존자료 분석 

(1) 129 정보센터 통계자료 

(2) 한국웅급구조단 
(3) 119 및 112 통계자료 

(4) 웅급센터 및 지정병원 자료 

3) 웅급실운영분석 

(1) 분석대상은 36개 의료기관으로， 웅급의료센터 18개， 웅급의료지정 

병원 14개， 비지정병원 4개임. 

(2) 분석기간은 1993년 8월 8일(일) 오전 0시부터 8월 9일(월) 오후 

12시까지 2일간 

(3) 조사는 ‘웅급실 환자조사’와 ‘웅급실 시셜조사’로 나누어서 실시 

하고， 조사자는 각 웅급실에서 근무중인 담당의사 빛 간호사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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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1) 웅급의료체계 현황 

(1) 129 정보센터 

(가) 실적 

전국에 걸쳐 12개소에 산재하고 있는 정보센터는 1992년 12월 31일 

현재 통신직 61명， 전산직 34명， 그러고 공중보건의사 50명으로써 총 

145명의 언원이 근무하고 있다. 

92년 1년동안의 활동실적율 살펴보면， 총 476， 957건의 전화접수 중 

문의전화(44. 3%)가 제얼 많고， 그 다음으로 장난전화(32.9%)인데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72. 7%가 감소한 것이다. 구급차 출동요청， 병원안내， 

질병상담 둥의 실질적 쳐리내용은 22. 8% 정도이며， 1일 평균 1 ， 307건율 

접수 척러한다. 지역척으로 정보처리의 서울 집중현상(전체의 40. 6%) 

이 두드러진다. 

91년도와 92년도 하반기률 비교해 보면， 총 건수는 45. 7%가 감소하였 

고 륙히 장난전화는 310， 048건에서 84 ， 671건으로 73% 정도가 감소하여 

총 건수 자체가 줄어툴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전체전 

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상탑에 관한 전화 및 한국웅급구조단 

에 의한 구급차 출동의뢰 전화도 각각 30% 빛 44%가 감소하였다. 따라 

서↓홍보활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구급차의 출동충 병원구급차 출동아 대부분이며 (47%)， 한국웅급구조 

단과 119 구급대 출동이 각각 13% 및 8%이다. 기타 출동 32%증 112순찰 

차 출동이 절반 가량 차지하고 그 외 보건소 차량， 웅급의료 비지정 의 

료기관구급차， 그러고 택시회사와 연결된 택시출동 둥이다. 

92년도 구급차 출동불가사유(총 2， 115건)중에서 구급차가 이미 출동 

중이어서 호출에 웅할 수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61. 5% ), 그 외는 병설 

부재， 운전기사부째， 담당의사부재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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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시스템 

정보센터의 전반척 전산시스템은， 병원 PC에 설치된 MODEM(신호변환 

장치 )을 통한 신호가 정보센터내의 MODEM을 거쳐 NAS(외부컴퓨터 장치 ) 

에 도달하며， 이 정보는 FlLE SERVICE에 저장되어 각 Monitoring PC 

의 조작에 의해 화면으로 원하는 병원의 변동 정보률 확인하게 된다. 

(다)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먼저 정보센터와 웅급센터 및 지정병원간을 살펴보면， 92년 12월 129 

천산땅시스탬이 개통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루 2회의 병원변동 

정보의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9 전산망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웅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원 측의 보다 적극적인 관 

심과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한펀 관련기관과의(경찰， 군부대， 항공， 해양， 산악， 웅급 구조단， 

119, 파출소퉁 관련기관) 정보교류를 확보하여 웅급사고 발생시 신숙하 

고 정확한 웅급환자처리가 이루어져야 겠다. 

정보첸터와 병원간 이송체계의 경우， 129 정보센터에 대한 인식부족 

및 비협조로 인하여 병원에 구급차출동지형시 구급차부채， 출동기피， 

지연， 운전기사부재， 웅급병상부축， 무전기의 대기불량과 미개방 그리 

고 설치장소의 부척절 둥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것률은 점차 개선 

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간지체와 상황파악 동의 어려움이 었다. 

또한 웅급의료센터 및 지정병원 이외의 구급차보유병원과 긴밀한 협조 

판계가 필요하며， 한펀 현 상태에서는 129 정보센터 자체의 구급차 보 

유 빛 운영이 어려우므로， 각 시·도 보건소에 정부지원의 구급차를 점 

차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센터와 한국웅급구조단간의 관계에서는， 응급환자가 한국웅급구 

조단 구급차이용시 부당요금징수문제둥으로 인하여 두 기관칸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그러고 실제업무상 한국웅급구초단과 129 젠터간 직통 

전화 및 무전기의 부재로 시간지연 빛 출동시 상황파악의 어려움이 있 

으며， 차량 빛 단원， 의료기기 교체동의 정보파악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 정보센터와 119 구급대와의 협조관계를 보면， 출동요청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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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출동충이거나 또는 관할구역외의 출동기피 동의 사유로 원만한 관 

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혜계내에서의 확실한 활 

동목적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도 있으며， 결론적으로 129 정보센터의 정 

보기능과 1197} 갖고 있는 기동성의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112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통회션의 사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이 

송이 이루어지나 구급차량의 요건이 미비한 차량으효 웅급환자률 이송 

한다는 문제점과 상황 전개 파악을 위해 부근 파출소에 문의하는 동의 

어려옵이 있다. 현재 행려환자나 무의탁환자는 1127} 아니면 처리가 

안되는 실정이다. 

(2) 한국웅급구조단 
1981년 새마을인명구조봉사대로 출발한 사회북지법인 한국웅급구조단 

은. 1993년 6월 현재 본부 및 80개의 지부에서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 

으며， 전국에 걸쳐 188대의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고， 무전기는 기지국 

용 60대， 육상이동국용(차량부착) 139대， 간이무선용 84대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셔는 46대의 구급차가 운용중인데， 이는 서울 129 정보센 

터에서 지원의뢰가 가능한 총 구급차 261대 중에서 18%률 보유하고 있 

는것이다. 

웅급의료 관리운영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이송처치료률 받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부당요금 정수둥으로 인하여 구급환자 및 가촉들의 불명불 

만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이송처치료의 현실화 방안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고 있는 바， 시내요금의 경우 도시규모와 형균 이송거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며 시외요금의 경우는 왕북 실제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나 운송중 웅급처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려고 한 

다. 적십자사에서도 이송처치료의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병원간 환자이송에 있어서 웅급구조단의 구급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병원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쓸 수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펀 웅급구조사의 부축으로 인하여 구급차 출동시 운 

전기사 이외의 기타 인원은 동승하지 않고 있으며， 웅급구조단의 구급 

차 이용환자들 중에는 교통사고환자들이 높은 비충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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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2 

’ 92년도 웅급환자 이송실적은 총 13， 127건(1일 펑균 36건)으로서 전 

체 112 접수처리건수의 1. 7%률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5월 31일 

까지 이미 전년도 실척을 초과하여 13 ， 731건에 이르고 있다. 

1993년 6월 현재 보유충인 112 순찰차는 2， 097대(서울 678대)이고， 

형사기동대차량은 389대(서울 77대)이며， 전국의 지·따출소는 3， 389개 

소(서울 5987fl소)이다.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컴퓨터가 관할을 판단한 후 우선 지령망에 의 

해 112순찰차， 지·파출소， 형사기동대차량에 연결된다. 모든 처리과정 

은 컴퓨터에 입력되고 녹음이 유지되어 근거자료로서 남게 된다. 한펀 

서울에 한하여 112 신고시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 

스템 (ANI)이 운영되며 1993년도 충 5개 직할시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ANI시스템이 129 정보센터에 도입되면 장난전화를 방지할 수 있 

을것이다. 

서울고} 5개 직할시의 112 지명실은 129 정보센터와 하나의 직통전화 

회션율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도시의 경우에는 129에 신고된 웅급환자 

요청시 여타기관에 대한 구급차 출동 의뢰가 어려울 때에만 112로 지원 

요청하고 있다. 

경찰 자체에서는 112 지령실과 129 정보센터간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 

를 요망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신고 전화번호의 일원화 검토를 요청하 

고있다. 

(4) 119 

119 구급업무는 1970년대 대전 및 부산 일부 소방관서에서 시작되었 

으며， 1981년 야간통금시간 중 6개 소방관서에서 구급업무를 수행하였 

다. 1982년 내무부 및 보사부의 공동훈령(내무부 제716호， 보사부 제 

447호) 공포로 9개市 23개 소방관서에서 시행되던 중 1983년 12월 소방 

법 개정으로 소방기본업무에 구급업무에 관한 내용을 설정(법률 제 

3675호)하였으며， 1984년부터 전 소방관서에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119 구급대는 전국에 걸쳐 365개소， 1 ， 46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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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웅급환자 이송실적은 93， 287건으로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하였 

으며， 이송환자수는 95， 491명으로 전년도 대비 8.9%가 증가하였다. 환 

자 직업별로는 무직 (34%)이 제일 많고， 연령별로는 61셰 이상의 노년충 

이 제일 많으며 (20%) ， 원인별로는 교통사고동의 사고부상이 제일 많고 

(34%) , 이용시간별로는 22:00 - 02:00 사이가 제일 많다(2396) • 한면 

이송처치료는 무료이다. 

소방법 시행령 제 49조에 명시되어 있는 구급대원의 자격요건은 소방 

교육기관에서 내무부명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 전문대학 또는 동둥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 및 구급과정을 수료한 자，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그러고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웅급의료 교육기관에서 구조업무 

교육율 받운 자 둥이다. 

2) 웅급실운영분석 

(1) 웅급실 내원환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대부분의 연령계급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남녀 모두 l세미만의 영아 및 소아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0-29세의 내원환자수가 많았다. 

(2) 웅급설 내원환자의 병발생 원인: 각과의 급환이 61. 2%로 제일 많 

았으며， 외상이 17.7%, 교통사고가 10. 7% 순으로 나타나서， 웅급환자 

대부분이 만성 또는 급성질환으로 내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웅급실 내원환자의 내원 수단 : 자가용 35.6%, 택시 35.1%, 병원 

구급차 5.9%, 대중교통수단 5. 8%, 119구급대 3.4%, 한국웅급구조단 구 

급차 1.0%로 나타났다. 

(4) 웅급실 내원환자의 내원경로: 직접 내원이 천혜의 76. 7%률 차지하 

였으며， 천원이 전체의 약 19. 0%률 차지하였다. 

(5) 웅급실 내원환자의 내원소요시간 10분이상 20분미만이 25. 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분이상 30분미만이 16.9%, 30분이상 40분미 

만이 16. 5% 순이어서， 상병발생후 웅급실 도착까지의 소요시간이 대체 

적으로 4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6) 전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환자(573명) : 전원연락이 없었먼 환자가 

? 



전체의 38.4%률 차지하며， 천의료기관에서의 천원병원 선택자별 구분의 

경우， ‘의사측’이 60. 0%률 차지하여 전원할 의료기관의 결정율 의사륙 

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응급실 도착후 수진(의사면탑)까지의 소요시간 10분미만 54. 3%, 

10분이상 20분미만이 17. 2%를 차지한 반면， 1시간 이상 장시간동안 웅 

급실에 방치해 두는 환자도 4. 3%나 있었다. 

(8) 직접내원 환자(2， 312명) : 웅급실 도착전에 조치가 있었먼 환자가 

19.9%(459명)에 불과하였으며， 조치유형별로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및 

주위사람에 의한 조치’만이 78. 2%인 반면， ‘가축 및 주위사람에 의한 

조치’에다 ‘의사 혹은 간호사에 의한 조치’를 함께 한 환자가 7. 6%, 

‘의사 혹은 간호사에 의한 조치’만이 3.5%를 차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9) 최초 웅급전화 이용유형: 웅급전화를 전혀 이용 안했먼 경우가 

7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원’ 5.9%, ‘119 ’ 4. 2%, ‘129 ’ 1. 9% 
순으로나타났다. 

(10) 129 정보센터에 대한 호출 전화번호 인지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17.7%에 불과 하였고， 지역번호 문제를 감안하여도 25% 정도에 

그쳤다. 

(11) 129 정보센터의 이용경험: 내원환자의 6. 0%정도가 이용경험이 있 
는것으로나타낮다. 

(12) 환자분류: 급성질환으로 내원한 환자가 전체의 49. 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31.6%, 만성질환 11.5%, 종양 1. 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환자 충 61.3%가 급만성질환으로 웅급실을 내원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성질환 중에서는 소화기계 질환어 16. 0%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충에서는 손상이 12. 8%, 차량 사고가 10. 3%.로 많았다. 

(13) 대분류별 질환분포: 소화기계 질환 16. 2%, 호홉기계 질환 13. 8%, 

개방창 12.1%의 순으로 높았다. 

(14) 전신상태별 성별 분포: ‘단순처치요’가 전체의 69.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사 및 치료요’ 14. 0%, ‘입원치료요’ 10.9% 
순이었다. 남녀간에는 대동소이한 분포률 보였다. 

(15) 담당의사 주관에 의한 병원전 단계의 처치에 대한 소견: ‘미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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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적절’ 28. 8%로 나타났다. 

(16) 담당의사 주관에 의한 웅급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소건: 웅급처치 

가 필요했먼 내원환자는 55.9%밖에 되지 않았다. 

(17) 처치결과별 내원환자수: ‘귀가’가 65.9%로 가장 많았고， 다읍으 

로 ‘입원’이 27. 5%, 타 의료기관으로 천원한 경우가 3. 앓를 각각 차지 

하였다.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중 전원사유를 보면， ‘환자측요 

구’가 44. 3%, ‘인력， 시설미비’가 29. 2%, ‘병실부촉’이 20. 8%.를 각각 

차지하였다. 

라. 정책적 제언 빛 기대효과 

1) 정책적 제언 

(1) 웅급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2) 국민계몽 빛 교육 

(3) 효율적 웅급실 운영 

(4) 일부 웅급의료수가 현실화 

(5) 웅급의료기관의 기능분탑 

(6) 정보통신체계의 정비 

(7) 공공부문 구급차 증차 및 지역별 구급차 활용 

(8) 웅급의료기금의 설립 

(9) 웅급의료의 재정안정 

2) 기대효과 

(1) 현행 웅급의료체계의 운영실태 분석후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2) 국민의 요구에 부웅하는 웅급의료체계의 확립에 기여 

마. 연구자 

김수훈， 조재국， 김동규 

% 

강
 



1. 4 의약품 품질관리째도 개션방안 연구 

가. 연구목적 

1) 정부의 의약품 품질관리 업무는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시·도 의 

약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동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 

들 기관 및 제약업소에서의 품질관리업무 실시현황율 체계적으로 파악 

한다. 

2) KGMP제도 도업으로 의약품 제조업소에서의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 

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의약품 품질관리에 있 

어서 바람직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도출한다. 

3) 의약품 품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합리적인 품질 

관리체계률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나. 연구방법 

1) 전국 15개 시·도 의약계의 의약품 수거업무 실태조사 

2) 전국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약품 검정업무 실태조사 

3) 제약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관리 실태조사 

(조사 대상업소 161개 업소 중 89.4%의 웅탑률 보엄) 

4) 미국 및 일본의 의약품 품질관리제도 조사동 문헌연구 

다. 연구결과 

1) 시·도 의약계(과)의 의약품 품질관리업무 

(1) 보사부는 유통되는 의약품동을 연간 6， 700품목 선정하여 전국 15 

개 시·도에서 분담·수거토록 하고 있는데， 펑균 수거율은 89.9%.로서 수 

거실척은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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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폼 수거장소별 분포률 살펴불 때 약국에서 수거되는 품묵이 
23. 5%, 도매상이 24.9%, 제약회사가 51. 0%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관 

할구역내 일부지역(10-30%이내)에 한정하여 의약품이 수거되는 시·도가 

60%에 이르고 있으며， 이밖에 관할구역이외의 타 시·도에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한 지역도 53. 3%에 이르러， 수거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읍올 시사하고 있다. 

(3) 의약품 수거업무 수행시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는， 수거비용 산 

정의 비현실성과 시도별 수거품목 배정의 비합리생율 둘 수 있는데， 수 

거비용의 경우 현재 한 품목당 15 ， 000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 

나， 실제로는 품목당 42 ， 000원이 소요되어 결국 유상수거의 비율이 

22. 6%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시·도별로 배정된 품북 중 생산이 중단 

되거나 해당지역에서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4) 의약품 수거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거대상 의약품 수를 
줄이고 유상수거비율을 높여서， 약국이나 도매업소 동 판매업소로부터 

의 수거비율을 높여야 하며， 지방자치제의 도입정착에 따라 의약품 품 

질관리에 있어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톡자적 관리능력율 향 

상시켜야 한다. 

(5) 수업의약품은 최초 수입시의 사전 검정과 1년 경과시 유통품 수거 

검정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셔 실시하고 있다. 그 외의 기간에 수 

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 스스로 시험검사를 하도록 되어있 

으나， 실제로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 

러났다. 

(6) 수업의약품동의 관리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수입자의 자가품질관 

리 기준의 캉화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수입GMP 빛 원료G뻐의 도입 

이 요구된다. 

(7) 수거업무와 봉합·봉인·폐기둥 사후관리， 그러고 수입자 관리률 포 

함하는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체로 각 시·도당 1-2명에 불 

과하므로， 약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충원이 훨요하며， 이 

밖에 정보교환이나 교육을 위한 시·도 약사감시원 회의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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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이 많았다.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품질관리업무 

(1)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도 의약계에서 수거해 온 의약품둥과 수업의 

약품둥의 품질검사률 수행하는 검정기관으로서， 1인당 펑균 검사품북수 

는 92년도에 148.8건으로 집계되었는데， 륙히 연칸 국내 검정품묵수가 

1000건이 념는 연구원의 경우는 341. 3건에 이르고 있어 연구원 규모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품 검정업무는 서울， 경기 

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2) 92년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불농 사유 충 실험통툴 미비 

(40. 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실험기기미비， 표준 

품 미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품분석율 담당하는 부셔의 명균인원은 5.9 

명으로 연구원 전체 직원의 6. 7%에 해당된다. 약품분석과의 구성은 연 

구칙이 5.4명으로 90. 6%.률 차지하는데 이중 약사는 2.8명인 31.4%에 불 

과했다. 심지어 약사가 1명도 없는 연구원도 4개 지역이나 있었다. 약 

사확보상의 장애요인으로는 봉급 및 승진문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 

(4) 표준품 판리에 있어서는 표준품 공급센터로부터의 구업 소요시간 

이 킬고 구비 종류 빛 분양 받는 양이 제한척이라는 점퉁이 모두 심각 

한 문제로 제시되었다. 륙히 연간 1 ， 000건 이상을 검정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보건원에서 공급받는 버율이 30.0%에 불과하여， 제약업소로부 

터의 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의약품 검정시에 훨요한 기준과 시험방법은 국립보건원에 요청하 

도록 되어 있어 연간 약 3， 000여건 이상의 자료가 지방정부로 이동되고 

있다. 그 외에 제약업소로부터 받는 자료도 전체 명균 요청건수의 

22.1% 에 탈하고 있다. 한펀 기준 및 시험법동의 변경사항이 신속히 전 

달되지 못하여 검정 곤란율 경험한 연구원이 1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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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화장품 검정업무량은 수입자유화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어 보 

건환경연구원 업무 과부하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시험검사 항묵은 pH, 

성상， 순도둥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능·효과나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수입품 검정비율이 높은 연구원의 경우 수입화장품 검 

정 업무를 민간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낮다. 

(7) 92년도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과제는 평균 1. 8편 

이었는데， 연구활동상의 문제점으로는 ‘연구시간 부족’， ‘연구예산마련 

곤란’， ‘의무조항이어서 내실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8) ‘기기분석법’과 ‘동물실험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습둑’을 위한 검 

정관련 전문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검정업무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약품과(부)장 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건이 제시되었다. 

3) 국내 제약업소의 의약품 품질관리 실태 

(1) 조사에 웅답한 제약회사들 중 생산규모가 작은 회사알수록 GMP적 

격지정율 받은 비율이 낮았다. GMP도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셔 가 

장 심각한 것은 ‘자금마련’이었으며， ‘책임약사 확보문제’， ‘공장부지 

마련’， ‘제형지정에 따른 일부품목 포기’ 순으로 나타났다. 

(2) 제조관리부서에 약사가 1인만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전체 제조업소 
의 55.9%를 차지하고 품질관리부서에는 50. 0%로 나타나. KG매 규정율 

최소한도로 만축시키는 데 불과한 실정이다. 생산현장 약사구인난의 

원인으로서는 ‘직장소재지의 지리적 여건’， ‘처우문제’가 가장 심각했 

다. 

(3) 현재 적격제형중 내용고형제는 99개소(적척업소의 93.4%)에서 척 

척제형으로 지정 받았으며， 3년이내 지정예정수는 122개 업소가 될 것 

으로나타났다. 

(4) 제약업소 직원이 인식하는 품질관리관련 과목의 중요도는 ‘제제공 

학’， ‘GMP관련 과목’， ‘약사법퉁 약무제도’， ‘약전’순이었으나， 현 약 

학대학에 ‘GMP관련 과목’이 개설된 대학은 5개 대학의 선택 과목에 불 

% 

며
 



과하고 전반적으로 제약 실무과묵의 개설이 매우 미홉하였다. 

(5) 제약업소 직원대상 교육으로는 사내교육과 한국제약협회 주관의 

K뻐 교육이 있는데， 이중 제약협회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구체적인 사 

례 중심의 현장위주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6) 현 제약업계의 품질관리단계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전사적 품질관 

리 단계에는 못 미치고， 공정관리 중심의 관리단계(51. 8%)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품질관리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고 

경영충의 품질관리에 대한 태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 GMP업소에 대한 재실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제조공정 

관리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은 품질관리 (QC) ， 무균제제 관리 순이었 

다. 

(8) 품질비용 산청은 ‘정기적으로 산정한다’가 23. 7% 로 나타나 품질 
비용올 통한 품질관리정도 명가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9) 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의 공급처별 비율은 국내 보건원동이 

27. 3%, 국외가 60. 3%였는데， 생산규모가 클수룩 외국의존도가 높았다. 

(9) 제제개발을 위한 독립부서의 구성여부는 GMP업소의 경우 50.5%였 

고， 비GMP업소의 경우는 23. 5%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의 신제품 수는 

평균 20.4품북이었으나， Pilot생산은 물론 Scale-up을 위한 시생산을 

통해 전 공정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비율은 24.0%에 그쳤다. 

(10) 국내 채약업계에서 QC분임조를 도입하고 있는 비율은 32.8%, 제 

안제도는 53.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 업종(66%)에 비해서는 낮았 

다. 

(11) QC분임조는 추진 전담부서의 유무에 따라 그 활동상태에 큰 차이 

가 있었으며， 그 성과로는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품질향상’이 다수 

를 차지했다. 분임조 활동상의 문제점으로는 ‘참여의식·의욕부족’이 가 

장 눔은 비율을 차지했다. 

(12) 제안제도의 활동상태는 생산규모가 큰 업소에서 활발했으며， 성 

과로는 ‘불량감소·생산성 향상에 의한 품질개선’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냥다. 

(13) 현행 유통품 수거검정제도에 대해 제약업소틀은 품질개선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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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다고 명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검정결과에 대해 이의률 제 

기한 경험이 있는 업소가 30.4%, 부적합 판정이 재시험을 통해 적합으 

로 번복된 경우는 이의를 제기했먼 업소의 36. 8%인 147ß 업소였다. 

4) 미국 및 일본의 의약품 품질관리제도 

(1) 약전 관리제도 

。 미국약전 펀찬은 민간조직으로서 USPC(United States Ph값macopeia 

Inc)가 맡고 있는데， USPC는 180명의 직원(Staff) 이외에 미국약전회의 

(USP Convention) , 개정위원회 (Committee of Revision) , 이사회동의 운 

영기구를 두어， 약전개정작업에 있어서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부관리 

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PF(Pharmacopeial Forum)발간을 

통해 제약회사， 의료전문인， 소비자둥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약품 

문제 보고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문제점율 미국 약전 개정에 반영한 

다. 

。 일본약국방의 개정은 후생성 약무국 안전과와의 협의에 따라 중앙 

약사심의회 충 일본약국방 부회에셔 수행하는데， 본 부회는 얼본 약국 

방 조사회와 9개의 위원단(맹nel)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와 마 

찬가지로 일본제약단체협의회둥 각계 각충과 개정내용율 협의하고 JP 
Forum을 발간하여 일반인들도 약국방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률 제 

공하고있다. 

(2) 표준품 관리제도 

。 미국에서는 표준품율 USPC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FDA, 제약회사， 

대학 실험실 동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표준품 시험율 설시하 

도록 하는동 표준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율 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 

부기관언 국립위생시험소와 공정서협회에서 총 1067l지 표준품을 공급 

하고 있다. 

(3) GMP제도 

% 

ω
 



。 미국은 원료의약품율 포함한 모든 의약품제조사는 반드시 GMP 규정 

율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GMP 준수여부는 FDA의 지역\구역별로 
실사관(Inspector)을 두어 관할 업체에 대해 사찰 형태로 관리한다. 외 

국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실사단이 파건되며， 비용절감을 위하여 외국과 

GMP 상호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GMP체계를 갖추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 

으며， 원약에 대해서는 r의약품 제조원료의 제조관리 빛 품질관리에 관 

한 기준」을 제정하여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GMP실사는 도 

도부현의 약사감시원이 수행하며， GMP상호인정제도률 채택하고 있다. 

(4) 시판의약품 관리제도 
。 미국에서는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신약개발 주최자나 

제약업소둥의 자율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FDA본부의 

의약품 센터와 각 구역사무실에서는 제약업소와 의료전문인의 의약품 

문제보고 프로그램에 의하거나 문제가 제기될만한 품북률을 수거·검정 

한다. 또한 제기된 문제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율 회수(Recall )하는 제도가 있다. 

。 일본의 시판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도도부현차원의 상시감시 

(Regular Inspection)와 후생성 주도의 일제 단속(Intensive 

Inspection)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문제가 될만한 품북율 수거하 

여 위생연구소， 국립위생시험소 둥지에서 시험검사를 수행한다. 

(5) 수입의약품 관리제도 

。 미국에셔 수업의약품은 국내제조품과 동둥하게 취급되며， 따라서 

수출국의 제초업소도 GMP률 준수해야하며 FDA의 실사를 받는다. 또 FDA 
의 구역사무실에서는 서류심사결과에 따라 도착한 의약품을 수거·검정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힐 책임은 모두 수입업 

자에 있으며，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의약품이 승안 내용과 일치하는가 

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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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적 제언 

1) 오늘날 GMP제도가 도입되어 생산자 주체에 의한 자율적인 품질관리 

가 강조됨과 더불어 업소위주의 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정 

부의 기능은 국민보건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품묵에 대한 집 

중적인 유통검사 형태로 한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품질관리 목표량 

인 6， 700건은 그 대상품목수를 축소하고， 그 대신 위해요인율 철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관리의 질적 수준을 고양해야 한다. 

2) 향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수거·검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때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수거·검정하는 의약품이 상호 중북되지 않고， 수거담당자의 펀의 위주 

로 흐르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둥 전반적인 

시험검사업무에 대한 지도·감시의 책임율 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과 기술능력이 배가 

되어야 하며， 아률 위한 기반조성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GMP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제약업소들의 품질관리수준이 일단계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GMP제도는 시설과 설비의 개선에 치 

우켰먼 측면이 없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부터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품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끊리의식 및 품질의식의 고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QC분임조나 제안제도 빛 교육운용동 다각적인 차원의 품질경영 

시스템의 구측이 필요하다. 

4) 국립보건원 내 표준품 공급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기준설 

정 전탐 독립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생산약사 및 공직약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약학대학내 제약실무 

관련과목의 개설 및 제약협회의 KGMP교육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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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약품 관리기관간의 의약품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7) 우리 나라의 의약품 품질관리제도는 품질에 대한 의식의 향상과 함 

께 지속적으로 개션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 

업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읍으로 

인해 관리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왔으며， 상호간의 불신도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주체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품질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 

이 고조되어 품질에 의한 건전한 경쟁과 감시풍토가 이루어질 때 품질 

관리제도는 완성될 것이다. 

마. 기대효과 

1) 제약산업의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향상에 따른 민간주도형 의약품 

품질관리 혜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율 모색함으로서， 의약품 품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2) 품질이 확보된 우수의약품을 공급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 
여한다. 

3)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약품의 품질이 국제사회에서 비 

관세 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품질의 고양은 제약산업의 국제 경 

쟁력 강화에 이바지 한다. 

바. 연구자 

이의경， 최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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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사회 청신보건 시행방안 연구 

가. 연구목적 

정신질환자 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율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각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고찰을 통한 성공 및 실꽤요인 파악 

2)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현황 및 문제점 파악 

3)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치료행태 파악 

4)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및 관련 태도 파악 

5)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관련전문가의 의건 파악 

6)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모형 제시 

나.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발달과정 및 현황 고찰 

2)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조사 실시 

(1) 일반주민의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2개 지역(서울 도봉구， 충북 음성군)의 1 ， 0457}구 1 ， 805명 조사 

(2) 관련자조사 

。 대상지역내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단체 및 기관의 종사자， 정책 

입안자 406명 (381개 기관)을 선정， 우편조사률 통해 236명 조사 

。 주요관련자로서 관련정책 입안자， 지방행정기관 부서장， 관련시셜 

운영자， 종교지도자， 환자가축중 37명을 션정하여 조사 

(3) 환자 치료행태 조사 

대상지역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 30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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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1) 세계 각국의 정신보건사업 고찰 결과 

(1) 사업의 성공 요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성공척으로 정착시킨 나라에서 찾아 불 수 있는 

성공요소로서는 @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î) 사업추진자의 강력한 

지도력，@ 열의와 신넘율 지년 전문가 집단，(4) 국민적 합의，(5) 안정 

적이며 예측가능한 재정，(6) 일관성 있는 국가의 관련정책 시행，r:tJ 통 

합적 프로그램의 운영둥율 찾아불 수 있다. 

(2) 사업의 설돼 요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읍의 몇가지 

사항률은， 사업의 계숙적인 추진율 방해하고 결국에는 사업의 방향을 

전반척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요인으로까지 발전되게 되었다. 이를 요약 

하면， 00 정신과 의사의 판위척이며 비 협조척인 태도，(î) 민간 정신병 

원에 의존한 병상 확보계획，@ 입원환자에 대한 국가의 무조건척 지 

원，(4) 지역사회내 사회북귀체제의 미비，(5) 환자 기거시설의 미비퉁이 

다. 

2)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 현항 고찰 결과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 현황율 고찰해 불 때. 관련통계자료의 미비로 

구체척인 정신질환자수의 추정이 어려움은 물론， 관리시설이나 인력변 

에서의 지역적 안배， 그러고 정신의료전달체계의 형성퉁이 미처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은 아직까지 관련 

법규조차 제정된 바가 없이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 

에서 볼 때， 향후 정신보건정책이 올바로 펼쳐지기만 한다면 현실여건 

이 오히려 닥관적일 수 있는 시점에 달해 있다고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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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계 각국이 가장 힘들게 추진해온 정신병상의 축소가 우리 나라 

의 시설에서는 아직 문제될 수준이 아니며， 또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의료의 접근성 제고 노력으로 상당수의 이용가능한 시셜률이 이미 

지역사회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국민의료의 현실적 여건과 ‘군’이하 ‘리’단위에까지 뻗쳐 있는 공공의 

1차보건의료 조직 빛 인력의 활용 가농성도 기대해 불 만하기 때문이 

다. 

3) 지역사회 진단조사결과 

(1)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및 인식 

φ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주민과 관련자의 태도는 비교적 궁정적으 

로， 우리 나라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율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었읍율보여 주었다. 

@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안수기도나 

불공 동 주술적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나타나 종교지도자률의 역할 

이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신보건 의료에 대한 요구도 

@ 정신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 정신건강상 위험집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의 집단이 대두 되었다. 축， 성별로는 여자가， 이혼 

이나 사멸을 한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경제적 수준 별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저소묵， 아버지의 낮은 교육수준， 비전문직

이 정신건강상의 고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신질환자률 조기에 발 

견할 수 있는 도구가 제시 되었으므로 추후 타당생 조사률 거쳐 일선 

보건요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판별도구로 사용할 수 있울 것으로 기대된 

다. 

@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 

t)의 정도，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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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낮다. 

@ 정신보건 문제의 사회적 심각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성폭력， 청소년 비행， 약물의존， 알콜중톡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3) 정신의료체계에 대한 태도 및 건해 

@ 대부분의 일반주민과 관련자들은 정신요양원에 관해 매우 부정적 

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요관련자들은 

요양원 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펀이라고 지적하였다. 

@ 정신요양원의 개선방안으로셔， 정신요양원의 기농울 시설기준에 

따라 준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사회북귀시설 및 영구보호시설동으로 

륙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일반인들은 정신병원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는 역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정신병원의 변 

화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신병원에 대한 건해는 정신요양원 

에 비하면 다소 궁정적인 편이었으나 의료진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 

기되었다. 

@ 정신질환에 대한 홍보 및 교육부축으로， 질병이 발생했율 때 전문 

척 치료를 받기까지 여러 치료기관율 전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을 탐당하는 사회북지기관 둥에서도 환 

자발견， 상담， 의뢰체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병의원 외에도 일반인이 수치섬율 느끼지 않고 손쉽게 정신문 

제률 조기에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훨요하다는 건해가 제시되었다. 

(4) 관련법규 및 예산， 인력， 행정상의 개선방안 
@ 주요관련자들은 정신보건시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루자는 지역 

주민률이 요구하는 복지행정의 우션순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규 제정이 시급하며 보다 과감한 국비에 의 

한 예산보조와 의료보험제도동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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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이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지 않음으로 지방자치제하 

에서 정신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재정부담의 과중한 실정이다. 

@ 정신의료기관의 수가조례， 의료보험법， 보호법에 예산지원이 가 

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기존시설 륙히 요양원의 운영이나 시설기준둥에 관한 새로운 시행 

령이 요구되며， 이는 형식적이 아니고 보다 효과적인 감톡을 할 수 있 

는제도여야 한다. 

(5) 지역정신보건센터에 관한 견해 

@ 일반주민과 관련자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관련자률은 대체로 현재의 미비한 정신의료 및 보건전달체계를 보 

다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 정산보건센터 설립에 

찬성하였다. 

@ 바람직한 센터로서 일반주민과 일반관련자는 ‘별도의 새로운 기 

관’을 가장 선호하였고， 두번째는 사회북지 기관이며 세번째가 보건소 

로 나타났다. 

@ 주요관련자의 경우는 별도의 톡립된 정신보건센터의 설립에 대한 

찬성과 기존의 보건소에 추가하여 셜치하는 안에 대한 찬성도가 같은 

수준이었다. 

@ 지역 정선보건센터를 보건소가 아닌 기존 전문기관(예: 국.공럽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율 

보조해야 하며， 종교단체나 열의를 가진 개인이 설립한 법인체에 위탁 

하여 운영하는 형태도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 보건소를 센터로 활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절반에 가까운 일반주민과 관련자가 지척하였고 두번 

째 문쩨로 지적된 것은 ‘관료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점’이었다. 

@ 주요 관련자률은 기존의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립할 

경우 예산을 철캄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불 만하다는 의견을 제 

시했는데， 실제로 보건소 안에 찬성한 주요 관련자률의 대부분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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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율 위한 국가예산 배당의 어려옵과 인력부혹동 현실적인 여건을 감 

안한 정우에 해당하였다. 

(6) 지역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는 안에 대한 건해 

@ 무엇보다도 현재의 보건소에 대한 주민률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지역 정신보건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도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질적인 효과률 얻을 수 있는 보건소 이용 방안에는 전문요원의 

새로운 루업과 시설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 

@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조기발견， 정신과 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른 

약의 공급과 올바른 섭취에 대한 지숙적인 감시， 그러고 주민에 대한 

정신질환의 홍보와 교육 동의 제한된 업무만울 수행해야 한다. 

(7) 우선적으로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 

일반관련자들은 우선적으로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프로 

그램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건’， ‘정신보건에 관한 보건교육’， ‘정 

신질환자에 관한 치료’의 순으로 웅답하였으며， 주요관련자들도 정신과 

웅급환자의 조치 둥 치료와 더불어 정신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이 시급한 

것으로제안하였다. 

라. 정책적 제언 

정책 처l언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위한 시행 

방안과 사업체계안을 제시하면 그림과 같다. 

(1)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규의 

제정 

(2) 대략 중진료권 단위규모로 정신보건 사업율 위한 별도 관할지역 

(catchment area)의 설정되어야 하며， 다읍과 같은 시설과 서비스률 갖 

추도록 한다. 

@주칸치료 시설 

@ 기거시설 (집단기거시설， 안전기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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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체계 (안) 

: 일반주민 

; 교육흥보 

: 술 의뢰 
i 편<-

병 

원 

i 썩 끼행정지도 
펴획 |의 1<-
號 베 갑톡 

정신질환자대책 

정 신 질 환 

정신보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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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보호작업소 
@ 주간 재활시설 (예: 샘솟는 집) 

@ 외래치료 시설 (예: 개인의원， 종합병원 외래) 

(3) 관할지역별로 1개의 공공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하여 다 

음과 같은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정신보건 전문탑을 구성한다. 

@ 기존의 공공보건조직과의 연계체제률 확립한다. 

@ 개인 전문의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관할지역내 전체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톡 체계를 구축한다. 

(4) 정신보건 전문인력 및 준 전문인력의 훈련 및 양성 

(5) 정신병원의 변화와 개혁을 시도 

(6) 정신요양원의 기능전환 대책 마련 

(7) 입원 대체시설의 신설(예: 집단 기거시설， 임시 기거시설 동) 

(8) 사업평가제도의 도입 

(9) 지 역사회의 참여 유도 

마. 기대효과 

1)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제시합으로 

써 지역단위에서의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 

2) 수용소화한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며 만 

성 정신질환자의 사회북귀률 촉진시키는데 기여 

바. 연구자 

남정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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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판한 모형개발 연구 

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오늘날 주요 보건문제인 난치적 특성의 성인병 증가와 의 

료비 증가 둥에 대한 적극적인 대웅책으로서 시·군 단위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실천운동의 모형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연구률 롱하여 우리 나라의 보건사업 및 보건관련 시법사 

업 현황과 외국의 보건사업 동향율 파악하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율 받 

아 모형개발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원고의뢰률 

통하여 건강인과 자가치료가 가능한 질병발생 초기의 고혈압중， 당뇨 

병， 비만중 동의 경증환자률 대상으로 한 자기건강관리 사업을 개발하 

였다. 

다. 연구결과 

1) 모형개발의 기본방향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의 질적 향상 추구로서의 건강 

욕구가 한충 증대되고 있고， 중요한 보건문제가 난치적 륙생을 지난 만 

성퇴행성 질환 및 사고 둥으로 이들 상병발생의 대부분이 생활양식이나 

건강습관 동 행동척인 변인에서 비롯된 것임올 고려하여 모형개발의 기 

본방향을 적극척인 건강향상책으로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에 두고， 지역주민의 건강의식 빛 행동개션을 위한 보건교육사업 개발 

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과적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쑤
 



2) 건강증진을 위한 개넘적 모형 

오늘날 주요 보건문제가 현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오는 환경오염 

증대， 생활양식의 변화 빛 인구의 고령화 등에서 비롯된 난치적 륙성의 

만성퇴행성 질환 및 사고중심의 선진국형 상병양상 변화와 의료비 증가 

둥으로 이러한 보건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웅은 상병발생 이전에 발병요 

인이 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활양식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건강향상책율 강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셔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건교육 실시와 건강생활 실천운 

동의 전개률 통해서 지역주민의 자기건강관리 의식 및 능력율 개발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토록 하는 것이 

다. 

3) 사업대상 

건강증진사업의 주 대상자는 사업의 1차적 초점을 질병이 발생되기 

이전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둥 1차적 예방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중 생활양식상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인과 자가치료가 가능한 

질병발생 초기의 경증환자(무증상 환자 및 건강염려환자) 동으로 이률 

은 행동환에 의한 보건교육 둥 건강증진적 서비스를 받게 된다(그림 2 

참초). 

4) 사업내용 

(1) 교육 홍보자료 개발 보급 

중앙에 보건교육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사업지원을 위한 각종 교 

육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사업실시에 대한 명가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환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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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을 위한 개념적 모형 그림 1. 

현대 산업사회로의 발전 

<커 건강실천운동 전개 | ”
여
「
미
나
 

” 

“
지
주
 

n 

| 보건교육강화뉴> 

자기건강관리능력 개발 

건강실천유도 

진
 … 

방
 

중
 … 

예
 

캉
 버
。
 

건
 … 

질
 

-49-

사6
 
-

한3
 -

강
 -

건
 -



그림 2. 건강증진기구의 기능적 요소 

행동환 

펠콸과펌환핀 
압상환 

(2) 보건요원 교육 훈련 

건강증진사업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의식 빛 행동개선에 목적을 둔 보건교육과 건 

강실천운동이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건요원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새로운 

성격의 사업활동이라는 데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의한 교육훈 

련율 롱하여 보건교육 실시 동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활동능력 

을높이도룩 한다. 

(3) 보건교육 실시 

보건교육은 교육적인 수단을 통하여 건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 

과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자 

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서， 보건교육의 궁극 

적인 목적은 결국 바람직한 건강행위의 유도에 있다. 

오늘날 주요 상병발생이 생활양식이나 건강습관 둥과 관련된 행동적 

인 병인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교육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한충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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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률의 건강행동은 건강에 대한 지식， 가치관， 태도 및 신념 동율 

기초로， 이에 영향율 미치는 사회척 환경요인의 작용과 건강상태 둥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건강의식적인 요소와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척 환경요인들에는 보건의료조직은 물론 건강관련 상품제조 및 서 

버스업체， 가정， 학교， 직장， 대중매체， 행정조직， 종교집단， 반상회， 

어머니회 둥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의 추진모형도 이러한 사회조직 및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보건교육의 추진모형은 사회조직 및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률 유도하 

고， 각종 보건 교육적 수단율 이용하여 개인 및 집단의 건강의식 및 행 

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게된 모든 방법의 결합쳐l라고 볼 수 있으 

며， 보건교육의 실시과정은 대상자의 선정 및 륙성파악， 대상자의 요구 

도 파악， 보건교육북표 결정， 이용가능한 자원파악， 보건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계획， 명가계획 작성， 보건교육 실시， 명가 둥 8가지 단계 

로구생된다. 

(4)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 
@ 지역주민의 건캉의식개조와 건강실천유도에 목표률 두고， 능동적 

건강개념의 주지보급， 건캉의 자기책임의식 고취， 상명구초변화와 이에 

따른 1차 예방의 중요성 인식， 자발적 참여유도와 실천적 동기부여 둥 

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유도에 역점율 둔다. 

@ 건캉실천운동의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으로서 지역주민 

은 물론 지역내 산업체의 근로자，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기타 지역내 

의 직장인동으로， 이들 중 건강인과 질병발생 초기에 있는 무증상의 불 

현성 환자가 주 사업대상이 된다. 

@ 건강실천운동은 지역주민의 생활양식 개션에 초점을 두고， 건강을 

위한 식생활， 건강운동， 휴식 및 혜크리에이션， 정신건강관리， 금연， 

절주， 치아건강관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약물사용， 질셔의식 및 안 

전생활， 환경보호 둥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뭉올 전개한다. 

@ 주요사업내용은 교육홍보개발사업으로서 건강의식개조 빛 건강실 

천유도를 위한 각종 인쇄매체와 시청각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이들 자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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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활용한 상탐 및 건강명가설 운영， 가정방문지도， 강연회， 건캉강화， 

건강천시회， 건강교실， 건강증진대회개최， 건강의 날·건강의 달 지정행 

사， 건강가족·건강마율 선정표창， 현수막， 포스타둥의 게시둥올 롱한 

교육홍보활동을 벌이며， 이러한 사업활동의 효과를 륙정명가하기 위하 

여 일정주기별로 평가조사를 실시한다. 

(5) 환자동록관리사업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성인 

병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명 검진체계를 일원화 하고， 제1 

차적으로 체중 및 혈압측정과 당뇨검사 동 칸단한 검사와 생활양식상 

건강위험요인 조사률 롱하여 질병발생 초기의 무증상 환자를 조기에 발 

건하여 이들을 추구관리 대상자로 뭉록시키고， 이률을 대상으로 자기건 

강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받 

도록 하며， 가정방문 둥율 롱하여 계숙 관찰토록 함으로써 치료의 순웅 

도 및 건강실천여부률 확인하고 상탐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6)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운영 

φ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구심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율 하게 될 

건강증진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 1명， 보건교육사 1명， 영양사 1명， 운 

동지도사 1명 둥 4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배치되며 기타 필요인력은 

보건소 보건인력으로 충당한다. 

@ 건강증진센터에는 건강상담실， 운동부하 검사실， 건강진단처방실 

둥율 두며， 운동부하검사 및 건강진단에 필요한 기본 장비률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조달하되， 의료보험기구 동의 협력 

지원하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율 강구한다. 

5) 사업추진조직 

중앙의 사업추진조직으로 보사부 산하에 사업본부를 두어 건강증진사 

업의 총괄적 기획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r보건교육개발센터」를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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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운영하여 교육홍보자료의 개발보급과 사업평가를 롱하여 현지사업을 

지원토록 하며， 지방의 사·군 단위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군 건 

강증진협의회」를 두어 사업을 총괄 관리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r건캉중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 중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활활동조사와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각 개인에게 알맞는 건강프로그 

램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실제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그 

립 3 참조) . 

6) 건강인 대상의 자기건강관리사업 개발 

(1) 영양관리교육 

CD 현재 보건소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 사실상 영양사업 
이 전무한 상태로， 이런 상황하에서 보건소가 앞으로 할 수 있는 l단 

계 사업은 주로 관련자료의 제작 빛 배포이고， 제2단계 사업은 영양상 

담실시 및 관련 조사 실시이다. 그러고 제3단계 사업은 정기적인 영양 

교실운영 및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으로 이루어진다. 

@ 전문인력인 영양사가 탑당하는 영양 상담은 보건소에서도 정규사 

업화 하여야 하며， 영양 상담은 지속적인 영양감시하에서 영양펑가， 영 

양 상담， 영양처방 그러고 채처방의 과정율 통해서 철저히 실시되어야 

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식생활 개선을 워하어 1990년 국민영양조사 결과 섭취부족한 칼 

슐과 비타민 A의 섭취량은 증가시키고，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포화지방산과 셜탕의 섭취량은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실시토록 한다. 

(2) 건강운동 

건강인율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운동지침을 개발하고 

트레드밀， 옐고미터， 섬전도 검사 둥을 이용한 운동부하검사 실시를 통 

하여 자신에게 알맞는 운동처방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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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업 추진조직의 참여모형 

문화혜육부 
노동부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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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관리 

현대사회에서 받율 수 있는 스트레스는 사전에 예방하든가， 경증단계 

에서 해소하는 것이 정신건강율 유지하는데 최선의 방책으로 스트례스 

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 그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긴장이완기술과 심호흡법둥 

율 개발하였다. 

7) 경증환자 대상의 자기건강관리사업 개발 

질병발생 초기에 있는 고혈합， 당뇨병， 비만증의 푸증상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건강관리사업율 개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혈압의 자가관리 사항을 보면 생활습관의 교정과 약물요법의 

이해가 있다. 생활습관교정 내용으로는 금연， 체중조절， 음주절제， 운 

동실시， 소금섭취 제한， 칼륨 칼슐과 마그네슐섭취의 효과， 기타 식이 

요인， 스트레스 조절 둥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2) 당뇨병의 자가관리 내용으로는 비만과 당뇨병， 생활양식의 변화 

와 척웅， 식사요법， 운동요법 둥이 포함되고 있으며 약물요법에 대한 

이해 동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3) 비만의 자가관리를 위해서는 주별 월별 체중감량의 북표치률 설 

정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며 열량섭취률 제한하고 정기 

적인 명가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라.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오늘날의 상병양상이나 그 륙성 및 발병원인으로 볼 때 건강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웅은 상병발생 후 진료에 의존하는 식의 소극적인 대웅 

이 아니라 상병발생 이전에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철저한 보건교육을 

통하여 자기건강관리능력 개발과 함께 건강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율 증진하는 적극적인 대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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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차적 예방보건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정보보건조직이나 의료 

보협조직 둥 공공보건조직에서 담당하여 활성화해야 할 사업으로 그 필 

요생이나 충요도에 비하여는 이률 공공보건조직에서의 사업활동이 매우 

미홉한 실정이다. 륙히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 직장의 

료보협，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둥 3종류로 나누어져 있어 

관리조직 및 보험급여의 차이로 보험적용자들에 대한 지역접근적 예방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건강향상과 의료비 증가억제를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건강증진사업올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률 위하여는 정부의 적극 

척인 사업지원 및 조정역할율 롱하여 정부보건조직은 물론 의료보험조 

직과 각 보건단체에서 l차적 예방보건사업율 활성화하도룩 유도해야 하 

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서 본 사업추진 모형에 의한 지역단위 시범사 

업의 실시 명가률 통하여 사업개발 및 수단율 모색하고 사업의 타당생 

율 입증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천국 확대실시 방안율 강구해야 한다. 

또 본 모형에서 제시한대로 각 의료보험조직과 정부에서 공동 출자하 

여 시·군단위에 건강증진센터률 설치 운영할 경우 이 센터가 지역접근 

척 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의료보험의 종류 

둥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증진적 서비 

스률 받율 수 있게 되어 건강증진은 물론 국민들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만혹과 건강욕구 충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연구자 

변종화， 한영자， 정기혜， 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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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모자보건 수준 및 현황 종합분석 

가. 연구목적 

모자보건의 수준과 현황에 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동 분야의 발전적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에서는 φ 영유아 및 모성의 의 

료이용， 이환 및 사망양상과 이에 관한 문제점을 구명하고，~ 주산기， 

영유아기 및 모성의 건강증진을 져해하는 현행 보건의료체제 상의 현안 

을 도출하며，(3) 모자보건사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통계생산 방안을 제 

시하고자한다 

나. 연구방법 

(1) 정부 모자보건 통계분석 r임산부·신생아 사망 빛 사산 보고」 자 

료(보사부) 및 「사망원인통계 J (통계청 ) 

(2) 의료보험 진료화일 분석: 영유아 진료 6， 177 ， 480건(1992년 4개월 

간) 및 모성 진료1) 1 ， 157 ， 130만건(1993년 3개월간) 

(3) 의료기관 조사자료 분석: 전국 종합병원 모자보건 진료통계(219개 

소)및 일부 보건의료기관 대상의 저혜충 출생아 발생 실태 (4 ， 320 

명) 

다. 연구결과 

1) 영유아 보건의 수준과 현황 

가) 이환 빛 의료이용 양상 

(1) 영유아 의료이용 규모 r의료보험통계J (1 991 년)에 따르면， 인구규 

1) 20-44세 여성 진료건 충 주/부 상병이 r여성생식기 질환J. 엄신， 출산 빛 산욕의 합병 

증J. 선천이상」 빛 r주산기 관련영태」에 해당하는 경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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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 7.4%에 불과한 0-4세아의 연간 진료건수는 전체 진료건의 

19.9%(2， 586만건)에 이르며， 보험급여 진료비2)는 전체의 11.7% 수준 

(3 ， 721 억원)이다. 

(2) 영유아 진료건의 연령분포: 영유아 진료는 나이가 어렬수록 많아 

0세아 진료가 22. 6%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증가에 따라 점점 감소한 

다. 이러한 특성은 입원진료에서 더욱 뚜렷하여， 0세아는 영유아기 총 

입원진료의 55. 0%를 차지한다. 

(3) 이용의료기관: 이용의료기관 종류률 보면 r의원」이 79.9%.로 가장 

높고 다음이 r종합병원J (11. 7%)이다. 특정적 사실은 r치과진료기관」 이 

용이 4， 5세아에서 무척 높다는 점이다. 보험적용 전체인구의 치과진료 

이용비율은 9. 2%임에 비하여， 5세아에서는 무려 17.7%로 나타났다. 

(4) 수진 다빈도 질환: 영유아의 입원진료률 보면 r주산기 관련병태」 

로 인한 진료건이 23.9%.로 1위를 차지하며， 다읍으로 r호흡기계의 기타 

질환J (21. 3%), 그리고 r장관 감염병 J 00. 7%)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고액 진료건의 소요진료비: 진료비 크기별로 상위 5%의 진료건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3.1%나 된다. 입원진료에서는 상 

위 5%의 진료건(명균 진료비 1 ， 269 ， 000원)이 23.5%의 진료비를 소요하 

고있다. 

(6) 고액 진료건의 질환분포: 진료비 크기별로 상위 5%에 해당하는 진 

료건의 다빈도 질환분포률 보면， 전체적으로는 r호홉기계의 기타질환」 

(27.5%) , r상기도 질환J (23. 0%)의 순이며， 입원진료에서는 r선천이상」 

(24.9%), r주산기 관련병태J (20. 9%)의 순이다. 상위 5%에 속하는 입원 

진료건의 999 질병분류에 의하면 r단기 임신 및 비륙이생 출생시 저체 

중 관련장애J(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고액 다빈도 질환의 진료비: 입원진료에서 상위 5%이내에 속하는 

진료건 충 다빈도 1위인 r션천이상」은 건당 진료비가 2， 089， 900원으로 

가장 높으며， 2위인 r주산기 관련병태」는 건당 진료바가 984 ， 500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엄청난 진료비가 r선천이상」이나 r주산기 관련병 

태」로 인하여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효율적인 모자보건 관리의 

2) 진료비라 함은 보험급여 부문에 관한 보험자 빛 본인 부탑곰의 합율 활한다. 

% 

ω
 



필요생이 재확인되고 있다. 

나) 영유아 사망양상과 원인분석 

(1) 공식 영아사망률 1990년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12.8인데， 이는 임산부에 관한 수차조사(multiple-round 

survey)를 통하여 파악된 20건의 영아사망에 토대로 두고 있다. 

(2) 전국 종합병원에서의 사산비， 신생아사망률 및 추정 영아사망률: 

전국 종합병원에서 1992년도에 발생한 사산 및 신생아 사망 자료에 의 

하면， 신생아사망률은 출생 1 ， 000명당 8.8, 사산비는 출생 100명당 1. 4 

로 나타났다. 신생아기의 영아 사망비율이 55-65%이며， 사산과 신생아 

사망비는 1:1이라 가정할 때， 이 자료로부터 영아사망윷율 산출해 보면 

17.1-20.9의 수준(종합병원 출생아 1 ， 000명당)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종합병원에는 고위험대상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영아사망 수준은 이보다 낮음이 분명하다. 

(3) 영아사망 원인 r임산부·신생아 사망 및 사산 보고」 자료에 의하 

면， 신생아기에는 r단기임신 및 저체중 관련 장애」로 언한 사망이 

23.4%(1990년) -41. 8%(1992년)로 으뜸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다음이 

r션천이상」으로 20.1%(1990년 )-19. 0%(1992년) 수준이다. 그러고 대체로 

신생아기 이후의 영아사망이 신고되는 r인구동태통계」에 나타난 사인은 

1991년 현재 r선천이상J(34. 2%)과 r주산기 관련병태 J (12. 9%)의 순이 

다. 따라서 r선천이상」 및 r주산기 관련병태」에 의한 조산아 및 저체중 

아 발생이 영아사망의 주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모자보건분야에서는 

이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칙적인 대웅이 요구된다. 

다) 모유수유 설천양상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의 모유수유실천율을 영유아 월령별로 산출한 

전국수준의 통계는 전무하다. 그러나 1993년 서울지 역의 보건소 내소자 

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후 0， 1개월에서 r모유만 먹인 비율」은 

37.3%(혼합수유 6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 판장 및 지 

원의 훨요성이 사회척 과처l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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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쳐l종출생아 발생실태 

(1) 져체중출생아 발생률: 일부 보건의료기관에서 출생아의 출생체증 

율 조사한 결과， 종합병원(3개소)에서의 저체중아(2500gm 미만) 비율은 

9. 5%로 나타앓다. 그런데 기관의 진료수준에 따라 동 발생률에 관한 펀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져체충아 발생에 관한 대표성있는 통계생 

산을 위해서는 출생신고제도를 통한 자료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위험요인: 모성의 특성멸 저체충아 발생 위험비를 보면 r산모연 

령 J 20세-34세 기준시， 19세이하에서의 위험비는 2.6 , 35세이상에서는 

1. 3이며 r임신주수」가 37주미만인 경우에는 37주이상에 비하여 위험비 

가 103.9로 유의한 차이률 보이고 있다. 

2) 모성보건의 수준과 현황 

가) 의료이용 양상 

(1) 수진시 연령: 의료보험에 청구된 모성 (20세-44셰) 진료건 분석결 

과에 의하면， 수진시 연명분포는 25-29세가 가장 높다(34.9%). 이 연령 

충에서의 집중적 의료이용은 분만과 판련이 밀접한데， 분만급여는 

25-29세 연령충에 57.2%가 집중되어 있다. 

(2) 이용의료기관: 이용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종합병원 17. 2%, 병원 

6.1%로， 일반인구의 그것보다(병원급이상 14. 8%)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분만의 경우 더욱 확연하다. 분만급여를 받는 의료기관 

은 종합병원 37.0%, 병원 11. 8%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분만이 전체 

의 48. 8%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만의 대형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 

료이용의 적정화라는 관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로 제기된다. 

(3) 질환양상: 전체 진료건의 질환양상을 보면， 72.5%는 r여성생식기 

질환」이며， 13.4%는 r직접 산과척 원인」이고， 7.6%가 r완전정상분만J ， 

그러고 5. 앓는 「유산」으로 분류된다. 

(4) 고액 진료건의 소요진료비: 모성진료 부문에서 진료비 크기 별로 

상위 앓의 진료건은 총 진료비의 49. 0%를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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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에서는 상위 5%의 진료건(펑균 진료비 983 ， 000원)이 총 진료비 

의 16.6%를 점하고 있다. 

(5) 고액 진료건의 질환분포: 전체적으로 상위 5%에 숙하는 진료건 중 

87.0%는 r직접 산과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로 임신 관련 합병증과 

제왕절개분만이 포함된 동 범주에서 모성부문 고액진료의 대부분이 발 

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입원진료에서 상위 5%에 속하는 진료건에서는 

r직접 산과적 원인」이 73.4%를 차지하고 있다. 주북할 점은 신생아측의 

r선천이상」으로 인한 입원이 상위 1%의 진료건 중 18.9%가 되며 r유 

산」은 상위 5%의 진료건 중 8. 7%를 차지하고 있어서， 모자보건 관리의 

필요생을 촉구하고 있다. 

나) 모성사망 양상과 원인 

(1) 모성사망률: 우리 나라의 모성사망률(1992년)은 출생아 10， 000명 

당 3.0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1980년대 초 간접추정에 의해 산출된 

4.2이라는 수치률 근거로 보정을 가하여 발표되고 있는데. 1988년 이래 

로는 계속 3.0으로 제시되고 있다. 모자보건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모 

성사망률이 출생아 10만명당 10 전후이므로， 우리의 113 수준이다. 

(2) 종합병원에서의 모성사망률 1992년 전국 종합병원에서 발생된 모 

성사망에 관한 조사결과， 출생 10 ， 000명당 모성사망률은 1. 8로 나타났 

다(2차기관 1. 2, 3차기관 4.4). 

(4) 모성사인 r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1991년 기준시 r산욕 합병중」 

(35.8%)과 r임신중톡증J(33.4%)이 모성사망의 주 요인이며， 이는 1987 

년 이래 거의 유사하다 r임산부·신생아 사망 및 사산 보고」에서 나타 

난 사인도 r임신중톡증」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보고 자 

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병원자료에서의 사인 변동추이를 보면， 

r임신중독증」의 경우， 1961년-1966년 기간에는 모성사망의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하였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r출혈」 

로 인한 사망은 계속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r감염」으로 인한 사 

망은 감소추세이다. 특기할 점은 r간접적/비관련성 원인」에 의한 사망 

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30%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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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왕절개분만의 추이와 양상 

(1) 제왕절개분만율의 추이: 의료보험자료를 롱하여 제왕절개분만율의 

추이률 가늠해 보면， 1986년에는 9. 6%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28.1% 

로 나타나， 그간의 지숙적인 증가가 확연하다. 제왕절개분만율이 1983 

년 기준시 영국에서 10.1%얼 때， 미국에서는 20. 3%였다는 점은 의료행 

위가 그 나라의 의료보수 지불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제왕절개분만이 고위힘입신의 안전분만에 기여한 바 크지 

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제왕절개분만율은 현행 

분만관련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분석 

결과(9개 종합병원 대상)에 의하면， 제왕절개분만 중 22.4%는 제왕절개 

부적웅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의 114 - 115정도는 의료인의 

노력으로 갑소시킬 수 있읍이 제시되었다. 그 뿐 아니라 제왕절개 적웅 

증으로 포함된 r제왕절개 기왕력」으로 인한 r반북 제왕절개분만」이 적 

정 수술건수의 40. 6%률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첫 제왕절개 수술시행에 

신충울 기한다면 다음 분만에서도 제왕절개술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제왕절개술의 상당부분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병원에서의 r임산부·신생아 사망 및 사산 보고」 이행수준 

r전국 종합병원의 모자보건 진료통계」와 교차확인을 롱하여 현행 「암 

산부·신생아 사망 및 사산 보고」제도의 이행수준을 파악한 결과， 임산 

부 및 신생아 사망 보고기관 비율은 각각 67. 6%, 81. 2%로 나타났다. 그 

러나 동 수치는 사망발생시 보고여부률 기준으로 하였율 뿐， 보고건수 

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임산부·신생아 사망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에 관한 다각적인 보완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ι
 



라. 정책척 저l언 및 기대효과 

(1) 보건기관 중심의 대상자 건강 정보관리 

우리 나라에서 연간 63만명에 이르는 출생율 중심으로 한 산전·후 관 

리 및 영유아기 의료이용은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있다 

할 지라도， 동 대상에 관한 예방보건 측면에서의 대상자 건강 정보관리 

및 보건교육 둥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해야 할 것이다. 

(2) 예방보건 서비스의 보험급여 확대률 통한 의료이용의 적정화 도모 

의료보험의 전면적 실시는 시설분만율 99%의 탈성과 질병발생시 의료 

이용에의 접근생 제고라는 커다란 성과률 이루어왔으므로 이제 모자보 

건이 더욱 발전적인 수준으로 나아가자면， 기존의 진료중심 의료전달체 

계에 산전관리， 산후관리 및 예방접종 동의 예방보건 서비스가 보험급 

여에 포함되도록 하는 전환이 요구되며， 이러한 예방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의료이용의 적정화가 도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영유아 보건관리(예방접종)와 학교보건의 연계 

예방접종은 영유아 건강관리률 위한 기본예방 서비스이므로， 학병기 

의 계속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에 

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입학시 r예방접종 기록 

카드J(모자보건수첩 활용) 제출율 의무화하여 학교보건사업과 연계되도 

록 함으로써，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취지가 실행에 옳겨지도록 한다. 

(4) 소가록 가정의 출산 빛 육아문제에 관한 지역 사회척 지원 

일반척으로 산모는 병의원에서 충분한 보건지도나 육아지도도 받지 

못한 채 분만후 2-3일이 지나면 퇴원하기 때문에， 소가촉 가정율 위해 

서는 보건소나 지역 조산사가 산욕기 모자의 건강관리와 상담 및 지도 

률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 조산사의 역할과 기능은 가정간호사업에 포 

함되도록 하여， 이에 상웅하는 급여률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보험수가 

에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고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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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상담창구(전화상담 동) • 요청시 가정방문지도 동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대상자의 요구도에 적절히 대웅해 나가도룩 한다. 

(5) r모자동실제J(rooming-in system) 실시를 위한 지원과 모유수유 

지도에 관한 보험수가의 책정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룩 하는 출산후의 산모와 아기를 

위한 r모자동실제」는 구미각국에서는 낼리 행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 

서도 r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틀기 운동」을 통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 

지만，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있다. 

따라서 r모자동실제」 실시기관에 관한 국가의 지원과 모유수유지도에 

관한 보험수가의 책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서는 인공영양 행위는 수가에 반영되지만， 이보다 전문인력의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는 모유수유의 지원 빛 관리는 전혀 수가에 반 

영되지 못한다는 모순이 내재한다. 

(6) 모유 먹이기를 위한 구체적 슬로건의 사회적 확산 

모유 먹이기률 위해서는 가축의 지지와 격려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초성되어야 하므로， 모유수유 실천은 모자보건 대상에 국한하여 교육 

홍보되기 보다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D r출생후 

6주까지는 오로지 모유만 벅이자J. (í) r출생후 3개월까지는 가능한 한 

모유만으로 키우자J. @ r출생후 4개월 이후에도 쉽게 조제분유로 바꾸 

지 말자」라는 슬로건율 통하여， 초유와 영아기 모유수유의 중요성율 강 

조하여야한다. 

(7) 주산기의료의 지역화를 통한 r신생아 집중치료시설J(NIαJ) 구비 

고위험 신생아에 관한 양질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되 

는 합병증 및 후유중(뇌성마비， 시력상실， 폐이상 둥)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 

게 된다. 이러한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에 대웅하자면， 의료의 지역화를 

통한 적정수준의 NICU 구비가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임산 중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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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을 롱하여， 고위험이 예상되는 임부는 적정수준의 의료기관에 

서 필요한 서비스를 밭을 수 있도록 하는 r주산기 의료전달체계」 확립 

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고 고위험 신생아의 질적 관리 및 고가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3차기관 중심의 NlCU 운용에 관한 rStandard 

Care PlanJ 마련에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도록 한다. 

(8)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를 연계한 저체충아 동록관리제 도입 

고액진료로 직결되는 고위험 출생아는 사전에 그 발생을 예방하는 것 

이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된 경우라도 신속하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면 향후 발생얘 예상되는 장애률 조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보건학척 의의가 크다. 특히 재활원이나 복지시설에 수용된 뇌성마 

비 아동 중에는 r출생시 저체중」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얼단 

발생된 져체중아에 관해서는 이로 인한 후유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한다. 

그러므로 발생된 고위험 출생아에 관한 둥록관리제도가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출생시 장애가 있는 어린 

이는 둥록제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먼저 저체중 

아의 둥록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률 마련하고， 관리대상 규모를 파악하 

여， 추구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 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이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여건에 척합한 사업모형 

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9) 현행 r출생신고제도」의 보완올 통한 저체충아 발생수준 파악 

NICU의 적정규모와 전문인력 수요률 파악하여， 막대한 의료기자재와 

시셜의 과잉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면 

고위험 출생아 발생수준에 관한 기초통계가 필요하다. 1991년 호적법이 

개정되어 r출생증명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출생신고시 첨부하는 r출생 

증명서」률 통하여 r출생체증」이 파악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 보완하 

여 동 통계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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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천이상 발생예방율 위한 35세이상 임부의 양수검사 실시 

정부 모자보건사업에서는 확실하게 예방이 가농하며， 비용 효과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예방보건사업 

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35세이상의 산모에게서 

발생된 선천이상 진료건수는 분만건 대비시 4.4%(35-40세 3.4%, 40-44 

세 15. 8%)로 35세미만의 경우(0.5%)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선 

천이상에는 여러 양상이 있겠지만 35세이상의 산모에셔 발생률이 높다 

고 알려진 rDown’ s SyndromeJ은 임신 중 양수검사를 롱하여 사전조치가 

가농합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선천이상의 예방적 관점에서 35 

세이상 임부에 대한 양수검사를 보험급여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며， 35셰 

이상 입부에 대한 양수검사률 다읍 가정 하에 정부사업에서 도입한다고 

칸주할 경우， 정부부담은 연간 76백만원에서 113백만원 규모로 추정된 

다. 

630.000벽1) x 0.032) x 0.13) x 200.000 - 300.000원4) x 0.25) = 
113.400.000 - 75.600.000원 

1) 연간 출생아수 

2) 총 분만중 35세이상에서의 분만비율 
3) 35세이상 임부충 정부지원 대상자 비율율 10%로 산정(초산부 

우선) 

4) 보험급여시 양수검사 비용을 20-30만원으로 산정 

5) 보험급여시 자비부담 비율인 20"-6률 정부가 부담합 

(11 ) 의료기관에 관한 제왕절개분만의 심사 및 공개제 도입 

각 의료기관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함으로써 이를 감소시킨 결과 

가 외국에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 

율 보험급여 심사항목에 적용하여 rQuality AssuranceJ가 이루어지도록 

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결과가 공개된다면 의료기관의 관행 

변화를 궁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적 역할은 r대한병원협회」나 r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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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할수 있다. 

(12) 정상분만 급여의 현실화 

그 동안 분만급여비는 수차에 걸친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관행수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의원에서 분만 

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분만시에는 규모가 큰 병원 

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적정 의료수익 확보를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이 

유도되기도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가체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φ 정상분만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으 

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 분만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엽 φ 

분만개조를 보험급여에셔 제외하고 이률 분만수당으로 대체하는 방안 

둥이 고려될 수 있다. 

(13) 통계 발전방안 1: r임산부·신생아 사망 및 사산 보고」의 보완 및 

보고채낼 개선 

r모자보건법」의 보완 및 수정을 통하여 사망 미발생 기관에 대해셔 

도보고률의무화한다. 

- 일관성 있는 기록 및 보고기준 설정을 위하여 rICD 10차 개정」에 

준한 통일된 사망기준 및 사인 분류체계률 각 의료기관에 시달하여 정 

확한 자료산출이 이루어지도룩 한다. 

- 의료보험 r진료비명세서」률 보완， 활용한 보고체계의 개선을 도모 

한다. 지금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별도서식을 통하여 보건소에 보고하는 

방식에셔는 부정확한 기재 및 자료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 보고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에서 보험급여비 청구시 사용하는 r진료비명세서」어~ r진료결과」란을 신 

설하여 r출산여부」， r사망여부」 빛 r사인」율 기재토록 함으로써 보고에 

가늠하고， 보사부에셔는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이를 정기적으로 취합， 

분석하여 시의적절한 모자보건 정책개발때 활용토록 한다. 

준
 



(14) 통계 발전방안 2: 보험자， 의료기관 및 보건소망을 연계한 지역 

모자보건정보관리 

보건사회부에서는 의료보험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출생과 사 

망신고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개입하도록 하고， 이 정보를 보건소 망 

에서 관장하도록 한다. 의료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보건소 진료업무가 

축소되고 있는 차제에 보건소는 진료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명실상부 

한 지역사회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5) 통계 발전방안 3: 의료보험과 인구동태 신고제도의 연계 

의료이용의 증가에 따라 임신과 그 결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의료기관과 보험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협자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를 위하여 출생과 사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의 

료보험에서 얻어지는 통계률 잘 활용하면 인구동태통계 생산이 의외로 

용이해지고 정확성도 많이 향상훨 것이다. 따라서 기초통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r보사부」와 「통계청」이 협조하여 모자보건 정보체계를 구축함 

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선진국에서는 모자보건에 관한 정 

보 확보를 위하여 출생 및 사망 신고자료를 근거로 매년 r출생 및 사망 

연계 자료화일」을 구축하고， 이를 연구 분석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로활용하고 았다. 

마. 연구자 

박인화， 황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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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지역보건 정보혜체 개발연구 

가. 연구북적 

본 연구는 5개대학(서울대， 연대， 영남대， 전남대， 한림대)과 당 연 

구원이 지역보건 정보체계 개발 사업단율 구성하여 WHO와 보사부의 후 

원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중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업무 

분석 문제점 발견 및 이에 따른 개션방안 도출 

2) 보건사업 관리체계의 전산화로 업무향상 
。 서식， 전산장비 및 전산 소프트웨어 표준화 

。 단위별(보건소， 보건지소) 전산 프로그햄 개발 

。 각 사업별(1차진료， 고혈압， 당뇨， 결핵， 임산부， 영유아， 가축 

계획 ) 전산 프로그램 개발 

。 사용자의 전산교육과 훈련율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3) 보건정보망 구성으로 보건정보 수집기능 강화 

。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도 및 보건사회부률 연결하는 

전산 정보망의 구축방안 개발 

。 지역보건 정보체계의 전국확산율 위한 방안 쩨시 

나. 연구방법 

1) 보건사업 연구 
。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존 5개업무(일차진료， 결핵， 임산부， 

영유아， 가축계획)와 신규 2개업무(고혈압， 당뇨) 검토 및 개선 

방안연구 
。 기존 사용서식의 개선안 연구 

。 명가지표 개발 

。 업무지침서 개발 

-69-



2) 기술개발 연구 
。 기존 프로그램 수집 빛 비교 분석 

。 신규 보건사업(고혈합， 당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 

。 원형 접근법에 의한 원형 프로그램 개발 

- 원형 접근법 (Prototyping Methodology)의 단계별 적용 

1단계 : 사용자의 기본 요구사항 정의 

2단계 1차 원형 사스탬 개발 

3단계 : 원형 시스템의 활용 

4단계 : 원형 시스템의 수정， 보완 

5단계 : 수정된 원형 시스템의 운영 빛 평가 

。 사용자 지침셔 개발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원형 프로그램 시법운용 

。 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수체계 개발 

다. 연구결과 

(1) 보건(지)소 단위의 기존보건사업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보건소에서는 개인단위로 관리하고 보건지소에서는 가축단위로 

관리 방안제시 

(2) 공공보건기관에서의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증대로 보건사업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추가 

(3) 신규 보건사업 업무내용 정립 

(4) 각 보건사업별 명가지표 개발 

(5) 보건(지 )소 사용서식 표준화 

(6) 기존 프로그램 수집 빛 비교， 검토 

(7) 보건(지 )소용 원형 프로그램 개발 

라. 청책척 제언 

(1) 현재 보건분야의 전산시스템은 각 보건소별 혹은 각 학교별로 개 

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도구， 하드웨어， 항목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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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상이하여 상호 호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상의 낭비 

도 초래하고 있어 이는 전국적인 보건정보혜계 확립단계에서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주도 하에 표준화된 정보체계 

를 신속히 확립하여 물적， 인적 차원에서의 낭비률 줄여야 한다. 

(2) 표준화된 정보체계의 전국적 확대 운영에 있어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마. 기대효과 

(1) 보건기관 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2) 보건정보체계의 확립으로 보건기관간의 신숙한 정보교류률 기대활 

수 있다. 

(3) 기존의 수작업에서 벗어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보건통계의 

질율 향상 시킬 수 있다. 

(4) 지역보건 정보 서비스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5) 국민복지망 중 지역보건 의료망의 토대를 구축한다. 

바. 연구자 

김선우，류시원， 정영철， 박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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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며흔남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가. 연구북척 

1) 미혼 남성 근로자와 대학생의 성(性)에 대한 지식·태도·행태 수준 

파악 및 비교분석 

2) 근로자와 대학생간의 성병에 대한 지식 빛 이환실태 파악 및 비교 
분석 

3) 미혼 남성의 성교육과 보건 및 사회서비스 전략 개발올 위한 기초 

자료제공 

나. 연구방법 

1) 실태조사 

(1) 근로자 조사 

서울시내 구로 공단의 9개 업체와 서울 주변의 부천시의 2개， 총 11 

개 업체에셔 봉합된 초사표를 자기기업식 (self-recording)으로 웅탑하 

도룩 하여 총 1 ， 088명으로부터 완료된 초사표률 회수 하였다. 총 1, 088 

명의 조사표 중 기록 사항의 누락항북이 많은 조사표와 조사표 기재를 

전혀 하지 않운 조사표률 제외하고 최종 집계 분석된 자료는 총 1, 039 

명이다. 

조사방법은 연구계획상 2단계의 계통 표본추출을 시도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산업장 사정상 불가능하여 조사협조가 가능한 산업체 중에서 조 

사지역 및 업체종류률 감안하여 유의추출을 하였다. 본 조사는 현실적 

여건상 민간 산업체의 근로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 

업장내 노동조합 및 직원후생담당자의 협조률 롱하여 조사률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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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조사 
근로자집단과 대조되는 집단으로 대학생집단에 대한 조사는 근로자 

조사와 주변환경 여건을 유사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내 대학에 국한하 

여 실시하였다. 

표본선정은 3단계의 계통추출 방법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정한 후 선 

정된 학과에서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 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다. 학년별 학생정원은 신설학과를 제외하면 전 학년 

이 거의 동일하므로 1학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1차로 

서울시내 각 대학의 학과 및 1학년 모집정원이 수록된 문교부 자료 

(1993년 2월 26일자 관보 참조)를 롱하여 1학년 학생수를 누적하여 계 

통추출을 통하여 1차적으로 5개의 조사 대학율 선정한 후， 2차로 선정 

된 대학에서 계열별 학생수를 누적하여 계통추출 방법으로 2개의 계혈 

을 선택한 후 계열내에서 다시 계통추출 방법으로 학과를 선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션정된 학과에서 조사협조를 받지 못한 정우와 선정된 학 

과의 정원이 적어 1-4학년 조사대상자가 300명에 크게 미탈되는 경우에 

는 인접학과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수가 학년당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석변호를 기준으로 50명까지률 조사대상으 

로 하였다. 실제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4학년 정규수업시칸이 

척고 수업참여율이 낮아 4학년 조사학생수는 타학년에 비해 적었다. 

위의 3차에 걸친 계통추출 결과 선정된 상기 5개 대학이 4년제 종합 

대학생임을 감안 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이 근로자와 일반대학과는 다른 

2년제의 1개 전문대를 추가로 조사 하였다. 총 6개 대학에서 얻은 최종 

조사 대상수는 1 ， 873명이며 기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53명의 조사표를 

제외하고， 총 1 ， 820명에 대한 조사표를 집계분석 하였다. 

2)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1차적으로 빈도 및 교차표， 분산분석동의 bivariate분석， 

기술적인 분석 (descriptive analysis)율 한 후 2차적으로 로지스턱 회 

귀분석， 다변량회뀌분석，조사된 변수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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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분석 (reliability test)와 요인분석 (factor analysis)를 시도 

하고자한다. 

다. 연구결과 (중간결과) 

본 연구는 1994년도 6월 완료예정으로 분석 단계에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1차 분석율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갈다. 

1) 조사대상 근로자의 일반륙성율 보면 1 ， 039명중 76.9%가 고등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으며 전문대 졸업 및 재학생이 8.5%, 대 

학졸업 및 대학 재학생이 9.9%로써 95.7%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 

진 것으로 나타냥다. 조사대상 근로자의 연령분포는 19세 이하가 7. 3%, 

20-24세가 29. 8% 25-29세가 52. 6%, 30세 이상이 10. 0%로써 20대가 

82. 7%였다. 대상 근로자의 군북무 경험을 보면 70. 7%가 군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률의 현재 거처를 보면 61. 6%가 부모집이 아닌 기 

숙사， 자취， 형제집， 친척집 둥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자의 성행위 성(性)에 대한 행태를 보면 1 ， 039명중 811명이 성 

행위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 경험율은 78.1%로 나타났다. 첫 성행 

위 정협 연령은 평균 20.2세로써 경험자의 63.1%가 18-21세에 첫 경험 

율 한 것으로 나타놔다. 성행위 경험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졌으 

며， 군대률 마친 경우， 현재 거주지가 부모를 떠나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 흡연을 많이 할수록， 음주량이 많고 음주시 취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성 경험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성행위 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성에 대한 

지식과 성병 전염 및 성병예방에 관한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성 경험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 빛 성병에 대한 지식 

정도가 눔은 것으로 불 수 있다.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혼전 이성과 

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울락여성과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혼전 임신 

에 대한 태도둥에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집단에 비하여 성 

에 대한 허용을 많이 하는 태도를 가진 진보적인 집단에서 생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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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락여성과의 성행위 경험율은 전혜 대상근로자의 62. 7%로서 울락 

여성과 첫 정험을 가질 때 친구나 아는 사람이 부추켜서 타의로 갔거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험을 한 경우가 83. 3%이었으며， 갈이 칸 사람이 

학교 동창이나 고향 친구， 군대 친구가 많은 것율 볼 때 윤락여성과의 

성행위는 동료집단(peer group)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정우가 많은 것 

으로나타났다. 

5) 근로자의 성행위 대상자를 보면 첫 성행위 대상자는 친구·애인이 

40.4%, 울락여성이 31.3%, 우연히 만난 여자가 8.4%, 결혼을 약속한 여 

자가 8. 3%, 술집 및 다방여자가 5. 8%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최근의 

성행위 대상자로는 친구·애인 이 35. 5%, 울락여성이 22. 6%, 결혼을 약 

속한 여자가 18.4%, 술집 및 다방여자가 8. 8%, 우연히 만난 여자가 

6. 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의 성행위 대상자가 여자 

친구·애인범주와 융락여성 범주에 숙하는 두 그룹으로 생행위 대상이 

일반화되어 있음율 나타내며， 또한 울락여성과의 성행위 경험자가 

62.7%에 달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성행위 대상자가 다양(multiple) 

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점은 성병 및 향후 AIDS 예방 관리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불 수 있다. 

6) 근로자틀의 성행위시 콘톰사용 실태를 보면 첫 성행위에서는 

14.9%, 가장 최근의 성행위에서는 22.9%, 가장 최근이 울락여성과의 성 

행위에서는 42. 3%.로써 콘톰 사용은 성행위 경험이 많율수룩 높아지며 

윤락여성과의 성행위시에는 비교적 콘톰사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불수있다. 

7) 근로자들의 성병감염 상태는 조사대상 근로자의 17.1%가 성병에 과 

거 감염된 정험이 있거나 현재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성 경험자 811명중에재 178명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어 21. 9%의 높은 

생병 감염 기왕력을 보이고 있다. 

8) 근로자의 제 륙성별 성병 감염 기왕력율 보면 연명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군대를 마친 경우， 현재 거쳐가 하숙이나 자취인 

경우， 음주량이 많고 읍주시 취하는 정도가 섬할수록 성병 감염율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혼전 이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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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에 대한 태도， 윤락여성과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둥에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사람에 비하여 좀 더 

허용적인 집단에셔 성병감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첫 성행위 

경험이 빠른 집단에서， 성경험 회수가 많을수록， 울락여성과의 성행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윤락여성과의 첫 성행위 경험 연령이 빠른 집단 

에서 성병 감염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9) 성병감염자의 감염시 콘돔 사용 실태률 보면 84. 8%가 콘폼을 사용 

하지 않았고 7. 3%가 콘폼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당시 읍주자의 콘톰사용율은 4. 8%임에 비해 비음주자의 콘톰사용율은 

16.7%로 성 행위시 읍주 여부가 콘톰사용과 유의한 (P(.05) 것으로 나 

타났다. 

라. 정책적 제언 

1) 중간 분석결과 우리 나라의 산업장 근로 남생들이 성청험율 빛 성 

병감염 정험율이 높고， 윤락여성과의 성행위 경험아 높으며 성행위 대 

상자가 다양한 그룹(윤락여생 및 여자친구·애인) 일 가능성이 많은 결 

과를 불 때 이들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한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셔비스가 요청되며 특히 성병 및 AIDS 관리 

차원에셔 근로청소년 집단을 위한 성병예방과 관리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율시사한다. 

2) 성행위 경험 및 성병감염에셔 읍주여부， 음주행태， 현재의 거처， 
성 및 성병에 대한 태도가 큰 영향율 미치며， 윤락여성과의 접촉시에 

주변 동료집단의 영향율 받는 것율 불 때 성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 

발에서 이러한 요인률율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근 

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률 육성할 수 있는 종합척인 지원대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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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대효과 

1) 청소년의 성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미혼 남성의 

성 및 성병에 대한 의식 및 행태에 관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2) 미혼모 및 인공유산 방지률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3) 성명 및 AIDS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바. 연구자 

임종권， 김혜련， 장통현， 김주형， 김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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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환자조사 방법 및 표본셜체 

가.목적및방법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암실태(발생， 사망， 위험요인， 생존 동)를 제시 

할 수 있는 통계생산 및 활용체계를 개발고자 하는 것으로， 이 체계는 

이환 및 사망의 감소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속한 조치의 강구，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유용한 것이어야 하며， 민감 

성， 륙이성， 대표생， 시의성， 간결성， 융통성， 수용성 동의 기준이 충 

축될 수 있어야 한다. 

선진 외국(일본， 미국)의 암통계 생산 및 활용체계률 참고하고， 우리 

나라 암통계 자료원의 장단점율 분석하여， 우리 나라에 적용 가능한 암 

통계 개선방안율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 계획은 암 발생， 사망 및 관 

리되고 있는 암환자 설태에 관한 통계 생산 체계제시이며， 장기계획으 

로는 데이타베이스 구축， 압환자 생존율 및 위험요인 자료 생산 및 활 

용체계 개발이다. 

나. 연구결과 

1) 단기계획 (1993년 시행계획) 

가)기본방향 

(1) 전제 

각 자료원을 상호 교하 확인하는 통계기법을 적용하고 몇가지 추가적 

정보를 수집 보완하면 우리 나라에서 이용가농한 암발생 및 사망통계를 

생산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암환자의 특성을 제시할 

수있다. 

(2) 기본방향 

。 NMC 둥록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의료보험 및 보호자료와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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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NMC 둥록자료에서 누락된 수를 추정하고 암발생 몽계률 생산한다. 

。 암 사망 자료는 NMC 둥록자료， 통계청 자료와 의료보험자료(장제 

비 지급)를 matching하여 생산한다. 

。 관리되고 있는 함환자수는 의료보험·보호자료에서 생산한다. 

나) 암발생 통계 생산 

(1) 통계생산의 기본적 툴 

a 
b 

c 
d 

。 의료보험·보호 자료의 활용(연간， 예 1992년) :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별로 암 진료비 청구서 분류 

• NMC에 둥룩된 암환자와 비동록된 암환자를 분류 

. 주민동록 번호로 2회이상 이용건수 제외 

.A군과 B군의 암환자 분류 • B군의 암환자비 추정(보고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암환자수 추정에 활용) 

.A군의 암환자와 암동록 환자률 maching 함. 

(2) r aJ에 숙하는 암환자 

성， 연령， 거주지， 압 종류， 초진년월， 최종진단법， 치료현황은 암동 

록 자료에， 진료시기， 외래·입원진료 구분， 치료현황은 의료보험·보호 

자료에 있다. (진료시기 - 초진년월일 = (관리되고 있는 환자의) 생존 
기간 계산 가능) 

(3) rbJ에 속하는 암환자 
의료보험·보호 자료에 있으나， 암동록이 안된 암환자이다. b에 속한 

암환자는 의료기관별로 분류하여 r암동록 조사서」에 의한 전수조사률 

실시(보건사회부의 예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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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CJ에 속하는 암환자 

암동록 자료에 있으나， 의료보험·보호 자료에 없는 암환자이다. 이들 

은 사망， 치유， 치료포기， 기록의 부정확성， 의료보험·보호 비수혜자 

로， 사망 확인은 사망신고 자료(통계청)나 장제비 지급 자료(의료보험) 

에서 찾을수 있다. 치유， 치료 포기 여부는 의료기관별로 우편조사 가 

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기록의 부정확성 가능성은 동록자료 

와 보험자료를 각각 재검토해야 한다. 

(5) r dJ에 속하는 암환자 

암동록 자료나 의료보험·보호 자료에 없는 암환자이다 a. b. c 각 

cell에 있는 환자가 파악되면 d에 속하는 암환자수의 추정이 통계학적 

으로 가능하나(예. Chandrasekar-Deming formula 적용). c에 속하는 암 

환자는 개념적으로 「암환자」로 분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rdJ에 속하 
는 환자는 추정하지 않음. 

(6) 연간 암발생수 추정 

NMC 암동록자료 및 rbJ에 솜하는 암환자(전수조사 실시)를 토대로 초 

진 연도별로추정 

다) 암사망통계 생산 

(1) NMC 암동록자료를 통계청의 암사망 신고자료와 의료보험 장제비 

지급 자료에 matching 

(2) 앞의 발생시기별 암환자자료(a 및 b에 속하는 환자)와 matching 

하여 생존기간별 사망통계생산 

라) 관리되고 있는 암환자수 추정 (NMC 암동록자료 및 의료보험 보호 

자료에서 추정) 

2) 장기계획 

우리 나라 암의 발생·생존， 사망 둥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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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정기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 노력이 요 

구된다. 이러한 통계의 개선 및 발전과정에셔 미국과 일본의 경험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얼거할 수 있다. 

(1) 암동록사업 체계의 재펀성 

- 변수의 재조정， 보고체계의 확립 (NMC 암동록체계 강화)， 

dBASE 구축 빛 관리 

(2) 위험 요인 분석 (RISK FACTOR ANALYSIS) 

(3) 연령별·부위별 검진율과 치료성적과의 상관관계 

(4) 발견동기별 확정진료시의 임상병기 비율 

(5) 사망통계에 대한 부위별·성별·코호트효과 

(6) 암부위별 연령 정정사망률 추이의 장래예륙 

3) 1993년 사업계획 

(1) 암환자 자료수집 
。 raJ 에 속하는 암환자 자료수집 
。 rbJ 에 속하는 암환자 자료수집 
。 rCJ 에 속하는 암질환 사망자에 대한 자료수집 

(2) 암발생율의 추정 

。 1992년도 원발장기명별 성， 연령별 연간 암발생자수(Y) : 
。 인구(n) : 

。 1992년도 원발장기명별 성， 연령별 연간 암발생률: 

(Y/n) X 단위인구 

。 암발생자수의 분포: 

。 모암발생률 95% 신뢰구간: 

(3) 관리 받고 있는 연칸 암환자수 빛 비율의 추정 

。 1992년도 원발장기명별 성， 연령별 연간 암관리 대상자수(8) : 
。 인구(7] ) : 

。 1992년도 원발장기명별 성， 연령별 연간 암관리 대상자 비율 

(ψ) : ψ = (S/7]) X 단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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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사망률의 추정 
。 1992년도 원발장기명별 성， 연령별 암사망자수(6) : 
。 인구(T!) : 

。 1992년도 원발장기명별 성， 연령별 암사망률(M) : 
M = (6fT!) x 단위인구 

(5) 생존율분석 

。 원발장기명별 성별 연령별 생존률 및 생존률곡선: 생존자료 

1울 가지고， Kaplan-Meier법 (product limi t법 ) 혹은 Cutler-Ederer법 

(actuarial 법 또는 생명보험수리법)에 의한 원발장기명별 성별 연령별 

생존률 및 생존곡선을 구한다. Cutler-Ederer법은 Kaplan-Meier법과 달 

러 생존곡선상에 censored case 가 표시되지 않으나， 증례가 많은 경우 

에는 양자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발장기명별 성별 생존률검정 2군의 생존율의 차에 관한 

검정에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각 시점에서의 생존률의 차를 

그 표준오차로부터 검정하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생존곡선 전체의 

하률 검정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으로는 generalized Wilcoxon 

test와 logrank test가 있다. 생존자료 1율 가지고， 원발장기명별 성 

별 생존률검정을 위해서 generalized Wilcoxon test와 logrank test 양 

방법율 사용하여 결과률 상호 비교 검토한다. 

다. 기대효과 

1) 이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전국적인 신뢰도 높은 암통계 생산이 가농해짐(실제에 있어서 1993년에 

이 방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짐) . 

2) 우리 나라 암통계 생산 및 활용에 크게 기어함. 

라. 연구자 

송건용， 김동규， 김선우， 이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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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어촌지역 연금 각출수준과 째정전망 

가. 연구목적 

정부는 r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1995년까지 국민연금 

율 농어촌에 확대실시활 것율 밝혔으며， 이어 r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는 “향후 전국민연금제도의 시행기반율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국민연 

금 체계 내에서” 농어면 연금을 실시하는 것을 확대의 기본방향으로 하 

여 그 구체적 방안을 1994년까지 마련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골격은 연금각출료율이 정율로 되어 

있어 각출료가 소득에 비혜함으로， 현행 국민연금 체계내에서 농어민에 

게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소특 파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된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 내에 농어촌 주민율 수용할 경우 농어촌 

주민과 기존 사업장가입자간의 형평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농어촌 확대에 부수되어 제기될 것으로 보 

이는 여러 가지 정책변수틀에 관한 논의에 대해 가농한 수준에서의 합 

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농어촌 주민의 소득파악방법과 이률 근거로 한 형명에 맞는 각 

출료 부과 수준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상대척 어 

려움을 감안한 정부의 각출료 보조와 관련하여 보초대상， 보조수준， 보 

조방법 둥에 대해서 검토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주민이 제도에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연금재정의 압박과 이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의 

부탐증대 동，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율 분석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연금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연구， 소륙추정을 위한 과세자료， 통 

계자료， 회계자료의 분석， 농어촌주민 의견파악을 위한 면접조사방법， 

연금재정의 시률례이션 분석기법 퉁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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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1)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사용하는 소특파악방법의 원용가능성 검토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해당세대가 부담하여야 활 보험료를 산정 

하기 위하여 먼저 그 조합 전체가 필요로 하는 r총보험료부과 몹표액」 

율 결정하고 이 결정된 총보험료 부과목표액을 해당조합의 소득， 재산 

수준 및 동 자료 확보정도에 따라 조합의 능력비례보험료와 조합의 기 

본보험료로 배분하며， 능력비례보험료 배분액은 다시 소득비혜보혐료와 

재산비례보험료로 재분배한다. 그리고 조합의 소득비례보험료 배분액은 

각 세대의 소묵둥급에 따라 각 세대별 소득비례 보험료로 배분한다. 

바꾸어 말하면，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 적용세대의 소득비혜보험료 

를 절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소묵동급을 결정해야 되며， 다시 소묵동 

급율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묵율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지 

역의보에서는 각종 소륙율 과세자료에 의하여 따악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소둑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자료나 지역의보에 

셔 자체개발한 추정방법율 이용하여 파악하고 있다. 과세자료를 이용할 

경우 농지소묵은 농지세 자료를， 사업소묵은 소득세자료를 활용하며， 

사업을 하는 세대로서 소득세자료가 없는 경우나 생활수준에 비해 과세 

자료상의 소득이 현저히 낮은 세대에 대해셔는 소득신고방식 및 지역의 

보에서 개발한 자체 추계방법율 이용하고 있다. 

농지소특올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각 의보조합은 농지세대장에 기록된 

r농지소묵금액」율 해당세대의 농지소묵으로 간주하고 있다. 륙， 농지세 

대장은 지방세법상의 농지소묵에 대한 과세률 위해 관리되고 있는 장부 

인데 의보조합은 이 장부에 나타나는 r농지소둑금액」을 그대로 이기하 

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의 r농지소득금액」이란 

농지에서 농작물올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r수입금액」에서 

r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륙 r농지소득금액 J r수입금액J - r필요 

정비」로 정의하고 있는데 r필요경비」를 결정하는 시장， 군수는 대부 

분의 작물에 대해서 70% 전후의 놓은 필요경비율율 적용하여 작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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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율 뿐 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대해셔 실 

제 필요경비율보다 높게 책정함에 따라 농지세 대장상의 소득금액이 실 

제소득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시장， 군수가 책 

정하는 필요경비율이 농진청에서 조사한 필요경비율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는데 근거한 것인데 농진청에서는 농업경영 개선 동의 북척에서 전 

국적으로 매년 비교적 일관성 있고 정확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경비를 

산출하고 있다. 

한펀 사업소득파악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동자 

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다. 먼저， 사업자동록울 한 자영업자 

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의 한 항목으로 사업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신고사업소묵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률 

제외한 금액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 및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 제출하고 신고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 

고기준’ 이상인 경우 실지조사 없이 서면검토만으로 신고금액율 신고자 

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 한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 추계소득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총수입에 업종별 ‘표준소특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고 

부가가치세 면세자의 경우 매년 매출액(총수입)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 

므로 관할세무서는 이률 검토， 인정하거나 실지조사를 하여 총수입 규 

모를 정하고 여기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율 추정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농어촌 확대시 해당될 종사자수 5인 미만 자영업 

자의 경우 그 사업규모로 볼 때 대부분 장부률 작성하지 않는 실정이므 

로 과세소륙의 추정은 ‘추계’결정방식에 따른다. ‘추계’결정의 경우 총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되는 세금계산서에 의거한 매출액을 바 

탕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탈루되는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종별 ‘표준소득률’도 실제 소묵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예로， 경제기획원에서 발간되는 r총사 

업체통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업종의 소득률을 계산해보면 ‘표준 

소득률’보다 일반적으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추계’된 소 

묵은 실제소득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낮율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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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펀， 지역의보에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세대의 소특율 파악하기 위해 

소묵율 신고케 하거나 조합자체에서 개발한 소특추정방법율 이용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을 파악하기보다는 과세자료 있는 세 

대의 과세자료상의 소득과 형명이 맞는 범위내에서 신고소득을 인정하 

거나 자체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해서 파악된 소득 역시 

과세자료상의 소득처럼 실제소득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불 때 지역의보에서 파악하는 소득은 실제소득보다 훨씬 낮 

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현행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소득파 

악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율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금각출료 부과를 위한 소특파악방법의 모색 

의료보험조합의 소득파악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에 의하어 

농어촌주민의 소둑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우선 각출료 부과대상이 되 

는 소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국민연금의 농어촌 확대시 각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륙을 r확대 

적용대상자의 주요 경제(근로 및 사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륙의 합계」 

로 규정하고 이 정의에 해당하는 소묵 파악 방법을 개발하였다. ‘확대 

적용대상자’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올 

얻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하며 부부의 경우는 1명만을 대상으 

로 한다. 그러고 가입대상자의 경제활동이란 소득을 얻기 위한 근로 내 

지 사업(경영)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지역의 경제활동은 축산， 

어엽， 자영업과 같이 토지나 자본 둥 물적 자원과 본인 및 배우자의 인 

적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경영)활동과， 인적 자원만을 이용하는 

취업， 자유업 둥 근로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셔 정의하는 경제활동에는 인적자원 즉 본인 내지 배우자의 근로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창출되는 소득이란 상기 정의된 적용대상자의 주요 경제활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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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생하는 총수입(매출액 또는 조수입)에서 중간재 비용(소위 경 

영비)율 제한 것율 ‘창출’되는 소묵으로 정의한다. 이같은 정외에 의 

하면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생산량 x 판매가액)에서 경영비(종자， 비 

료， 농약， 타인고용인건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둥)률 제한 잔액으로 농 

지세법상의 소득금액과 동일개넘이 되며， 경영비에 토지기회비용 및 본 

인의 자가노력비용을 합한 소위 생산비의 개념을 사용하여 계산한 농업 

이윤의 개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업소득도 농업소득과 동일한 개념 

을 적용하여 사업조수입(매출액)에서 경영비(물품 구매비， 장소 임차 

료， 종업원 임금 동)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묵세법상의 r소묵금액」과 동 

일한 개념이 되도록 정의한다. 한편， 이자， 배당소묵， 부동산 임대소 

특 둥은 대상자의 ‘근로’ 가 필수척으로 포함된 주요 경제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묵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금융 또는 실물자산을 보유함에 따 

라 생기는 소묵으로서 부과대상소묵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 정의된 각출료 부과대상이 되는 농어촌주민의 소득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농업소륙， 어업소륙， 사업소묵， 그러 

고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충 농업소득과 사업소묵의 대상 

자가 대부분울 차지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의 소득파악에 충점 

율두었다. 

먼저， 농업소묵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연금제도 적용대상자의 작북 

별 경작면적을 파악한 후， 작목별로 경작면적당 소묵(조수입-경영비)을 

산출하여 작목별 소득을 계산하고， 이같은 방법을 작목 전체에 대해 적 

용， 합산하여 대상자의 총농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체시하였다. 그 

러고 동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읍 • 면 산업계에서 작성하는 

r농지원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r농축산물 표준소득」이라는 연 

보률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축 r농지원부」는 소유에 기준율 두어 파악된 것으로서， 소유하 

고 있으나 경작하고 있지 않는 농지와 임대한 농지에 대한 정보는 수록 

되어 있지 않아 대상농가의 실제소득 파악상의 큰 단점이 있다.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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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연금확대적용 대상농가에 대한 

신고양식(가칭 r연금대상자 신고서 J)상의 신고항북의 하나로 임대차 농 

지와 소유하고 있으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명시하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진청의 r농축산물 표준소묵」자료는 지역 

별， 작북별로 ·시·군 농촌지도소의 판장영농기술을 실제 수용한 증상위 

기술수준율 가지고 있으며 경영기록장을 기장하는 농가 및 북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얼반 농가에의 적용시 대부분의 경우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하향조정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r연금대상자 신고서」에 항북 

율 만들어 그에 따라 개별가구의 농지소묵율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종사자수 5인 미만 사엽혜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묵 

은 통계청의 r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및 경제기획원의 「산업핸서스보 

고서」에 수록된 사업쩨의 업종별 분류， 소재지역， 규모(사업장 면적) , 

총수입(판매액) , 구입액， 사업경비 둥에 관한 자료를 근간으로 추정하 

였다. 보다 구체척으로， 사업소묵은 총수입에서 구입액과 사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였으며， 사업체의 종류(업종) , 규모(사업장 면 

척) 및 입지(소재지역)를 기준으로 대상업체를 분류， 각 범주에 속하는 

업체들의 명균사업소묵울 산출하였다. 군지역에 소재하는 35만여개의 

종사자수 5인 미만 사업체률 중 약 34만개(95%)가 이러한 방법으로 소 

륙추정이 가능하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군지역 소재 종사자수 5인 미만 자영업자의 월사 

업소묵은 경기도의 경우 76개 업종전체의 명균이 약 104만원(1990년 기 

준)이고 여타지역은 이보다 10-20%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 

은 수치는 기존의 소묵자료， 예컨대 과세자료나 지역의료보험자료에 비 

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적용에서 이를 연금각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할 때， 거시경제지표(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둥) 

의 변화， 또는 새로운 통계조사의 결과에 따른 정기적 조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셜명한 농업소득 및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의하 

여 추정한 소둑이 실제소득에 얼마나 접근하는지를 보기 위해 몇 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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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선정하여 소득추정방법을 모의적용하여 보았다. 이같이 추정된 

소득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연법으로 추정소륙을 농민 

및 기타 자영업자가 면접조사에서 웅답한 소묵(‘신고소특’)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양 소득간에는 명균적으로 농업소득의 경우 37%, 사업소륙의 

경우 30% 가량 차이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이 차이가 실제척용(축， 

각출료 부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으로 작용할지는 명확하지 않 

으나， 국민연금이 의료보험과는 탈리 납입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저 

축적 성격이 강한 제도임을 상기할 때， 비교적 닥관적인 입장에 서고 

싶은 것이 연구자의 소견이다.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소묵추정 

은 자료의 보완과 기법의 개선율 통하여 그 정확도률 향상시킬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션된 추정치률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모의적 

용하면 제도의 확대도입율 위한 사전작업에 많은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실제 적용시에는 가입자의 ‘신고소륙’과 연금업무 일 

선조직의 판단에 따라 ‘추정소둑’에 다소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정 

확성의 향상과 원활한 제도시행율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각출료 수준과 국고보조 

농어촌지역 주먼의 소득파악 토대위에서 검토될 다음 과제는 각출수 

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각출료 수준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의 각출-급여구조에서 비롯되는 세대간 형명성의 

문제이다. 이는 농어촌연금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제도 가업자 전체 

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현행 급여구조가 현세대에 과도히 유리하게 설계 

되어 있어 후세대 부담이 과증하다는 지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각출-급여 구조를 세대칸 형명성의 관점에서 펑 

가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 하에서 가입자가 납입하는 총각출액(TC) 및 

지급 받는 총급여액(TR)을 한 시점에서 비교， 계산할 수 있는 계산모형 

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TC는 가입자가 매기의 각출료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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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일정 이자율로 적립하였다가 은퇴시점에서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 

우의 금액이고， ’fR은 은퇴후의 급여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해 은퇴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납입과 동시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의 금액과 일치한 

다. 이 모형의 시률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명균척’ 가입자의 경우 같은 

시점에서 비교된 총급여액이 총각출액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저소묵충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고 사보험척 의미로 ‘공정’한 

(act뻐rially fair) 각출료를 납부하는 계충은 현행 체계에서 최고소득 

동급(200만원) 이상인 계층으로 나타앓다. 

현세대 가입자 본인이 기여한 각출료를 초과하는 급여금액은 후세대 

부탑으로 귀착된다. 물론 후세대의 소특수준이 놓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같은 구조는 결국 소득재분배의 궁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논의도 

가능하다. 두말할 필요없이 소득재분배의 이념， 즉 ‘명동’은 우리가 추 

구해야 될 가치 충의 하나이다. 그러나 어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분배기능이 과도허 불균형할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즉， 현세대 

와 후세대)간의 타협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타협의 결과로 

기대되는 사회척 후생의 증진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그러 

한 사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효율성’의 관점에 

서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시율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명균적’ 가업자의 

경우 사보험적 의미의 ‘보험수리상 공정 각출료율’은 19% 정도이며 수 

급개시연령을 5년 연장하는 조치를 병행한다면 12. 5% 정도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수치가 단순화된 계산모형에서 도출된 결과인만큼 제한 

적언 의미를 지닌 것이나， 정책 수립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또 하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 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의 문제이다. 연금제도의 저축적 성격을 감안할 때 국가 

가 각출료나 급여의 일부를 지원할 이론적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 

나 국민연금제도가 이미 사회보혐의 형식율 취하고 있다는 점， 농촌의 

현실， 그리고 제도의 원만한 확대적용 둥의 측면을 고려해 보변 저소득 

충 농민에 대한 제한적 보조의 훨요성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방법을 각출시 보조， 보조대상을 농업소득 증위수 이하언 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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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각출료의 50%로 하는 국고보조의 기본시안을 설계하여 이에 소요 

되는 재정의 추계를 해보았다. 그 결과 연펑균 500억원 정도(1996년 가 

격 기준)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GNP나 예산의 큐 

모를 참작하면 현실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국민연금 제도의 농어촌확대에 관한 주민의견 

농어촌연금의 도입에 관하여 주민률은 어떠한 의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227ß 군 지역의 농어민 및 기타 자영업자 1 ， 100명 

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0% 

정도가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 확대실시에 궁정적인 반웅율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면접시 동 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이점율 비교적 

장조하였댄 것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연금의 내 

용이 잘 홍보된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가입에 부정척일 이유가 별 

로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향후 각출료의 점차척 인상이 고려될 수 있 

음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이 마땅할 줄로 생각된다. 

한펀 주민이 희망하는 각출료율은 형균적으로 소득의 3-5% 정도， 금 

액으로는 3만원 가량(지역의료보험료의 2배 정도)인 것으로 웅답되어 

현 제도의 확대적용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농어민 

과 기타 자영업자 간에는 거의 모든 조사항목에 걸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고 있고 특히 경제적 여력의 차이는 선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제도의 

시행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고 앞서의 국고보조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 

안되었음을 부기하여 둔다. 

5) 농어촌 연금 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으로 확대될 경우 연금재정에 어떤 효과를 미 

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연금을 현행 5인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경우 예상했먼 대로 적립금 고갈시점이 앞 

당겨졌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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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셔 새로운 가입자률의 소묵수준이 기존 5인 이상 사업체의 피용 

자에 비해 낮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군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피용자의 소득수준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사실은 농어촌연금제도 도입에 많은 

검토사항율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충 

인 5인 미만 사업장 피용자에게 현행 제도와 같이 동률의 각출료율을 

부과한다면 부담능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러한 현상은 사업장근로자의 저소묵충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5인 이 

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특 

수준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업자들간의 명생소득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심하지 않다고 불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이 

상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취업상태가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도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욱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및 퇴직금 

전환금이 %률 차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영규모 

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부답울 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을것이다. 

한펀 급여지출 수준은 제도시행 15년 후 감액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 

작하면서 급속적인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 

은 농어 촌지역에서 심각하다. 즉， 젊은충의 이촌향도 현상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명균수명 연장으로 가입자들의 연령구조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 시행 후 불과 5년만에 농어촌가입자 중 특례노 

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약 11%에 달하게 됨으로써 연금급여의 본격적 지 

급이 확대실시 이전에 비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 

입， 지출 양 측면에서의 재정압박요인들의 작용으로 국민연금 확대실시 

의 경우 적립금 고갈은 확대 이전에 비해 수년칸 앞당껴진 2033년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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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척 제언 

국민연금의 농어촌 확대시 고려할 사항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의 농어촌 확대시， 전문가들의 수차례에 걸친 의건수 

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r신경제 5개년 계획」의 방침을 준수하여， 현행 

국민연금체계 내에서 각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지역의료보험조 

합의 소득파악방법을 이용할 정우 실제소륙보다 훨씬 과소 계상되는 문 

제가 발생하므로， 실제소득에 접근하는 소득추정방법을 새로이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소특파악방법에 의해 소묵율 추정할 

경우 주민신고에 따라 추정소득을 조정할 수 있융율 인정하여 제도 확 

대 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개인의 소득파악과 관련된 주민의 반발을 불 

식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확대초기에는 새로운 소득파악 

방법에 의해 추정된 소득은 주민틀이 자신의 실제소득을 정확히 신고하 

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가이드 라인(웰ide line} 역할율 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조세행정이 개선되어 모든 국민의 소륙이 정확 

히 파악될 때에는 조세자료에 의거하여 각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득파악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각출료 부과수준 및 정부보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자간의 형명성 유지에 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셔 형명성이란 기존의 사업장가입자와 신규 농어촌가입자 

간의， 그러고 현세대와 후세대깐의 형명성을 통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서， 전자의 차원에서는 각출료 부과 대상소득의 범위를 농어촌 주민의 

주요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실현된 소득으로 한정하여 농외소둑이나 금 

융자산소득， 부동산소득 동은 제외되도록 하며， 각출료율 수준은 현행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적용해온 각출료율 스케률과 같이 5년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세대칸 형펑의 

차원에서는， 현행 제도의 각출-급여구조가 현세대에게 지나치게 유리하 

도록 설계되어 있고 농어민 퉁 저소득충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그 정도 

가 더욱 심화되어 장래에 세대간 이해관계의 칼퉁이 발생될 여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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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점올 충분히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각출료율의 인상 및 수급개시연 

령의 상향조정 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확대 적용시 연금재정 

의 재정적자 예상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연금재정의 안 

정화 차원에서 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셋째， 각출료의 국고보조 수준 및 방법은 농어촌의 현실과 국가재정 

여력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동율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농어촌지 

역은 지난 수십년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최근에는 UR 둥에 따른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농어촌 부채의 심각성과 농어촌 소득의 불안정성 둥은 잘 알 

려진 사실로서 농어민의 실제부탑능력은 임금근로자 및 자영자처럼 비 

교적 안정된 소득원을 가진 계충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특 농어민에 대해서는 소득동급에 따라 각출 

료의 일부률 국고로 차동보조하되 정부의 재정능력과 과대지원에 의한 

근로동기의 약화가능성 동을 감안하어 각출료율의 50%를 넘지 않는 수 

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극 

빈농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제도가 아넌 사회부조 성 

격의 생활보호제도에서 흡수하는 것이 합리적얼 것이다. 그리고 국고 

보조방법은 급여시 보조가 아닌 각출시 보조방법을 택하여， 현행 제도 

의 ‘각출-급여 불균형’으로 인한 후세대 부탑이 큰 점을 감안하며， 현 

세대를 위한 국고보조에 필요한 재원까지 후세대에게 부탑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주민에 대 

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홍보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칸의 각출료부담/급여혜택 구조의 차이첨과， 농어촌 주민 

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제도가 필요함을 충분히 홍보하여 제도 확대의 

용이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주민에 대한 조사시 소득 비례적 성격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과 틀은 후의 태도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연금제도’라는 개념에 생소한 농어민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홍보서에는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안전한 제도로서 민간의 노후대비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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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는 탈리 물가상승에 따라 급여가 상향조정되는 실질적인 노후생 

활대비 저축수단임을 캉조하고， 연금급여는 본인의 소득에 비혜하여 책 

정되는 각출료에 상당부분 비례한다는 점율 명확히 인식시켜 소묵노출 

의 두려움을 불식시킴으로써 소특파악의 정확성을 기하는 계기로 삼울 

수도 있다. 그러고 홍보의 시기는 제도 확대 직전으로 하기보다는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확대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할 경우 확대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모 

의적용 둥에 있어서 주민의 협조가 찰 이루어져 합리적인 세부지침율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 확대도입시 확 

대방안의 세부적 설계와 시행절차의 마현에 참고자료가 훨 것으로 기대 

된다. 

바. 연구자 

고철기， 김원중， 김수봉，류미녀 

F 



2.2 노인복지청책 재발을 위한 연구 

가. 연구목적 

(1) 노인인구에 관련되는 기존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분석· 

정리와 현행 노인북지정책 빛 프로그램 검토·분석 

(2)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나라 노인북지정책의 발전방향 제시와 

예방척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 및 현 노인인구충을 위한 노인 

북지정책 개발 

나. 연구방법 

(1) 기존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분석: 수집한 2차 자료는 인구， 

노인복지정책， 경제상황， 보건의료， 거주형태， 시설보호， 여가활동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집단토의 연구방법 (focus group discussion): 주요륙성 변수에 

따라 선정된 12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토의방법율 설시하였다. 집단 

토의에서 다룬 주제는 노년기에 대한 언식， 노후대책， 노후의 거주형태 

에 대한 의견， 노부모 부양 의식， 노인의 가정내 역할， 노인에 대한 사 

회 인식의 변화， 국가시책에 대한 희망사항 퉁이다. 

(3) 개별 심충면접 연구방법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6개의 

토의 집단에서 현 생활에의 ‘척웅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노인을 각각 1 

명씩 선정하였으며， 사혜노인 면접에는 ‘비공식적·대화식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다. 연구결과 

1)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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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북지 지표개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인구， 노언북지정책， 경제상황， 보건의료， 거 

주형태， 시설보호， 여가활동 동으로 구분하여 지표률 개발하였다. 

(2) 인구학적 특성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더욱 가숙화될 전망이며， 또한 60세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는 1993년 65.8로 여자노인의 수가 남자노인의 수보다 많으며， 이 

러한 추세는 계숙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여자노인의 문쩨가 남자노인의 

경우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인구구조를 보면 농 

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도시지역의 60세이상 

노인인구 비율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농촌지역에서의 노명화 현상이 두 

드러진다. 

(3) 생애주기를 통한 예방적 노인북지대책 

생애주기률 통한 예방적 차원의 life-long preparatory measures(노 

인복지대책)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률 수 있다. 그러 

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수급자 중 60세이상 노인인 

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1%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의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에 이르면. 60세이상 노인인구의 

9.6% 정도가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 

(4) 현행 노인북지정책 및 프로그램 

현재 노인률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노령수당제도， 노인공동작업 

장， 노인농력은행 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햄은 노인의 소 

득보장 및 취업욕구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인구를 위한 보건의료대책으로는 의료보호 빛 의료부조 

가 있으며， 저소득충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있다. 그 외의 사회적 서비스로는 정로우대제도와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 효행자 동에 대한 포상제도와 노부모를 봉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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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축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둥이 있으나 노인률의 다양한 욕구 충촉 

에는 크게 부쭉한 실정이다. 

(5) 민간부문의 복지활동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 사회복지법 

인 및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인들은 시설 

운영 경비의 20% 자부담액 조달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문화복지재단， 종교기관에 의한 사회복지활동， 

사회북지사업기금의 모금활동， 자원봉사자률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 

정도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면이다. 이외에 실버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동안 실버산업의 육생을 오 

히려 억제해 왔으나 1993년 11월 30일자로 유료노인복지사업의 허용을 

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6) 노인의 생활실태 

CD 경제상황: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독립적 또는 상호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60 

세이상 노인인구의 취업률은 1966년 23. Ü"...6에셔 1992년 41.9%로 크게 증 

가하였으며， 륙허 60세이상 여자노인의 취업률은 이 기간 중 9.8%에서 

30. 3%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취업형태에서 륙징적인 것은 비 

임금 근로자의 비율(1992년 60세이상 취업자의 74. 3%)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 이는 노인취업인구가 대체로 농업부문과 무급 가축봉사 상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 보건·의료: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로 타연령충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이환 구조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60세이상 노인인구의 이환율은 노인인구 1， 000명당 676.0 

건으로 전연령의 이환율 403.8건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노인의 상병구조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는 특성율 지니고 있고 장기 

간의 치료를 요구하므로 노인의 의료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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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심하며 그 현상 

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지역의 급숙한 노령화 현상 

율 고려하여 보았율 때， 농촌지역 노인들의 의료기관 접근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율 보여주고 있다. 그러고 노인의 9가지 일상생활 동작능력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세수·북욕，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화장실 이 

용에 대하여는 90%이상의 노인이 ‘항상 혼자 할 수 있다’고 웅답하여，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 거주형태: 우리 나라 가족구조의 변화는 직계형 가구의 감소， 톡 

신가구의 증가， 그러고 가구규모의 축소(소가족화)현상을 툴 수 있는 

데， 가구규모의 축소는 인구억제정책과 핵가족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내 노인부양인력의 감소현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자녀별거 노인가 

구의 증가현상은 부부중섬의 가좁생활 선호，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양 

의식의 약화 둥으로 언하여 앞으로도 지숙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나 

라에는 전통적인 7}축 중심척 노인부양의식으로 노인북지시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부양의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북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가활동: 우리 나라 노인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이용하는 

어가시설인 노인정은 1992년 전국에 2만여 개가 산재하여 있으나， 대부 

분의 노인정에셔는 노인들이 화투나 바둑， 라디오나 TV시청으로 소얼하 

고 있으며， 노인정의 규모(펑균 24.6명) 빛 설비상태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집단토의 결과분석 

(1) 노년기에 대한 인식: 노인 대다수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 

고 있으나， 대도시 저소득충 남자 노인집단과 농촌지역 남자 노인집단 

에서는 노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노인틀이 다른 집단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인으로 인식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노인집단이 

나 예비노인(40~59세)집단 모두 거의 유사하게 신체적 변화 및 생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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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의 변화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2) 노후대책: 노인집단은 노후대책울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시켜 생각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젊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노후대책 

을 하지 못했다는 의건이 지배적이었다. 대도시 중산충 남녀 예비노인 

집단의 전원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도시 저소득충 남녀 

예비노인집단과 농촌지역 남녀 예비노인집단은 노후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읍율 알 수 있었다. 

(3) 거주형태: 노인이 원하는 자녀와의- 거주형태를 보면， 대도시 저소 

묵충 여자 노인집단율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고 거의 모든 예비노인률은 노부모률 모 

시는 과청에서 어떠한 어려옴이 있울지라도 노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들은 노후에 자녀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창 같이 살고 싶은 자녀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전통 

척인 관습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남 또는 장남이 아니더라도 아들과 동 

거하는 껏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예비노인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마음 

이 맞는 아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부모 부양의식: 노인이나 예비노인 대부분이 자녀로부터 바라는 

부양의 내용은 자녀들의 잦은 방문이나 전화， 공손한 태도 둥과 갈은 

것으로 웃어른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외에 노인들은 자녀 

로부터의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예비노인들은 자녀툴로부터의 경제적 부양율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었 

다. 

(5) 노인의 가정내 역할: 집단별 차이가 없이 거의 모든 노인틀이 가 

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고 있었으나， 노언들은 자신률이 가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충 예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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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농촌 예비노인의 경우에는 중산충 예비노언에 비해 노인들이 가사 

에 도옴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이 

건강한 한 농사일을 도와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6) 노인의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노인들은 과거의 노인 

들과 비교할 때， 배고프지 않고 펀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과거보 

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도덕관이나 노인에 대한 공경심의 측면 

에서는 과거의 노인들이 더 나은 대접율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7) 국가시책에 대한 요구사항: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가장 바라는 시 

책은， 경로승차권 지급매수의 증대，의료혜택의 확충， 취업알선으로 요 

약될 수 있었다. 그러고 예비노인이 바라는 노인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부모 동거자녀에게 특별혜택을 줄 것，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션해 

줄 것， 문화시셜을 설치·운영해 줄 것， 노령수당의 증액， 경로승차권 

지급매수의 증대， 노인취업의 알선， 실비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둥 

이었다. 

3) 개별 심충면접 결과분석 

(1) 대도시 중산충 남자 노인(70세): 3세대 장남 가축 

이 노인은 정년퇴직 후 과거의 활동범위를 못 미치는 현재의 생활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며， 자녀들 또한 부 

모의 뭇을 거스르지 않고 노인율 잘 부양하고 있다. 이 노인에게 있어 

서는 사회적 역할상실이 가장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2) 대도시 중산충 여자 노인(79세): 3세대 장남 가축 

사례노인은 젊어서는 많은 고생을 겪었으나， 현재는 비교적 유북한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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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지만， 노인 자신은 ‘과거의 고쟁에 비하면 현재 생활은 너무 펀 

안하며， 또 자녀률도 모두 잘 살고 있어 충분히 만족스렵다’고 하고 있 

다. 

(3) 대도시 저소득충 남자 노인(75세) : 결손 3세대 가축 

사례노인은 부인이 건강하게 함께 생존해 있는 관계로 가사일에 대한 

부담은 멀고 있으나， 부모대신에 손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 

며， 경제적인 문제를 불만혹스러웨 하고 있었다. 

(4) 농촌 남자 노인(86세): 4세대 장남 직계가축 

사례노인은 매우 긍정적이고， 펀안한 분위기의 사람이며， 가촉과 마 

울의 친척률로부터 최고령자로서， ‘웃어른’으로서 짝듯이 대접받고 있 

으며， 가축툴도 화북한 4세대 가촉에 대한 자부심율 가지고 있었다. 

(5) 농촌 여자 노인 (69세): 3세대 장남 직계가족 

사례노인은 시어른들을 모시며， 가계를 꾸려 나가는 동 큰며느리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 사례노언은 늘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자 

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 주고 싶다는 생각율 지니고 있으며， 개인적으 

로 근면한 성품에다가 헌신적인 성격이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고， 노인 스스로도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 

지고 있었다. 

라. 정책적 체언 및 기대효과 

1) 정책의 기본 방향 

우리 나라의 노인북지정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노인의 최저생활 

보장 및 최소한의 보건의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농촌지역 

노인과 여자노인의 북지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은 우선적으로 노인의 기초적 욕구충족에 한정 

되어야 하겠으며， 보다 질 높은 부가적 노인욕구의 충족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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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를 통한 민간부문의 공급으로 충축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노인북지정책은 가축 정책적 기반 위에서 체계척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 생애주기를 통한 예방적 노인복지대책(1 i fe-long preparatory 

measures)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전국민 공척연금제도를 조속히 실시하고， 공 

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애주기를 통한 펑생건캉운동을 통해서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애주기률 통한 건강관리체제률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3) 현 노인인구층을 위한 노인복지대책 

기업에 의한 뢰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훈련 실시， 정부에 의 

한 고령자 직업훈련학교 동의 설치·운영， 고령자 직종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둥을 통하여 노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정년 

연령의 지속적 연장율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정 질환의 효율적 관리률 위하여는 만성질환 충심의 보건의료체 

계의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는 보건부문과 의료부문과의 연계률 

추진합과 동시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종합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 

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합리척인 책정율 통하여 시설보 

호의 수준율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설비노인북지시설이 본래의 설립취 

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입소요금의 언하 및 시설운영비·인건비에 대 

한 정부지원금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4) 노인북지의 역할분담 

공공부문은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율 위하여 저소득충을 위한 노령수 

당제도의 내실화와 노인의 취업훈련 및 기회제공의 증진에 힘쓰는 동시 

에 전국민 연금제도의 실시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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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노인북지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읍·면·동에는 노인북지상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의한 반공공(반공공)"반민간(반민깐)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하 

여야 하며， 사회복지 자선 둥에 기부률 한 경우에 기부금의 액수에 상 

관없이 전액 면세조치률 실시하는 방안율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비공식 민간부문인 가축에 의한 노부모의 신체적·정서적 부양을 증대 

시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노부모 동거가축율 위한 봉양수당제도를 일반 

민간기업체에까지 확대시키도록 하고， 노부모 동거가혹에 대한 금융 및 

주택지원제도률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일반국민들의 이에 대한 참여의식 

을 고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률 위하여는 대중매체를 통 

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와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유도를 위한 사회 

교육이 적극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노인북지률 위한 실버산업의 역할 

실버산업의 동장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정부는 소비자로서의 노인이 

부당한 피해률 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행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 

으며， 실버산업 운영기업의 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문제， 공급가격 

동에 대하여 통제·감톡할 훨요가 있다고 보며， 실버산업의 내용이 전체 

국민의 욕구충좁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또는 실버산업이 어펀 소득계 

충의 노인인구를 주 대상(예: 저소득충 노인)으로 하는가 둥에 따라 보 

초금 지급， 자금의 저리융자， 세제상의 혜택부여 퉁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연구자 

이가옥， 장묘옥，노연희， 박종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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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소묵충의 의료북지 증진방안 

가. 연구목적 

저소둑층의 북지수요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 

한 저소륙층의 이용실태， 질병이환상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져소득충의 건경증진 및 질병치료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모색 

코자한다. 

나. 연구방법 

조사대상가구는 전국의 읍면동 북지담당공무원이 선정한 저소득충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8307}구로서， 법정 생보자와 기타 저소륙 

충 가구가 각각 약 50% 씩이다. 

져소묵충 의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는 저소둑충의 의식조사 결과률 

이용하여 이들의 질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한된 의료자원을 투자할 보 

건의료사업의 우선순위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형가하였다. 

다. 연구결과 

1) 조사가구의 보건의료적 특정 

(1) 질병 이환율 : 조사대상 가정의 질병 이환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저소득층， 고명 • 장애가구일수록 만생병 이환가구비율이 

크고 신경통， 위장병 및 관철염이 큰 비중올 차지하고 있다. 

(2) 질병 원인: 고령， 과로， 건강관리 소흘， 스트레스 둥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1차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축으로 의사의 진단을 안받은 

질병이환자의 비율이 55.5%이고， 증상 악화 이후 의사의 첫진단을 받 

은 비율은 67.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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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복지수요: 본인부담 인하 희망， 고액 치료비 지원， 의료인수 

빛 질에 대한 개선요구가 크며， 지역의보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생활보 

호를 희망하고 있었다. 

2) 저소묵충 질환의 경제사회적 원인 및 효과 

(1) 질병이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은 저소묵 자체이다. 또한 무직， 무 

학， 장애， 고령화 퉁도 질병 이환 확율을 증대시킨다. 

(2) 질병이환은 수입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3)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건강진단사업， 1차보건의료사업은 상당한 펀익/비용율 가져오며， 이 

률 사업은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과 경제력 증가에 기어할 수 있다. 

라. 정책건의 

1) 저소득층 의료대책을 종합빈곤정책틀 안에서 구상 

2) 질병예방， 1차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 의료비 융자동 사업강화 

3) 저소묵층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험으로 단일화하되 기타 생활 

보호사업과 연계 병행 

마. 연구자 

박순일， 문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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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장애언 의료채활셔버스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 북적 

(1) 의료재활서비스기관의 운영 및 장애인 이용실태률 중심으로 한 

의료 재활서비스 실태와 장애인 수용·요양시설의 의료재활서비스 

실태분석 

(2) 의료재활서비스기관 및 장애인 수용·요양시설의 의료재활서비스의 

주요문제점 파악 및 분석 

(3) 의료재활서비스기관 및 장애인 수용·요양시설의 의료재활셔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4) 의료재활전문인력의 현황 분석과 양성방안 모색 

(5) 종합적인 의료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 제시 

나. 연구 방법 

(1) 의료재활서비스 기관 실태조사 

。 재활병의원(6개소)과 장애인종합복지관(16개소)의 의료재활 

서비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34개소)， 장애인 수용 및 

요양 시설(140개소)의 의료재활셔비스 실태에 관한 우펀조사 

(2)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장애인 조사 

재활병의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장애인에 

대한설문조사 

(3) 의료재활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4) 정부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정책 및 지원실태 분석 

(5) 전문가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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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1) 재활병의원 의료재활서비스 

재활병의원 6개소의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된 서비스 대상은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아동 빛 청소년 

장애인，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과 지체장애를 포함한 중북장애인이 

대부분이며， 유료이용자가 무료이용자보다 더 많고， 시설수용장애인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재활병의원의 의료재활서비스는 주로 재활 

의학과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둥이 대부분이었다. 재활 

병의원에 근푸하고 있는 의료재활전문인력은 모두 124명으로 전체 종사 

자의 70% 정도률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재활셔비스률 제공함에 있어 필 

수척인 전문인력올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진료과목 

이라 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를 설치하지 않은 병의원이 2개소， 작업치 

료실과 언어치료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각각 1개소와 2개소였다. 재 

활명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 

으며 자비부담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액의 대부분을 진료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액에서 인건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재활병의원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율 개선하기 위해셔는 진료과묵 

과 진료부서를 확대설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재가장애인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접근도률 증진시키며， 저소특충 대상의 무 

료진료 빛 진료비 할언제도를 통한 실비진료 위주로 운영하며， 훨요 전 

문인력의 확보와 진료과묵의 확대률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 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장애인북지시셜에 부설된 

형태가 아닌 개인 및 비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재가장애인율 위 

한 재활병의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2) 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종합북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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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서비스 대상은 10세 미만의 아동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과 지체장애를 포함한 중북장애인， 그러고 언어장애인이 대부분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물리치료실은 모든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 

동치료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작업치료실은 107ß 기관에 설치되어 있 

으며 주로 운동·지각기눔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동의 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언어치료실은 모든 북지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물리치료나 작업 

치료에 비하여 대기인원이 많고， 대기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실은 12개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치과는 2개 북지관에만 설치되 

어 있고， 순회재활서비스센터에셔는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 

나 인력과 재정부족 둥으로 인하여 일회생 진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서울과 전남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용장애인의 접근도가 매우 낮고， 치 

료장비나 도구가 성인용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1992년도 총세출액 중에서 

의료재활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총사업비 중에서는 16. 2%에 

불과하며 1993년도에는 그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 장애인종합북지관 

의 의료재활전문인력의 처우수준은 매우 낮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현임훈련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고 상근의 부재， 치료공간과 치 

료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치료률 받기 위하여 장기간 대기하 

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률을 준전문요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분관이 더욱 

확대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관의 증설과 교통편의 제공 동을 

통하여 이용장애인의 접근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고 의료재활서버 

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치료시설과 도구의 확충율 위하여 정부 

의 의료재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고 자가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활발한 의료재활사업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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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재활서비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의 장애인 이용 및 진료실태에 대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외래환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약 46%, 총입원 

환자 중에서는 70% 정도이며， 연령별로는 20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종류별로는 척수손상마비， 뇌졸중， 요추 

및 경부롱，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일반 환자들에 비하 

여 진료기간이 장기간인 자의 비율이 높았다. 재활의학과의 치료실 설 

치현황율 보면， 물리치료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으나 작업치료실(79%)과 

언어치료실 (24%)의 설치율은 낮은 면이며， 재활의학과에 대한 병상할애 

율도 명균 3% 정도로 매우 낮고， 병원의 물리적 환경도 장애인의 이용 

에 매우 불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적정진료인원에 비추어 볼 

때， 재활의학전문의를 비롯하여 각종 치료사의 확보율이 낮고， 의료사 

회사업가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 

앞으로 장애인의 재활 의학적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필수적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재활의학과에 대한 병상할애율도 10% 정도로 제고해야 한다. 그러고 저 

소둑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 

원대상율 확대하여 벼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본인부담 진료비를 보 

조해주어야 하며，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항목에 대하여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종합병원의 병상부축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정감하기 

위하여 가정간호제도나 요양병원 동의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4) 창애인 수용·요양시설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에서는 현재 13천여명의 장애인을 수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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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대， 연령별로는 10-19세 사이의 장애인， 장애종류별로는 정 

신지체인， 그러고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았지만， 장애인 

의 연령과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히 분리수용되지 못하고 있 

다.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재활서비스는 주 

로 축탁의에 의한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퉁이지만， 측탁 

의의 월명균 진료 빈도는 4회 정도에 불과하고， 물리·작업·언어치료률 

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아야 1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언 수용 빛 

요양시설의 의료재활서버스 기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수 

용 및 요양시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촉탁의률 위축하고 있지만 25개 

시설은 의사가 없으며， 깐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둥이 없는 시설이 상당수에 이르고， 각 치료설의 설치율도 매우 낮은 

펀이다.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셜의 재정현황율 살펴본 결과， 의료재활 

사업비가 1992년도 총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총 

재활사업비 충에서는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값지만， 시 

설당 연칸 의료재활사업비는 7백 6십만원에 불과하여 적절한 의료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축한 실정이다.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의 경우 수용보호 장애인의 재활울 원조하기 

위하여는 먼저 시설의 의료재활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먼저 합리적인 분리수용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장애 

인과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고 현재와 같이 단순한 수 

용보호의 역할만을 하는 장애인 요양시설이 아닌 의료재활 기능이 보다 

강화된 장기요양과 치료률 목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률 제공하는 실비 

또는 유료요양시설율 설치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5) 의료재활전문인력의 양성 빛 향후 의료채활서비스 방향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전문지 

식을 갖춘 의료재활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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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재활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격야 하며， 앞으로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 

료사， 언어치료사， 보장구제작기사 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구 

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주요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공급기관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료 

재활서비스 공급기관은 실제적으로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므로 장애인이 이러한 보건의료기관율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할 것이다. 륙히 보건기관의 의료재활서비스 기능을 보다 

캉화하여 지역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l차 진료기능율 강 

화하고， 2차 진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에 재활의학과률 확대설치하여 재 

활의학전문의가 중심이 되어 재활치료 기능을 캉화해 나가야 한다. 그 

러고 대규모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의 공급기능 

뿐만 아니라 재활요원의 교육과 연구기농까지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재활의료셔버스의 취약계충이라 할 수 있는 농촌 거주 

장애인， 져소륙 장애인과 장애노인을 위한 재활서비스가 한충 강화되어 

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군 지역 보 

건소의 재활서비스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장애노인율 위하여는 

노인전문병원(병동) , 노인요양원 동의 노인전문 의료 빛 요양기관을 확 

대설치하여 노인의 재활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소륙 

장애인율 위하여는 도시지역의 저소묵충 밀집지역에 대한 통합보건사업 

을 강화하여 가정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의료비 지원대상 

의 확대와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의 폐지 둥을 통하여 의료재활비용의 

소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라. 정책척 제언 

(1) 주요 의료재활서비스 공급기관의 예산지원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2)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공급기관과 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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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동 장애인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 빛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의 

강화 

(5) 가정칸호제도 빛 중간시설의 활성화 

(6)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기간 연장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범위의 확대 

마. 기대효과 

1) 현행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기관의 운영내설화 빛 의료재활수준 

제고 방안제시 

2) 의료재활전문인력의 양성방안 제시를 통한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수급전략제시 

3)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구체적 기초자료의 제시 

마. 연구자 

박옥희， 권충돈， 하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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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복지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연구 

가. 연구목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은 

1995년의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1)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외국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의 도출 

(2) 사회북지행정 기농배분의 판단모형을 근거로 현행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실태를분석 

(3)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재배분 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1)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에 관한 문헌연구 

(2) 외국제도의 비교연구(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렌) 

(3)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 조사 

。 조사목적: 중앙과 지방의 사회북지 담당부서의 단위사무 총 853건 

에 대한 실태와 담당공무원의 의건 조사 

。 조사대상: 보사부(15개 과)， 서울시(14개 계)， 부산시 (8개 계) , 경 

상남도(9개 계) , 마산시 (4개 계) , 의령군(4개 게) , 부산 북구(5개 계) , 

서울 은명구(5개 계) 

。 조사방법: 현지방문 및 우펀조사 

。조사내용: 

- 현행 기능배분 실태(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권자， 사무북적， 

위임설태， 대상범위， 재정부담 주체 및 분담비율 동) 

- 기능재배분의 필요성， 확대되어야 할 사회복지 기능 빛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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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배분 판단요소(전국적 통일성， 지역성， 경제적 효율성， 업무 

전문성， 지역칸 형명성， 업무수행능력 동) 

다. 연구결과 

1)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칸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의 문제점 

。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셔 비롯된 규제위주의 비효율적 운영 빛 과 

다한 기관위임으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획일적인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환경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사회북지행정 업무중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읍으로 해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한 중앙과 지방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수행되 

는 사무들이 있어 이들 업무의 통합，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중앙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확보가 전 

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재정상태는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재정 

자립이 가능한 시·군이 10여개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 사회복지행정의 주요대상은 소득 및 의료보장， 북지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동인데， 각 대상 

별 북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제공하 

기 위해셔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 사회복지의 정책결정과 사업집행에는 직접적 수혜자를 포함하여 주 

민률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주민참여가 미홉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행정효과변에서도 미약한 실정이다. 

。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상 수혜대상자률에 대한 보호/조장 위주의 기 

능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각종 규제， 인허가， 관리 동의 업무가 많아셔 

오히려 급부를 억제하는 결과를 빚고 있어 사회복지행정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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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 조사결과 

(1) 현행 기능배분 실태 

。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는 거의 모든 업무가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 

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단위사무의 구분에 있어서는 보사부의 경우 고유사무가 약 47%로 

가장 많지만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가 36%, 기초자치단체는 기관 

위엄사무가 44%로 가장 큰 비중율 차지하고 있다. 

。 사무내용별로는 각 기관 공히 운영/집행 사무가 가장 많았으나， 보 

사부의 경우에는 기획/조정 업무의 비중이 높았고， 광역자치단체는 지 

도/감톡 업무의 비중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운영/집행 업 

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무목적별로는 보사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우 관리의 업무가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는 조장/급부의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나 인허가의 업무에 있어서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보다 보사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중앙과 지방간 또는 자치단체간 충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 

무는 보사부의 경우 전체 사무중 약 5%, 광역자치단체는 11%, 기초자치 

단체는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보사부의 경우 약 53%, 광역자치단체는 49%, 

기초자치단체는 57%의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탐하 

는 사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분담 비율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국가가 50"..6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가가 부탐하는 재정은 평균적으로 보사부는 약 71%,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60 ~ 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 재배분에 대한 의 건 

。 실무자들이 웅답한 재배분이 필요한 단위사무는 보사부의 경우 전 

체사무중 23건， 광역자치단체는 43건， 기초자치단체는 3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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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분이 필요한 사무충 중앙의 경우에는 지 역주민의 편의상 자치 

단체로의 이양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칸이양의 필요성이 높았고，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업무량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환원업무와 

타부서와 충북되는 업무의 경우 타부서로의 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 중앙의 경우 재배분이 필요한 사무로는 사회북지사업 기금운영， 사 

회복지사업 종사자 양성 및 자격증 교부 업무가 민칸으로， 장애인 보장 

구 교부，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및 취소 동의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업무， 여성단체 및 

관련행사， 노인건강 진단， 부랑인 단속보호， 노동조합 관리 풍의 업무 

가 민간 또는 타부서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로 나타났다. 

(3) 확대 또는 개선되어야 할 기능 

。 향후 확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회북지행정 기능에 대한 의건에 

있어서는 각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북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 대비 

책의 마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수요의 증가 둥에 따른 장기적인 북지전달체계의 확립， 즉 보사부 

의 경우 별도의 국을 신설하고 지방에는 과 또는 계(예를 들어 노인북 

지과 또는 장애인계) 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정북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녀복지사업의 활성화， 생활보호대상 

자들에 대한 보호수준의 향상， 사회북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사인력의 처우개선 및 교육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3) 기능배분 판단모형에 의한 기농의 재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칸의 ε 기능배분 판단기준(점수)에 의한 결 

과는 보사부의 경우 국민연금 빛 의료보험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 전탈체계상 지역의료보험의 일부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가 국가사무로써 보사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복지정책 빛 서비스 계획의 수립， 즉 아동북지， 노인북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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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같은 업무와 전국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업무， 그리고 생활보 

호대상자 책정기준， 보호수준의 결정 둥과 같은 통일적인 기준의 설정 

및 관리운영지침의 시달을 요하는 업무， 그리고 노령수당과 같은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업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하는 업무로 나타 

나고있다. 

。 북지급여 빛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이 포함된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밀접한 접근성을 요하는 즉， 급 

여나 서비스의 직접적 전달에 관한 업무들의 경우에는 지방적 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이양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장애인， 

노인， 부녀복지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전체 업무중 많은 부분이 지방에 

서 수행될 수 있는 기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체적으로 보면 각 대상별 시설의 설치승인에 관련된 업무. 종사 

자의 교육훈련， 상탑이나 입소의 조치 퉁 각 서비스 대상영역별로 분산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관리 및 시설에 판련된 업무， 그러고 실제적 

인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업무률은 지역의 특성율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업무들이 대부분율 차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에 비해 운영 및 집행적 성격의 사무 

가 많음으로 해서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 국가로의 환원을 요하 

는 업무는 극히 미미한 반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이 

양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들이 많고， 이런 사무들은 지역주민과의 밀접 

한 접근을 요하는 업무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의 경 

우 특정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따르지 않는 업무들이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업무틀을 제외하고 

생활보호 및 의료보장업무중에서의 일부， 그러고 대상별로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동 가정복지에 관련된 직접적 서비스 중심 또는 종사자 

관리 빛 시설관련 업무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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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적 제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자주성을 확보하가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중앙부처인 보사부의 사회북지행정 기능중 관리， 집행적 

인 기능은 과감하게 이양 또는 위임하여야 하고 민간이 보다 효윷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법적 근거률 명확히 하고， 특히 위엄 

사무의 경우 임의적인 위임이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사회복지행정 기능중 유사， 중북된 업무는 과감하게 통합 

초청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있어서 가장 충요한 문제는 이러한 

기능배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사 

회북지행정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적 수요률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행정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보호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륙성에 따라 다양한 북 

지욕구가 표출될 것이며， 보호위주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마. 기대효과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현행 사회북지행정 기농의 배분실태 및 앞 

으로의 재배분의 원칙과 방향， 그러고 구체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 제공 

바. 연구자 

정경배， 이성기， 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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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복지관 운영펑가 

가. 연구북척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북지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사회복 

지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989년 46개소의 불과하던 사회 

북지관이 1993년 6월 현재 1657ij소로 늘어놔다. 그러나 사회북지관은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저소득충 

지원사업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지역륙성율 고려치 않은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둥 책임성과 효과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북지관 운영실태를 분석 명가하고 사회북지관 발 

전모형울 설정하는데 묵적율 두고 있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사회북지관 운영에 관련된 국내자료룰 수집·분석하여 우리 나라 사회 

북 지관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1) 1657ij 사회북지관에 대한 전수조사 

사회북지판 관장 및 사회북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률 발송하여 사회 

북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수집과 그들에 의한 사 

업명가률 주목적으로 하였다. 

(2) 이용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표본조사 

1657ij 사회복지관의 모집단에서 유형별， 지역별， 설럽연도 동을 고려 
하여 30개 북지관을 표본추출하고 사회북지관의 서비스 빛 프로그램 이 

용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욕구파악과 그률에 의한 사업운영펑가률 

몹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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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30개 사회북지관의 관장， 사회북지사， 기타 종사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률 통해 파악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4) 사회복지관 운영펑가의 모형개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를 위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 

어 사회복지관 운영을 관리 및 조직구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자 

및 지역주민， 환경과의 관계 둥 4가지 차원을 노력성， 적합성， 서비스 

의 질， 효과성으로 구성된 4가지 척도에 의하여 펑가하였다. 

다. 연구결과 

1)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분석 및 명가 

가) 사회복지관 관리 및 조직구조 

(1) 재정 

@ 정부보조 기준이 불합리하고 수준이 미홉하다. 현재 정부보조금 

은 전체 운영경비의 약 41% 수준으로 인건비 소요액 (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용료수익금이 많은 복지관에 더 많은 보조급이 지급된다. 

@ 법인부담농력의 운영주체별 펀차가 심하다. 종교법인과 대규모복 

지법인은 법인전입금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조로만 운영된다. 

@ 이용료수익금 비중의 과다 및 지역별 연차 현상이 있다. 사회복 

지관의 전체 예산중 이용료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펑균 30%로 나타 

나고 저소륙충 밀집지역인 임대아파트지역의 사회북지관 이용료수익금 

이 35%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설립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사 

업을 펼치고 있다. 

@ 사업비 비중의 과소하고 사업분야별로 지출이 불균형을 보인다. 

사업비는 지출총액의 약 31%에 불과하고 장애인과 아동북지 사업비의 

지출은 극히 미미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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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 전문인력이 부촉하고 배치기준이 비현실적 이다. 규정에 따른 인 

혁의 수에 미홉하고 업무분장별 인력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재 

가업무와 사회북지관 업무의 중복성이 노정된다. 

@ 운영책임자의 전문성이 미홉하고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부족하 

다. 운영책임자의 자격증 소지율은 62%에 불과하고 복지관 재직경력이 

1년 미만인 사회복지사가 51%에 달한다. 

@ 사회북지사의 담당업무량이 과다하고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이 크다. 반면에 사회북지사의 보수수준이낮아 현실화가 시급하다. 전 

문인력의 부축현상은 사회북지사의 낮은 보수수준에 기인하므로 보수 

수준의 현실화가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한다. 

(3) 조직관리 

@ 사회복지사 재교육체계 미흡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 

여 전문척 지식과 기술의 습둑이 어렵다. 

@ 자문위원회 활용의 형식성이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 

회북지관이 34%이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곳이 많다. 

@ 지역조사·사업평가의 미홉 및 펑가척도의 부재로 사회조사 및 사 

업명가률 수행하기 어렵다. 신뢰도와 타당도률 갖훈 평가 기술의 습륙 

이 요청된다. 

나) 서비스·프로그램 

(1) 사업 전반 

@ 운영주체별·지역별 실시사업 수 및 중점사업이 상이하다.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단위사업의 수는 타 북지관의 112 수준에 있고 

대도시지역은 취미 및 교양교실 사업의 수가 많으며 임대 아파트 지역 

은 아동북지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수행된다. 

@ 사회북지관은 운영규정상의 필수사업에 부담을 느끼고 지역특성 

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할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 사회복지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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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부합되지 않는다. 

@ 일반저소득충에 부과되는 이용료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차퉁부과를 적용하는 경우가 미진하다. 

@ 다형 사회북지관의 경우 시설 협소 및 시설기준 미달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2) 실시 단위사업 내용 

대부분의 복지관은 청소년문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율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 여가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미홉한 실정이다. 또 

한 필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지관에서 장애인 대상 사업을 실시 

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지역복지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조 

직화가 미흡하다. 

(3) 사업효과 

@ 저소득충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북지관은 구체적인 서비스제공율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으며 저소묵층 이용자의 비율이 

낮은 북지관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 그러나 지역별 중요사업과 그에 대한 참여자의 호웅도가 일치하 

지 않으며， 특히 져소묵충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 

되고， 효력이 없다. 

다) 이용자 및 지역주민 

(1)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특성 

사회북지관 이용자는 84%가 여성이고 남성이용자 이용률이 저조하 

다. 저소득충 이용자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대도시지역의 저소 

득충 밀집지역이 저소득층 이용자의 비율이 낮다. 직업·부업훈련 프로 

그램에 저소득충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중산충을 대상으로 한 취미교 

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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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및 프로그램 명가 

@ 소둑계충별 참여목적의 차이가 나타나 저소둑충 이용자는 구직과 

문제 해결올 원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양 및 지식습륙율 원하였으 

며， 북지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간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많았다. 

@ 사회북지관 유형별， 지역별로는 다형 북지관과 임대아파트지역의 

북지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소둑계충별로는 

저소득충 이용자가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라) 환경과의 관계 

(1) 행정기관 빛 유관기관과의 관계 

지도감톡기관 공무원의 사회북지사업에 대한 이해·인식이 부축하고 

사회북지관 및 여타의 기관과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가 미홉하다. 행정 

기관의 건수률 중심으로 한 실적위주 평가방식이 비현실적이였다. 또한 

운영주체 션정에 신증을 기해야 한다. 

(2) 지 역자원동원 및 활용 

@ 사회북지관중 34%정도가 충분한 수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 

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중도 탈락으로 질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 

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도 형식적이고 관리체계가 미홉한 설정이 

다. 

@ 운영주체별로 후원금·후원자 확보의 펀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신 

생복지관의 자원동원 활동이 미약하다. 

(3) 입지여건의 타당성 

사회복지관이 지역별로 불균형 분포를 이루고，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북지관， 규정상 건립우선지역 요건을 충촉시키지 

못하는 북지관이 다수 존재 한다. 

-126-



2) 사회복지관 모형개발 

가) 사회복지관 발전모형의 기본방향 

정치·경제·사회 빛 북지정책적인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관 

발전모형외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정부의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관점에서 책임성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인구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약화되어 가는 

가족의 기능을 회북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축복지에 중점을 두고 

치료와 예방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사업과 관련된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율 

강조하여 지역주민의 북지관사업에의 참여률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의 인 

적·물적 자원동원을 활성화하도록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공동사업의 

추진 및 연계체계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민간기관으로서 

자생력을 기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동원 

함으로써 사업수행에 따른 재원확보는 물론 존럽의 정당성을 구축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나) 장·단기 발전모형 

사회복지관 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을 기초로 하여 장·단기적인 모형을 

사회복지관의 성격， 프로그램， 인력， 재정의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읍과 

같다(표 참초) . 

사회복지관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사회복 

지관은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기관과 지역사회 조직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 

농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지역사회조직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 

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지역사회조직화의 기능을 활발히 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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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회행동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주안점율 두어야 한다. 단기적으 

로 사회복지관의 기존 5가지 사업분야가 자립지원사업， 가정복지사업， 

지역북지사업 동의 3가지 사업분야로 통합되어 저소득충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북지관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특화 또는 전문화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사회북지서비스의 일차적인 표적집단은 저소득충 주민이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법정저소득층주민을 표적집 

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집단 

에 대한 서비스는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쩨공할 수 있으므 

로 주된 표적집단은 일반저소득충주민과 일반주민에 대한 예방과 치료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표〉 장·단기 발전모형의 개요 

단기 장기 

1. 성격 1- 종합적 서비스 제공기관과 - 가족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사회조직 기능보강 지역사회조직 기능 강화 

2. 프로그램 1- 전문화， 지역특성 반영 - 전문화， 지역특성 반영 
- 현규정의 부분적 개편 - 자율적 프로그램 선정 

3 표적집단 1- 법정 저소득충 강조， 일반 -일반저소득충， 일반주민 
소득충， 일반주민 

4. 인력 1- 종합적 전문가 - 특수분야별 전문가 
- 교육과 경험 축적 요망 - 자격요건의 강화 

5. 재정 1- 포괄적 지원체계와 -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별 
프로그램별 지원 지원 

- 차동부과 -차퉁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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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 

력의 차원에서는 교육과 훈련의 강화가 요청된다. 단기적으로 종합적 

전문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며， 장 

기적인 흠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전문화와 특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특 

수 분야별 전문가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사회북지관의 재정에서 가장 큰 몫율 차지하는 것은 정부지원이다. 

단기적으로 정부지원은 현재와 유사한 포괄적인 지원방법율 유지하되 

정부위탁사업과 판장사업으로 구별하여 위탁사업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를， 판장사업에는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 

으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지원방식을 확충해 나가고， 장기 

적으로는 프로그램별 계약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혜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업에 대 

하여 소득비혜에 따른 차퉁부과를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라. 기대 효과 

1) 사회북지관의 전반적 운영실태 파악으로， 북지관 설립 취지에 적합 

한 기능과 역할 정립 

2) 단위 프로그램 중북 및 누락율 방지하여 프로그햄 운영의 효과성 

제고 

3) 정부보조금 지원기준을 합리화하여 효율적인 북지관 운영기툴 마련 

4) 지역사회 특성과 향후 사회북지정책의 방향을 고려한 바람직한 

사회복지관의 모형 제시 

마. 연구자 

황성철， 강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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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건사회부 행정조격의 발전방안 

가. 연구묵적 

본 연구는 신한국 건설율 위한 행정쇄신작업의 얼환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사회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와 현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감안 

하여 그 기능 및 위상이 위축되어옹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개편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개혁의 대상에는 행정조직 뿐 아니라 제도개혁， 규제완화， 인사 

빛 예산 동아 포함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의 발전방안 

에만 춧점율 맞추었으며， “작은 정부” 지향의 획얼적인 적용보다는 선 

진북지사회률 향하여 국민의 건강과 북지욕구룰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전문성의 확대 필요성을 륙히 강조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기존 

문헌 연구 

2)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관련자회의 개최 

3)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율 얻기 위한 외국 보건사회행정조직 

자료분석 

다. 연구결과 

1) 현행 보건사회부 행정체계의 문제점 

현행 보건사회부 행정혜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건사회부의 역할 

과 기능에 대한 인식부축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부촉을 들 수 있다. 즉 

보건사회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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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서열순위 11번째의 저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예산의 비중과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중저위소득 국가 

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보사정책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미약하다는 점율 들 수 있다. 즉 정책의 통합 조정기능과 중장기 정책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보건 빛 북지관련 자료률 수집， 분석， 발 

간할 수 있는 조직이 미약하다. 

셋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나 능력이 부촉하다 

는 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 불안정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인한 북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처기능이 미 

흡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예방 및 관리기 

능이 부좁하며， 위생 빛 약정 분야의 경우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욕 

구상승 및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의 품질 및 

안천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업무영역의 충북 및 국(국)간 통합조정의 어려움으로서 사회북 

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의 생활보호사업과 북 

지서비스 업무의 영역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충북급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일반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의료보험국과 의정국간의 업무 

초청이 불충분한 점을 들 수 있고， 위생 및 약정 분야는 식품과 공중위 

생의 흔째로 인한 전문성 결여 및 상호 책임전가의 가농성이 상존한다. 

다섯째， 일션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과성으로서 특히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내무행정에 펀입되어 있는데서 오는 전문성 부족 빛 업무의 비 

효율성으로 인해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저하와， 식품.의 

약품에 관한 일선 지도.감시관리기능의 미흡으로 인한 얼관성의 부축을 

지적할수 있다. 

2) 보건과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기본골격 

최근 행정쇄신작업의 얼환으로서 보건행정기능과 환경처 기능을 통합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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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건환경부안(보건환경부안) , 사회복지 행정기능과 노동부 기능을 

통합하는 사회노동부안(사회노동부안) , 보건행정기능과 사회북지 행정 

기능울 분리하는 보건부/사회북지부안(보건부/사회북지부안) , 보건행정 

기능과 사회북지 행정기능을 통합8하는 보건사회부얀(보건사회부안) 동 

보건 및 사회 관련 분야 행정조직의 기본골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틀을 모두 검토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 

였다. 

기존의 기본골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건 

사회부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단점을 척게 가진 안임을 확인하였다. 보 

건사회부안의 분야별 기능 및 대상의 중북부분과 연계운용을 통한 효율 

성 향상의 기대 정도률 살펴본 결과는 다읍과 같다. 

축 환경분야와 보건분야는 관련대상 및 기능의 격차가 가장 심하고， 

노동분야와 사회북지분야는 장기적으로는 북지정책 및 사회보혐의 통합 

화~t는 츰면에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통합운영의 이점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반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 의료의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조정가능성 둥을 감 

안할 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결합된 체계의 이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있다. 

3)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개선방향 

현재와 같은 보건사회부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 

하고 이해관계가 상호대립되는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국 

민복지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복지정책의 중장기 기획기능을 강 

화·확대한다. 

툴째， 행정의 기능과 조직은 행정수요 빛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수동 

적으로 적웅하기보다는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웅할 수 있 

도록 국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유사한 업무는 과단위로 통합·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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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에 관련되는 사회복지셔비스를 확충하며， 건강과 판련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위생안전관리，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 만성 

퇴행성질환 둥에 대한 예방관리 및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북지행정의 민주화， 참여확대，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셔 일 

선 행정체계률 수립한다. 단，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방분권화 요 

구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행정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빛 정책운용의 경험이 충분해질 때까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전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중시되는 사회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화와 지역주민 참여의 관점에서 지방 

의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4) 총괄분야의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행정율 총괄하는 분야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사회정책 종합기획.조정업무에 대해 장관을 보화할 차관보(보건차 

관보， 사회북지차관보)률 신설한다. 이는 보사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과 경험율 활용하여 장.차관율 직첩 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의 다양성율 고려하여 전문성율 요하는 정책의 종 

합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며， 동시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하에서의 

보험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깐， 혹은 한방 빛 의약분업 등의 분야 

에서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책의 종합기획.명가기능올 강화하기 위한 보사정책기획국울 

산설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웅하는 보사정책의 중 

장기계획의 필요성에 부웅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 정보수집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 및 사회 

복지제도에 관한 재정립，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률 통한 연구결과 

활용기농 수행 동의 업무률 포함한다. 

셋째， 국제협력관내 국제통상협력보화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인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 전문화된 

협상 빛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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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입에 대비하여 국제표준 및 

기준， 주요 수입국의 관련정책， 통상전략 동에 관한 사항율 분석한다. 

5) 사회북지 분야의 개선방안 

사회북지 분야 개선의 기본방향은 사회북지심의관을 생활보호국으로 

개칭하여 축소조정하고， 가정복지국을 아동가정국과 노인장애인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첫째， 사회북지심의관을 

생활보호국으로 개칭하여 축소조정하고， 북지정책과률 폐지하여 현재 

북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률 신셜되는 보사정책기획국 종합기 

획과로 이관하며， 재활과는 신설되는 노인장애국으로 이관한다. 생활보 

호과는 보호정책과로 개칭하며， 북지지원과를 시설인력과로 개칭한다a 

시설인력과로의 개칭 근거는 시설보호의 내용을 보강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의 필요성과， 사회북지인력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육성 

및 지도감묵을 담당할 과의 필요성 때문이다. 

둘째， 가정북지심의관율 아동가정국으로 깨칭하고， 노인장애인국율 

신설하는 확대개편을 실시한다. 확대개편의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가정 둥으로 다양하고， 대상별 고 

유의 륙성을 가지고， 이틀에 대한 보호문제가 점점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비스내용， 담당인력 및 재정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동가정국에 북지서비스정책과와 아동 

보육과률 신설하고，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개칭하여 대상범위와 

셔비스 내용율 확대하며，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확대한다. 그리고 노인 

북지과， 노인보건과， 장애인북지과， 장애인재활과를 포함하는 노인장애 

인국을신설한다. 

셋째， 의료보험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수가과를 신설한다. 

보험수가과의 업무는 의료보험수가 빛 약가의 산정 빛 조정， 의료보험 

수가 빛 약가에 관한 조사연구， 의료보험수가제도의 개발과 지불보수체 

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넷째， 국민연금국은 현재 전문인력의 부촉， 조직의 미비로 인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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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 임금 상승율， 각출료율 동 기금수리와 관련된 변수추출 

및 추계업무 미홉， 과학적 연금수리모형의 미개발로 인해 기금관리 안 

정화방안 동 연금정책의 기초자료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조사과를 신설한다. 

다섯째， 독립적인 사회북지전달체계률 구축한다. 개별적인 접측과 지 

역척 륙성 빛 다양생이 중요시되는 생활보호사업이나 사회북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보사부에서 사업계획과 지침울 

수립하여 내무부의 지방조직율 이용하고， 읍·면·동의 사회담당이나 전 

문요원을 활용하는 상의하달식 수직척 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서비스 전 

달자의 자율성， 복지대상자나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 

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6) 보건의료분야의 개선방안 

보건의료행정은 국민건강의 보호 빛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예상되고， 질병구조의 만성퇴행화， 국민률의 생활습관이 

나 질병에 따른 사망원인의 변화가 전망되므로 이에 대웅할 수 있는 질 

병관리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빛 의료기술의 고 

도화에 따라 의료비부담이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기능과 1차 의료기능이 강화되어야 하 

며， 의료분야 및 인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방， 치무，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의료 행정개션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과 

별 업무의 합리적 조정과 국립보건원의 기농확대에 중점율 두고， 의정 

분야에는 한방， 치무， 칸호 분야률 담당하는 담당관율 신셜하는데 둔 

다. 보건국의 구체적인 개편내용으로는 첫째， 영양관리과률 신설함으로 

써 바람직한 식생활관리를 위한 방향율 설정하고， 점점 증가하는 만생 

퇴행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받으며， 국민영양증진사업을 계획 

하고 실시한다. 둘째， 보건교육과를 보건정책과로 개칭하여 보건제도 

및 정책기획 둥에 관한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개펀한다. 셋째， 가족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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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률 지역보건과로 개칭하여 지역단위로 질병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증 

진 업무률 담당하게 한다. 넷째， 방역과를 정신보건과로 개칭한다. 이 

는 갑염성질환 발생률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률 감안한 것이며， 점증하 

는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고 사회복귀 빛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율수행하도록한다. 

의정국의 개펀내용으로는 첫째， 의료정책과의 업무중 한방의료， 치 

무， 간호행정 등을 분리하고 각각 담당관을 신설하여 의정국장의 참모 

직으로 활용한다. 즉 한방의료담당관， 치무담당관， 간호행정탐당관을 

신설한다. 둘째， 지역의료과를 1차의료과로， 병원행정과를 2차의료과로 

개칭하여 기농별 행정 및 제도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즉 1차 빛 2.3차 

의료기관의 기능분탑에 의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강관리 기능확대률 위한 1차 의료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보건원의 질병연구기능율 강화하기 위해 첫째， 약품부， 생약부， 

위생부를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 신설되는 부속기관인 식품의약품검사센 

터로 이관하고， 질병연구실， 질병관리실 및 기초의학 연구실을 신설한 

다. 둘째， 생명공학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생물공학， 생체공학， 한방연구 

를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현 연구기획과를 연구기획실로 확대개편하 

고 그 밑에 연구조정과， 정보협력과를 신설한다. 넷째， 방사선표준부에 

방사선 장비의 사후관리， 위해명가률 위해 의학물리과 빛 위해명가과 

를， 의료 및 치과기기 탐당을 위해 의공학과률 신설한다. 다섯째， 마산 

분원율 폐지하는 대신 미생물부에 균주웅용관리과를 신설하여 그 기능 

을 담당하도록 한다. 여섯째， 사무국은 연구부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 

율 수행토록 연구부장보다 낮은 직급호로 사무국장을 보한다. 훈련부는 

사회복지연수원과 통합하여 국립보건사회연수원으로 확대·개편한다. 

7) 위생 및 약정분야의 개선방안 

식품 빛 의약품행정은 고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보 

건사회부내 다른 분야와 연결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톡립적인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단계척인 발전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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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며， 제 l단계에서는 식품약무정책실율 신설하여 정책기획， 연구 

및 검사기능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쩨 2단계에 

서는 장기적으로 식품약무행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식품의약품청을 신셜 

한다. 

먼저 식품약무정책실을 신설하는 이유는 식품 및 의약품 관리에 공통 

척으로 요구되는 과학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확립 

하고， 농수산부 동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울 수 

행하며， 연구 검사기관 둥 부처내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션방안으로는 신약개밸가를 신설하며， 약무과를 약품경제과로 개칭한 

다. 그러고 식품，의약품 관련 연구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식품 

의약품검사센터를 셜립한다. 

제 2단계에서는 정책기능과 연구검사기능을 통합하고 자체의 일선 행 

정조직체계의 운용을 통한 강력한 행정율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청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식품약무정책실을 식품약무국으로 개편하 

고， 식품정책과， 위생정책과 및 약무정책과률 둔다. 외청으로서의 식품 

의약품청에는 식품약무정책실 기능 중 기준.큐척의 제정 및 집행， 각종 

인허가 업무， 지도감시업무， 연구검사기능， 관련업체에 대한 감톡 둥 

전문척， 기술적 행정 분야를 분리하고， 전문연구기관율 신설하여 식품 

의약품청의 소숙기관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청에는 식품국장， 위생국장， 

약정국장 및 기획관리관을 본부에 설치하며， 식품정책과를 식품규제과 

로， 위생정책과를 위생규제과로， 약품정책과를 약품규제과로 개칭하고， 

각 분야의 행정규제， 집행， 처분 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총괄.조정기능 

을 담당한다. 그러고 연구 검사조직으로서 국립식품의약품연구원을 신 

설하여 식품，의약품의 전문연구기능을 강화하며， 식품의약품청의 행정 

기능과 연구 검사기능율 통합하고， 하부 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한 연구 

기능의 얼원체계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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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용성 및 기대효과 

1)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한다. 

2) 사회북지서비스의 확충，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위생안전관리 강 

확， 질병예방관리 및 연구기능의 강화률 통해 국민의 욕구에 능동적으 

로 대웅하도록 한다. 

마. 연구자 

노인철， 유성호， 한혜경， 유영학， 한영자， 이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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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 나라 업양의 질태 분석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궁극적인 묵적은 국내 입양의 활성화 방안율 찾는 데 있 

다. 하지만 국내 입양 활성화에 있어서 걸림롤로 지적되고 있는 ‘보수 

적 가족관과 입양아에 대한 왜곡된 사회통념’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국 

내 입양율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 

체적 정책 방안율 찾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국내 및 국외 입양의 설태와 문제점틀을 파악하여 국내 입양율 활성 

화하는 정책의 수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률 제공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탑을 찾고자 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이 지니는 사회 문화척 의미는 무엇인가? 

(2) 우리 나라의 입양제도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3) 현재 우리 나라 입양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러고 

(4) 현행 입양제도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읍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척인 대답은 새로운 입양제도를 위 

한 정책 수럽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입양이 지니는 사회 문화척 의미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기폰의 연구에 

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하면서 정리하였고， 우리 

나라 입양제도의 변천 과정은 입양과 관련된 법의 제정 빛 개정 배청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입양의 실태는 통계 자료를 중 

심으로 파악하였고，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사회조사의 

결과에 바탕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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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조사 
사회 조사는 1993년 6월 7일부터 1993년 9월 6일까지의 3개월 동안에 

전국의 입양 전문 기관 및 입양 알선 지정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모든 

입 양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30개의 아동 

북지 기관이 입양 전문 기관 또는 입양 알선 기관으로 허가률 받고 있 

는데， 이 기관틀 중에서 1개 기관은 7셰 이상의 일시 보호 시설로 변경 

되어 시설 개축 공사로 시설 운영이 휴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 

하지 않았고， 나머지 29개 입양 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 

입양 구성 요소(입양아， 친부모， ι양부모)의 특성율 파악하기 위한 조 

사표는 모두 5개 부문으로 이루어졌는데， φ 입양 아동에 관한 사항， 

@ 입양아의 친부모에 관한 사항，@ 입양아의 친모에 관한 구체적 사 

항，@ 입양아의 양부모에 관한 사항， 그러고 @ 입양에 관한 일반 사 

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진은 조사를 위하여 개발한 ‘입양 구성 요소 

의 륙성에 관한 조사표’률 위의 입양 기관에 배부하고， 입양 기관에 종 

사하는 아동 상담원에게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에 관한 조사표 작성 

지침서’률 바탕으로 조사의 개요와 조사표의 작성 요명을 교육하였다. 

조사표 작성 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 상담원은 조사 기간 중에 

그가 근무하는 입양 기관율 통해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 입양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아동 상담원이 친부모와 양부모， 그러고 해당 입 

양에 관계한 사람률과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 

사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훤 조사표는 연구진이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아니면 우면으로 발송되었다. 조사표는 해당 어린이가 입 

양된 후 3일 이내에 작성되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29개 입양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에서는 조사 기간 중 

에 한건의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3개 입양 

기관으로부터 627부의 조사표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627부의 조사표 중 

에서 15부는 여러 이유로 분석 자료에 이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 

지 612명의 입양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입양 구성 요소의 특 

성을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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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1) 입양 실적의 추이 

우리 나라의 입양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으나， 현대척 의미의 입양 

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흔혈아와 전쟁고아를 

입양시키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 

날 수 없는 어린이률에게 다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시작된 입양제도에 의해서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업양된 

어린이는 1992년말 현재까지 모두 176， 229명에 달하고 있다. 이률 중 

국내의 가정으로 입 양된 어 린이는 48， 612명으로 전체 업 양아의 27.6퍼 

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127 ， 617명 

(전체 입양아의 72.4퍼센트)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입양아의 성별 분포 

1958년부터 1992년 말 현재까지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전 

체 어린이률 중에서 남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44. 7퍼센트로서 여 

자 어린이가 차치하는 55.3퍼센트보다 10.6퍼센트 포인트가 낮다. 그러 

나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48， 612명의 어린이률 중에서는 남자 어린 

이가 53.5퍼센트， 그러고 여자 어린이는 46.5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의 입양 가정에서는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국 

내 입양 가정이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바뀌 

어짐에 따라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틀 중에서 여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3) 입양아의 발생 요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개념의 입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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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으로， 이때의 입양은 주로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 

와 흔혈아에 대한 보호 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우리 나 

라에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도입되고 난 후 초기에 이루어진 입양의 대 

부분은 기아률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 

년 동안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290명의 어린이들 중에서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0퍼센트로， 미혼모의 자녀(10.7퍼센트)나 

결손 가정의 자녀 (24.3퍼센트)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입양 실적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 동안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 

로 입양된 2， 467명의 어린이 중에서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8퍼센 

트，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21. 5퍼센트， 그라고 결손 가정의 

자녀는 1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전체 입양아 중에서 미흔모의 자녀가 차지하 

는 비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71년부터 1980년까 

지 10년 동안에 입양된 어린이들 충에서 미흔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 

율은 65.4퍼센트에 이른다. 미흔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 

어나，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동안에는 65.4퍼센트， 1986년에는 

80.2퍼센트， 그러고 1992년에는 84.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입양 대상 어린이들 중에서 미흔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 

어가고 있는 까닭은 서구사회의 성해방에 대한 진보적인 조류가 우리사 

회에도 확산되어 가고 있고， 산업화， 도시화 및 그와 관련된 생활 양식 

이 변화되면서 이성 교제의 기회가 늘어 나고， 또한 생태도에 대한 전 

통적인 가축적， 사회적， 도덕적 규제가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입양 구성 요소의 특성 

(1) 입양에 관한 일반 사항 

@ 입양된 국가: 조사 기간 중에 입양 기관을 롱하여 이루어진 입양 

은 모두 6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95명 (31. 9퍼센트)의 어린이는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반해서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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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417명에 달해 전체 입양아의 68.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 입양의 동기: 입양 동기를 밝히고 있는 6057]-정이 밝히고 있는 주 

된 입양 동기는 불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4.1퍼센트)， ‘대률 잇기 위 

해’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국내 입양 가정에서는 11.3퍼센트로 나타 

나고 있으나， 국외 입양 가정 중에서는 O. 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 입양 신청시 제시한 조건: 입양 가정의 33.8퍼센트는 입양을 신청 

할 때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57.7퍼센트는 두 가지 이상 

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입양을 신청할 때 입양아에 대하여 한 가지 

이상이라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5627]-정율 대상으로 하였을 때， 입양 

아의 나이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2.8퍼센트) . 

그 다음으로 입양아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가 많았다(48.8퍼센트) . 

@ 입양 사실의 공개 여부: 입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 

내 입양의 경우엔 17.4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나， 국외 입양의 경우는 

97.1퍼센트가 공개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고 입양아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내 입양 가정의 대부분 

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혀 하고 있으나(81. 0퍼센트) • 국외 입양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입양된 사실을 입양아에게 알려 줄 계획으로 되 

어 있다(98.3퍼센트) . 

@ 입양 소요 비용: 국내 입양보다 국외 입양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의 경우엔 92.8퍼젠트가 150만원 미 

만의 비용으로 입양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외 입양의 88.2퍼센트는 입 

양에 소요된 비용이 15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입 양아에 관한 사항 

@ 입양아의 성별 분포: 입양아 중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9.0 
퍼센트로서 여자가 차지하는 51. 0퍼센트보다 2퍼센트 포인트 낮다. 특 

히 국내 입양의 경우 남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자보다 작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국외 입양의 정우에는 남자 어린이가 더 많이 입양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3-



@ 입양아의 나이: 입양되는 당시의 입양아의 펑균 나이는 6.4개월인 

데，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국외 입양보다 더 어리게 나타나 

고 있다 (각각 5.4 및 6.8개월) . 륙히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된 

어린이의 60.5퍼센트가 태어난 지 2개월 이전에 입양되고 있고， 국외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아의 74.1퍼센트가 태어난 지 3개월부터 6개월 사 

이에 입양되고 있다. 

@ 입양 대상 요인: 입양되는 어린이의 대부분은 미흔모에게서 태어 

난 경우인데(84.6퍼센트) I 유기된 어린이는 6.4퍼센트， 그리고 친부모 

가 입양을 의뢰한 경우는 9.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고 전체 입 

양아 중에서 호척을 보유한 상태로 입양되는 경우는 12.9퍼센트에 지나 

지 않고I 83.8퍼센트가 호척에 동재되지 않은 상태로 입양되어 국내 입 

양의 경우에는 입양 가정의 친자녀로 호척에 둥재된다. 

@ 입양아의 신체 및 건강 상태: 조사 기간 중에 입양된 어린이틀 중 

에서 23.9퍼센트는 신체 및 건강 상태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 중에는 31. 9퍼센트가 

신체 및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신체 및 건캉 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6. 7퍼 
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3) 친모에 관한 사항 

@ 친모의 신원 확인 여부: 조사 기간 중에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서 

입양 알선 기관에 의하여 친모의 신원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밝혀 

지고 있는 경우는 9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기에 의하여 입양 

대상 어린이가 된 경우에는 친모의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친모의 나이 : 친모에 관한 정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569명에 대한 친모의 펑균 나이는 23.0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미흔모 충의 39.8퍼센트는 20세 이전에 아기를 분만한 것으로 

밝혀 졌다. 

@ 친부와의 관계: 미흔모가 입양대상 어린이를 임신할 당시에 관계 

한 남성은 주로 애인이거나(32.8퍼센트) 친구 또는 직장 통료였다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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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고 있는데 (31. 4퍼젠트) ,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도 

11. 8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 

Q 친모의 가정 환경 및 성에 대한 태도: 신원이 확인되는 569명의 
찬모들 중에서 72명(12.7퍼센트)은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할 당시에 

혼자 살고 있었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흔모틀 중에서 엄신 당시 

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먼 경우는 43.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 

고 친모의 부모가 친부모인 경우는 68. 7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32.3퍼센트는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흔모 중에서 입양 대상 어린이를 임신하기 이전에 또 다른 임신율 

경험한 경우는 25.0퍼젠트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모의 84.1퍼센트는 

생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임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임신이 되고 

난 후에 ‘임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인공 유산을 시키지 않은 경우가 

38.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신의 사실은 알았으나 처리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공유산을 시키지 않은 경우도 19.0퍼센트를 차지한다. 

(4) 친부에 관한 사항(사회경제적 륙성) 

신원이 부분적으로나마 알려지고 있는 452명의 친부틀울 대상으로 하 

였을 때， 평균 연령은 25. 7셰이고， 20세 미만의 친부가 차지하는 비율 

은 15.4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친부의 59.3퍼센트가 종교를 갖 

고 있지 않으며， 고둥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둥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57.1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미흔모에게서 태어난 입양아의 친부 중에 

서 50.6퍼센트는 미흔모가 임신을 할 당시에 경제 활동율 하고 있었으 

나， 14.7퍼센트는 학생의 신분이었먼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 양부모에 관한 사항 

CD 양부모의 나이: 양모의 나이가 35-40세 사이에 있는 가정에서 입 
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4퍼센트). 

@ 결혼 기간: 결혼 후 5-10년 사이에 입양하는 비율이 40.4퍼센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0-15년이 36.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 양부의 형제 관계: 독자이거나 장남인 경우가 전체 양부의 37.3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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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차남 이하이거나 형제 관계를 밝히 

지 않고 있다. 

5) 우리 나라 입양의 문제점 

(1) 국내 입양의 저조 

우리 나라의 양자제도에 대한 역사는 매우 뿌리가 깊은데， 가족을 중 

심으로 하는 조상 숭배와 제사 상숙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이러한 양자제도의 배경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남아 

있고， 이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우리 나라에 뿌리률 내리는 데 

걸림롤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입양 정책의 빈번한 변경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흔혈아틀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셔비스로 시작된 입양 정책은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 

르고 있다. 륙히 1985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던 계획 

은 갑자기 국외 입양 개방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1989년에 국내 

입양의 활성화률 위해 ‘입양 사업 개션 지침’율 마련하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의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입양 가정에 대하여 소 

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내 입양의 17.4퍼센트만 

이 공개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입양아를 양자로 입척하는 경우 

가 0.2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3) 입양 관련법의 미비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없어지 

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 

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율 말한다. 따라서 법에서는 입양이 성립되기 위 

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 

는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업양 관련법에는 전통척인 관습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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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이 많아 그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륙히 입양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서는 입양 부모와 입양아 간의 나이 차이， 입양 부모의 건강 상태， 입 

양 진행 과정에서 얼어나는 아동의 보호， 입양 알선에 따른 비용 보상 

규정， 그리고 입양 관련 분쟁에 관한 처리 규정 둥이 구체적으로 나타 

나지 않고 있다. 

(4) 입양 사후 관리의 부재 
우리 나라의 입양특례법에서는 그 시행령 제7조에서 아동상탑원의 업 

무를 규정하면서 ‘사후 지도’란 말을 사용하고 있율 뿐이고， 입양 사후 

관리에 대한 법조항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륙히 국내 입양의 대부 

분이 비밀로 이루어지고， 또한 입양륙례법에 의한 입양아가 입양 가정 

의 친자녀로 엽적되는 상황에서는 입양된 아동의 북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라. 정책적 제안 

(1)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율 예방해야 한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가혹의 해체와 성도덕의 붕꾀 

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어린이는 계속 발생한다. 륙히 1992년 

에 발생되어진 요보호 아동운 5， 020명인데， 이 중에서 미흔모에게서 태 

어난 아기는 1 ， 813명으로 전체 요보호 아동의 36.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미흔모에게서 태어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로는 입양 

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1992년에 입양된 어린이의 84.0퍼센트가 미혼 

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북지의 우선 과 

제는 요보호 아동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두어야 한다. 

(2) 가정 보호가 시설 보호에 우선해야 한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북지 서비스에 있어서 어린이률 위한 사회 

서비스의 일차적인 중심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어린이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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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율 가질 수 없거나， 또는 가정에셔의 양육이 오히려 어린이의 건전 

한 성장과 발달율 해치는 경우에만 사회적 보호 조치로서 시설 보호를 

하여야 한다. 

(3)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 

입양제도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틀에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로서 아동북지의 한 프 

로그햄이 된다. 따라서 입양아는 태어난 가정과 가장 비슷한 상황의 가 

정에 가장 쉽게 척웅할 수가 있다.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정이라먼가， 

물리척 또는 신체적인 륙성 동은 어린이의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와 정 

상적 가정 생활율 누릴 권리가 쉽게 침해받율 수 있다. 따라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국내의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마. 연구자 

정기원， 김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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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쩨도 통합방안 

가. 연구북적 

통일의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과 보건의료분야는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에 대웅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 

합의 청사진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즉， 통일시의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제도의 개략적인 구도와 제도 통합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월남귀순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보 

장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비교연구률 진행하였다. 그러고 문헌조사률 

통하여 톡일 사회보장통합의 경험을 검토한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은 독얼의 사회보장통합 경험을 참고하고， 관계 전문 

가툴의 자문을 구하여 통합의 기본구상율 설정하였다. 

다. 연구결과 

1) 동서묵 사회보장통합의 경험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기본척으로 철저한 서독의 흡수통일로서， 사회 

보장제도의 통일방식은 셔독제도와 동독제도의 합리적인 균형과 장·단 

점의 선택적언 제도 개혁이 아니라， 단순히 셔독제도를 동독지역에 그 

대로 척용한 것이었다. 그러고 그 결과 발생될 동묵지역 국민툴의 피해 

에 대해 보완적이고 과도기적인 임시조치 그러고 채정악화를 우려한 조 

치들이 보완된 것이었다. 

첫째， 기본체계에 있어서， 과거 동톡지역의 근로자 사회보험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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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으로 양분되었먼 사회보험쳐l계는 서톡의 조합별 사회보험체계 

로전환되었다. 

툴째， 사회보혐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서독의 의무적용 대상의 범위 

가 동톡지역에 적용되었는데， 기존 동톱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척용되었 

다가 서톡제도에서는 척용제외되는 계충， 륙히 자영업자와 학생 그러고 

연금 수급자와 실업자 둥의 계충의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의하여 의무적 

용되었다. 

셋째， 급여에 있어서， 서독의 급여종류와 급여수준이 동톡지역에 적 

용되어 동톡주민들의 급여수준이 급척히 향상되었다. 그러고 셔독제도 

의 적용에 따른 기존 동톡제도하에서의 급여의 상실으로 인한 부적웅율 

완하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경과조치가 실시되었다. 

넷째， 동톡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언한 보험료 수입확보의 어려 

옵과 갑작스런 급여수준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정이 매우 불안정하여 막 

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되 었다. 

다섯째， 서톡지역의 조합별 관리운영체계를 동독지역에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서독지역의 조합을 동독지역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식율 택 

하였다. 그러고 부분적으로는 연금제도와 같은 경우 서독지역에서 지향 

하고 있는 발전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동톡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였 

다. 

이상과 갈이 서톡 제도의 동톡 척용율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경 

과조치률 설정한 동서독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계획적인 단계적 조정 

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빠른 변화와 동시다발적인 산적한 문제의 해 

결을 위한 수습에 급급하여 적극적 대처가 아닌 제도자체의 원칙적 합 

의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펑가된다. 

그런데 톡일 통일의 정험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상이성으로 인하어 남 

북한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먼저， 동서톡과 남북한의 구조 

적 차이로 인하여 톡일식의 급진적인 홉수통일 방식의 남북한 적용에의 

한계점을 검토하였다.0) 동서독과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의 문제로서 

서톡에 비해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능력이 미약하다.~ 동서톡과 남북 

한의 기본이념의 차이로서 동독의 공산화가 소련의 캉압에 의하여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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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먼 것임에 비해， 북한의 공산화는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 국민들의 기본이념상의 차이가 크다.@ 동서톡과 남북한의 상호신 

뢰도 차이로서 독일에 비해 상호교류와 신뢰도가 매우 부쭉하다.@ 동 

서톡과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정보와 상호이해정도의 문제로서， 톡일에 

비해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약하다.(5) 동서톡과 남북한의 

고립에 의한 정신적 갈동의 문제로서， 동독이 서유럽과 계속척인 접록 

을 해 왔었던데 비해，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단절되어 있고 또 

한 6.25천쟁의 경험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갈퉁이 훨씬 더 심각하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셔도 남북한은 동서독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이전에 비스마르크 이래의 사회보험제 

도의 역사척 경혐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전롱의 반영으로 동묵은 

분단이후에도 ‘기여에 의한 보상’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 

고 있어서 서톡과의 통합에 나름대로의 공통기반율 가지고 있었다. 반 

면 남북한의 경우 분단이전에는 근대척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으로써 분단이전에 공통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였고， 분단이후 사회주의 

와 자본주의라는 각각 상이한 체제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하였 

다. 그러므로 남북한 사회보장체계 통합의 경우에는 동서톡에 비해 공 

통기반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서톡과 남한의 경우 서묵이 나름대로 성 

숙된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었먼데 비해 남한의 사회보장 

체계는 아직 성숙과정에 있으므로， 톡일에서와 같은 남한 제도의 북한 

적용은 상당한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독의 경험을 남북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남북한의 

경우 통일을 위한 조건이 훨씬 더 얼악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통합을 위해서는.(D 남한의 사회보장체계가 정 

립되어야 하고 @ 빠른 시일내에 북한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척이고 정 

확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이후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하 

며 @ 이를 근거로 통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 

착시킬 수 있는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모형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효과검토와 영향분석을 지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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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의 기본방향 

(1) 통일한국 사회보장체제의 장기방향 

통일한국에서 추구해야 할 이념형으로서는 그동안 시장경제의 중요성 

만을 강조하여 형평성과 국민적 웅집력이 부족하였던 자유적 복지국가 

와 국민적 연대와 사회복지를 과대하게 강조하여 경제척 효율성이 둔화 

된 균형적 북지국가， 양자 모두를 지향하고 형명성과 효율성， 사회복지 

와 경제성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셜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제 수럽의 원칙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제공， 남북 통일의 사회보장헤게 수립， 자유민주주 

의 및 시장경제， 효율성과 명동성의 적절한 조화， 한국의 전통가치 기 

반， 남북칸 상호발전적인 제도수용， 적극적 노동사회정책을 통한 산업 

구조 조정 지원의 7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2) 남북한 통일유형과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통합 

남북한의 통일유형으로는 크게 네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CD 

북한의 붕괴와 남한으로의 급속한 흡수통일.(2) 남한의 붕꾀와 북한으 

로의 급숙한 흡수통일.@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개혁과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반한 점진적인 통일.@ 남한 

의 점진척 개혁과 교류활성화를 통한 사회주의체제에 기반한 점진적인 

통일의 유형이다. 이 네가지 유형 중 소련 빛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라 

는 국제동향과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국력상의 현격한 우위 둥의 조건을 

감안해 볼 때.CD 남한주도의 급속한 흡수통일을 이루는 방식과 @ 북 

한의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개혁과 남북 교류활성화를 통한 자본주의 시 

장경제로의 점진적 통일의 방식이 가장 현실성 있는 통일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통일의 유형으로 이 두가지 통일유형율 가정하고 전자 

의 경우를 ‘급진적 통일’로 후자의 경우률 ‘점진적 통일’로 명명하였 

다. 

급진척 통일의 경우에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의 통합은 제1단계로 

서 통일직후 제도공백기에 응급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웅급과도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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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서 혼란이 완화되면서 남북 제도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통합 

기， 제3단계로서 남북전지역에 안정적이고 동질적인 제도가 정착되는 

제도정착기의 대략 세단계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의 통합은 제l단계로서 

교류협력의 확대률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류확대기， 제2단계로서 통일 

이전에 과도기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남북이 각각 상호 

접근을 지향하는 제도개혁율 이루는 제도조정기， 제3단계로서 통일과 

함께 남북의 장점을 총화시킨 동질적이고 발전적 제도를 수립하는 발전 

적 통합기의 세단계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L하였다. 

3) 남북한 사회보장통합 방안 

(1) 점진척 통일시의 사회보장제도 셜계 

급진적 사회보장통합시에는 북한주민율 위한 응급구호률 실시하고， 

남한 사회보장제도의 북한적용을 원칙으로 부분적인 경과조치를 두며， 

장기적으로는 남북제도를 일치시켜 사회통합 중진에 기여한다. 그러고 

민간단체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한다. 

1단계 응급과도기에서는 통일직후에 발생되는 제도공백에 대웅하여 

북한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응급조치가 중심이다. 2단계 제도통 

합기에서는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의 북한 적용율 원칙으로 차이가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경과조치 둥율 두어 부분적으로 기존 

북한쩨도가 남아있게 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 3단계 제도정착기에는 통 

일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북한지역이 어느정도 안정되게 되고， 사회 

보장제도에 있어서도 그동안 북한지역에 적용되었먼 경과조치들이 없어 

지고 남북 단일의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2) 점진적 통일시의 사회보장제도 셜계 

점진척 통합시에는 통얼이전의 시기동안에 남북간 교류활성화률 롱하 

여 상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커고， 통일이전에 쌍방의 

제도를 조정하여 제도통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며， 남북간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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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설립하여 사회보장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러고 남한제도를 중심 

으로 하되 북한제도의 장점율 적극 수용하여 상호발전적 통합이 되게 

한다. 

1단계 교류확대기에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상호이해와 신 

뢰를 높인다.2단계 제도초정기에는 남한은 제도의 확대률 진행사키고， 

북한은 ‘기여에 따른 보상’원리를 강화하여， 통일시 북한 사회보장제도 

와 큰 무리없이 통합될 수 있는 기반율 형생하여야 한다. 그러고 남북 

연합내에 ‘남북사회보장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시의 사회보장 

통합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 나간다. 3단계 발전적 통합기에는 남북의 

사회보장제도가 수렴되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보다 실질척 

인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4) 남북한 보건의료통합 방안 

(1) 급진척 롱일시의 보건의료제도 설계 

급진적 통얼의 경우에는 첫째， 북한 주민을 위한 긴급구호/방역지원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잠정적으로는 기존의 북한 보 

건의료제도를 하부구조로서 당분간 유지하면서 통합초기에 북한의료인 

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북한의료인에 대한 면허제도를 도 

입하어 북한 의료체계의 전면적 붕꾀를 방지하도록 하며， 세째， 이와 

함께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의료인 포함)에 관해서는 『긴급구호 

령』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조직과 관리에 있어서 북한 중앙조직의 붕괴 후에는 보건의료 전 

반에 관한 업무를 현행 남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개편하 

여， 의료보장조직도 남한의 『의료보험조직』율 이식하고 『산업재해보상 

제도』와 『의료보호체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학제개편율 통한 의료인력의 통합， 기술격차률 해소하기 위한 각 도/ 

특별시 단위의 『보건의료연수원』 설립을 통한 자질향상교육 및 의료기 

관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설시 동을 통하여 의료인력의 문제점을 해결 

해 나가면서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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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투입과 함께 자선적 의미의 『독지가 유치』는 물론 장비 및 위생 

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의료기술 수 

준으로 볼 때 공공부문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는 북한의 무상치료제 골 

격이 유지되도록 하며， 민간부문의 1차진료 및 2， 3차 진료에 관해서는 

유상치료제률 도입하도록 하고 북한의 의사담당구역제， 생애주기별 건 

강관리제 및 복수동록제의 기본이념을 수용하여 명생건강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도모하고 남한에서와 같이 『진료 대권 및 증권』의 진료권제도를 

도입， 이를 보완토록 한다. 의무기록 빛 검사결과의 송부체계를 확립함 

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웅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급진료대』로서 129구급대， 기존의 소방서조직을 활용합과 동시에 

『웅급의료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기존의 『군진의료체계』 동을 이용하도 

록 한다. 재원은 재정수입， 의료보험료 빛 본인부담금으로 각각 활용토 

록 한다. 시설근무의료인에 대해서는 봉급제 실시， 구역담당의사로 활 

동하는 자유 개원의의 경우는 인두제 지불방식을 택하되 의료기술이 일 

정수준 이상으로 향상된 경우에는 『한국형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 

(2) 점진적 통일시 보건의료제도 설계 

점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첫째， 교류확대기에는 남북간의 동질성을 확 

보하기 위해 인적， 물적 및 기술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진시켜 통일보건의료체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둘째， 제포조정기에는 

남북한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률 공동으로 ‘모색’하는 시기로서 ‘남북 

보건의료보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제도의 통합을 준비한다. 세 

째， 발전적 통합기는 남북 보건의료보장 협외회가 준비한 통합모형율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단계로서 통일한국에서 동질적이고 발전적인 보 

건의료보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남북통합시에는 일체의 보건업무를 『보 

건부』산하로 통일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북한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기술 및 첨단장비의 지원은 물론 시설장비 

관리체계와 의약품의 원활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동약과 동의학의 현 

대화를 도모한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개원의 제도를 도입하고 

북한의 의사담당구역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제룰 수용하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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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핀율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의무기록 

과 검사결과의 송부체계를 확립하여 중북검사를 방지하도록 한다. 재원 

은 국가재정의 지원에 의한 부분적 무상치료와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의 

각출료로 유지하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 정액제나 입원일당진료 

비률 적용토록 하고 구역담당의사로 활동하는 자유 개원의에 대한 인두 

제 도입과 시설근무 의료인에 대한 봉급제 실시， 그러고 점차적으로 

『한국형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나가는 방향의 지불방식을 유지하도룩 

한다. 

라. 정책적 제언 및 기대효과 

남북한간의 차이와 이질적인 요소률을 줄여 나가면서 향후 통일에 적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급진척 통일보다는 점진척 롱일의 정우에 

사회보장과 보건의료보장체계는 보다 발전적언 통합율 이룰 수 있을 것 

이다.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의 통합율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 단계에 

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첫째， 남한의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제도의 제도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 

둘째， 남북간의 사회보장부문 및 보건의료부문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적극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일 후에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 빛 보건의료체계가 남북한의 정치， 경제부문에서의 

롱합의 전개양상에 수동적으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촉진 

하는 혹매제로서 능동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북한의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둘째， 객관척이고 가능한 통일청사진 

을 제시함으로써， 독일통일 부작용소식의 유포이후 국민들사이에서 낼 

리 만연되어 있는 통일에의 불안감과 왜곡된 관념들을 교정하고 통일문 

제률 보다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이질적인 두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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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본 연구 

는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률을 미리 검토하여 이를 최 

소화시키는데 기여한다. 

마. 연구자 

정경배， 문욱륜， 박인화， 김진수，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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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가청의혜얘 관한 국민의식 행태조사 

가. 연구목적 

(1) 혼례， 상례， 회캅연퉁 가정의례 행태 및 관련 법규에 관한 국민 

의 인식과 실천 수준율 훔정 

(2) 시대적 여건에 부합된 가정의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률 제공 

나. 연구방법 

(1) 전국(제주도 제외)의 99개 조사구에서 표본 추출된 20셰 이상의 

남녀 2， 500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률 실시한 결과 2， 458명에 대한 자료수집 완료 

(2) 조사내용은 결혼， 회갑， 장례， 동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 및 행태 

와 가정의례 준칙 및 법률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의건 퉁임 

(3) 분석 결과률 1984년 및 1989년 갤럽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연도별 

변화추이 파악 

다. 조사결과 

1) 결혼 관련 의식과 행태 

(1) 우리나라 사람들은 61%가 결혼식을 이웃， 친지， 아는 사람을 모두 

모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33.7%는 일가 가축만 모시 

고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97%가 최근 3 

년간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결혼식에 하객으로의 

참석이 일상생활화 되고 있움을 반영했다. 

(2) 결혼식에 가 본 사람들의 결혼식 인지 방법은 청첩장이 76. 6%,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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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7.8%, 전해 듣고가 16.6%로， 청첩을 통한 철흔식에의 초청이 보면 

화되어 있다. 특히 군부에서 청첩장 사용 비율이 88. 5%.로 높았다. 

(3)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장소는 90% 가량이 일반 전문 예식장이다. 
그러나 선호하고 있는 결혼식 장소는 일반 예식장은 40%에 지나지 않 

고， 공공무료시설 20%, 종교시설 16%, 야외 15% 둥으로 나타나서， 획일 
화된 결흔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가 있음율 알 수 있다. 

종교가 천주교나 기독교인 경우에 종교시설 이용이 높고， 또 선호하는 

결혼 장소로 종교시설을 지적한 비율이 월동하게 높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식을 치를 수 있 

도록 기존의 공공시설을 보완하고 그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민도 스스로 획일화된 장소에서 획일적인 시간에 의식을 치러야 한다 

는데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4) 결흔식에서 음식 및 탑혜품 중정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음식 대첩 

이 87%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웅답자는 답례품만 제공 14%, 둘 증 하 

나 제공 24.9%로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도 좋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탑례품 선호 비옳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음 

식 대접과 탑례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척극적 검 

토가요구된다. 

(5) 결혼식장 사용과 관련해서 결혼식장을 빌려 본 사람률의 51%는 무 
심코 결흔식장에서 관련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했다고 하였고， 19%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할 수 없이 어를 이용했다고 했으며， 불펀 사항으 

로는 이률의 73%가 비용 과다를 불면 사항으로 들었고， 시간부족 62%, 

음식점 불결과 부대물품 이용 강요가 각각 55%, 51%였다. 또한 예약이 

어려웠다， 계약을 이행치 않았다는 웅탑 비율도 높았다. 이는 대부분 

이 예식업소의 허가제와 가격고시제， 그러고 국민의 획일적인 예식 행 

태에서 기언하는 것이므로 제도상의 개션과 아울러 국민의식 변화에도 

춧점을두어야한다. 

(6) 웅답자의 71%는 5년 전에 비해 오늘날 결혼에서의 낭비가 늘었다 

고 보고 있고， 또한 52%는 앞으로 5년 뒤에도 현재보다 낭비가 늘어 날 

것이라고웅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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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상탐소 이용은 2. 8%.로 미미한 수준이나， 앞으로 이용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10%였다. 군부가 도시에 비해 이용 빛 이용의향이 높았 

다. 

2) 환갑 및 칠순 관련 의식과 행태 

(1) 환갑이나 칠순 행사에 대하여， 환갑은 도시에서는 여행하는 것이 

좋다가 가장 많았으나， 군부에서는 여행과 가축 친척이 모여 하는 잔치 

의 비율이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펀 칠순은 전체적으로 환갑에 비해 

여행의 비율은 줄고， 가축끼리 또는 가축 친척이 모인 잔치의 선호 비 

율이 높았다. 

(2) 웅답자의 70% 가량이 최근 3년 이내에 환갑이나 칠순 잔치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륙히 군부에서 78.9%로 높았다. 이들 중에서 

50%는 청첩장을 통해서 환갑잔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서도 군부가 67%로 높았다. 

(3) 설제 잔치 장소는 지역에 따라 군부가 집의 비율이 높고 도시가 

음식점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체로 집， 잔치 전문 음식점， 

대중읍식점 호텔 둥으로 다양한 면이다. 그러나 웅답자가 선호하는 잔 

치 장소는 집이 63.8%로 실제 사용 41.9%에 비해 22% 포인트가 높았다. 

이는 실제로는 편의상 집밖에서 잔치를 하고 있지만 한면으로 집에서 

하는 것이 낭비도 없고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이다. 

(4) 환갑 및 칠순 잔치에 대해서도 오늘날이 5년 전보다 낭비가 늘었 

고， 앞으로 5년 뒤에도 낭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웅탑 비율이 가장 높 

다. 그러나 그 평가가 과거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란 웅탑 비율이 

낮았다. 

3) 호텔 이용 의식과 행태 

(1) 본인이나 가축의 결혼식， 약혼식 빛 회갑연을 호텔에서 해 본 경 

험이 있다는 비율은 각각 4.9%, 7. 2%, 8. 3%였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뚜 

-160-



렷해서 대도시에서의 이용정혐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여자이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틀이 다른 사람에 비해 

호텔 이용이 많았다. 

(2) 호텔 이용에 대한 태도는 27%가 형편이 되면 이용해도 좋다고 웅 
답하였고， 특히 대도시에서 높은 호텔 선호 태도를 나타냈고， 교육정도 

나 가구소륙이 높은 사람들이 형펀이 된다면 호텔율 이용하겠다는 태도 

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89년 33.4%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아진 것이 

다. 호텔이용을 선호한다는 사람들의 이유로는 펀리함과 시설 빛 분위 

기 때문인 반면에， 반대자의 반대 이유는 과소비， 호화사치 및 비용과 

다의 순서였다. 

4) 장례에 관한 의식과 행태 

(1) 웅답자의 62%가 매장을 선호한다고 웅답하였고 륙히 군부에셔 매 

장 선호율이 높았다. 묘지 종류는 가축묘지 55%, 공원묘지 22%, 종교기 

관 묘지 1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군부에서 가족묘지 선호가 많았다. 

(2) 웅답자의 71. 5%가 최근 3년내에 남의 초상에 문상가본 정험이 있 

다고 웅탑하였는데， 그 인지방법은 도시에서는 전화가 가장 많이 사용 

되나 군부에서는 부고장이 64%나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문상간 장소의 경우 69%가 집， 19%가 병원 영안실이고， 또 가족 

일로 초상을 치렀다는 경우에도 72%가 집， 25%가 병원영안실이라고 웅 

답하였다. 이 겉은 빈소 장소는 웅답자의 선호장소 분포(집 65%, 병원 

영안실 29%)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별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와 군부가 뚜렷하며， 또 대도시와 중 

소도시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주택 형태와 

도 빌접한 관계를 보였다. 

(4) 장혜식장에 대해서는 66%가 이용하겠다고 해서 1989년 25%에 비해 

서 상당히 높아졌고 륙히 도시에셔 선호도가 높았다. 아파트에 거주하 

고 연령이 젊율수록 장례식장 이용의향이 높았다. 

한펀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웅답자의 이유로는 집에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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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능하고 돌아가신 분이 사시먼 집에서 모시는 것이 도리이며 비용 

도 많이 든다는 순서로 나타닮다. 한면 설치 장소로는 교외， 종교시 

설， 병원 내， 주거지역의 순서였다. 

아파트 동 집단 주거지의 증가 둥 주거 형태의 변화로 장례식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므로 병원영안실， 종교시셜 둥에 

장혜식장율 설치토록 합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5) 집에서 장혜률 치를 경우에 60% 가량이 장의사률 이용했다고 하였 

는데 도시에서 그 이용율이 높있고， 이률의 약 20% 가량이 비용 과다를 

불펀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한펀 병원영안실을 이용했다는 경우에도 비 

용과다 11. 3%, 장소협소 12.3%였으며 60% 가량이 무웅탑이었는데， 도시 

보다는 군부에서 더 많은 불펀율 호소하고 있었다. 장례업소와 관련 

해서는 불편사항이 기대보다 많이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장례업소 

가 만축스러웠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갑자기 당한 일로 경황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나간 일에 대해 그냥 냄기려는 심리 

적 작용 탓으로 판단된다. 

(6) 장례에서의 개선 사항으로 확분， 화환의 진열이나 호확 장례식으 

로 인한 위화갑 조성이 제일 많이 지적되었는데 륙히 군부와 중도소시 

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도시에서는 음식대접이 개선해야 할 사항 

이라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7) 장혜식과 관련된 낭버는 51%가 과거보다 늘었다고 웅답하였고 

38. 5%는 앞으로도 낭비가 늘어날 것이란 반웅율 보였다. 이 둘 다 도시 

보다는 군부에서 높았다. 

5) 가정의혜 법률에 대한 인지 및 태도 

(1)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는 1989년 53.9%에서 

1993년 80.1%.로 현격히 증가하였다. 대도시 지역， 여자보다는 남자， 

전문사무직， 고줄 이상의 학력， 그리고 40대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2) 가정의례 법률의 여닮 가지 금지조항에 대한 인지 비율은 최고 

58. 5%, 최저 37.6%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중에서 비교적 

-162-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은 청첩장 사용 금지와 답례품 증정 금지， 호화 

스러운 음식 빛 술대접 금지 조항으로 모두 웅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인 

지하고 있었다.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은 장례식 때 만장 사용금지와 

굴건제북 착용금지 였다. 

(3) 웅답자률에 대한 여밟 가지 금지 조항 중 안지수는 3-5개 사이가 

가장 많았다. 

(4) 가정의례 법률의 금지조항별 준수정도에 대한 명가는 대체로 좋 

지 않았다. 가장 준수정도가 나쁘게 평가된 것은 청첩장 사용이었는데 

웅답자의 70.0퍼센트가 잘 안 지켜진다고 웅답하였다. 잘 지켜진다라 

는 항목에 가장 높은 웅탑율을 보인 것은 만장 사용으로 23. 3% 였다. 

가정의례 법률조항별 인지여부별 준수정도의 명가는 인지한다는 사람 

률이 모른다는 사람틀에 비해 그 조항의 준수정도를 나쁘게 명가하고 

있다. 

(5) 가정의례 법률의 금지조항별 계속적인 금지여부의 견해률 물은 컬 

과 사용이 보편화된 청첩장 관련 조항에서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이 41.7%로 허용해야 한다 46. 3%.보다 낮은 것율 제외하고는(그러나 유 

의성은 없는 것으로 검증됨 ) 모든 조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웅답자들이 

계속 금지해야 한다(68-58%)는 웅답이 허용해야 한다(26-19%)는 웅답보 

다 훨씬 많았다. 특히 준수정도가 나쁘다고 명가된 조항틀에 대해서 

계속 규쩨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다. 이 결과는 1989년의 결과에 비 

해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많이 줄고 그 대신에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가증가된 것이다. 

특히 청첩장에 대해서는 보펀적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법률의 실효성 

에 의문을 주면서도 법률 존속 여부에 대한 태도는 찬반이 반반인 것으 

로 나타나서 이 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 

다. 

(6) 웅답자 특성에 따른 법률 금지 조항에 대한 태도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 보고자 한 로짓트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청첩장 사용， 만장과 굴 

건제북의 착용은 연령， 성 및 결혼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륙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신문부고 , 화환 및 화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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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이용， 답례품 증정， 호화음식 대접 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성 및 

연령 이외에도 거주지， 교육수준， 주택형태 동의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 행태로서， 이들은 호화 

스러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호텔 사용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으 

면서 의식에서는 호텔 사용 금지를 비롯한 허례허식 관련 조항이 그대 

로 존숙해야 한다는 태도률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7) 식장에서 명의가 표시된 화환 및 화분의 과다한 진열 금지조항에 

대한 의견은 갯수률 제한한다가 39.1%, 금지해야 한다가 33. 7%였다. 
허용 갯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경우 그 숫자에 대한 의건으로는 결혼식 

장에는 2개 이내가 압도척이었고(67.7%) ， 장례식장에는 5개 이내가 

78.5%에 달했다. 기존 법률이 정하는 제한 갯수 이상의 화환이나 화분 

진열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은 극소수인 것이다. 

라. 정책척 혜언 

(1) 결혼장소의 다양화와 호화 결흔의 급지 

최근 가정의례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 

에 혼혜나 희갑 장소는 가급적 다변화시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결혼식이 일반 예식장에서 치러 

지고 있으나 보다 저렴하면서도 개성 있는 결혼식을 치르고자 하는 욕 

구는 매우 강하다. 따라서 기존 공공시설율 보다 개선해서 국민의 욕구 

에 부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호텔이나 호화 음식점 사 

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자신의 형편과는 상관 없이 호텔 사 

용에 대해 거부감율 갖고 있으므로 호화로운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경제나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규제해야 하고 국민 스스로의 자각이 

요구된다. 

(2) 병원영안설의 합법화와 장례식장의 설치 권장 

단기적으로는 병원영안설을 합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의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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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판장한다. 장례는 도시화(륙히 아파트촌의 증가)의 촉진과 생활양 

식의 변화에 따라 집 이외의 장소에서 치르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영 

안실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장례식장 이용 의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 영안실을 

양성화 하여 제도핀 안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펀 장기척으로는 장례식장 

은 설치 운영토록 하여야 하나 새로이 장례식장율 설치한다는 것이 우 

리 국민의 정서로 보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종교시설의 활용방안이 검 

토되어야 한다. 

(3) 법률과 실제 가정의례 행태 간의 꾀리에 대한 검토와 반성 

가정의례 법률이 정하는 바와 국민의 실제 가정의례 행태 간의 펴리 

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보펀적으로 하고 있는 보펀화된 관습이라 해도 

그것이 폭 필요하고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허례허식 추방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청첩장은 사용이 

보펀화되어 있읍에도 불구하고 웅답자의 41. 7'16가 이률 계숙 금지 시켜 

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찬반 양측의 건해를 절충한 제도적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결혼 청첩장은 혼사의 공지 뿐 아니라 결혼식 일시 빛 

구체적인 장소 약도를 얄리는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청첩장 사용을 금 

지시키기 보다는 청첩 대상자률 제한하거나 또는 청첩울 받았어도 참석 

및 축의금 전탈 여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국 

민의석 행태가 변화되어야 한다. 

(4) 화환 및 화분의 진혈 금지조항의 캉화는 신충성 요구 
화환 및 화분의 진열에 대해서는 금지조항의 강화가 다른 정부부처의 

꽃재배 장려정책 및 화훼업자의 생계와 맞물려 있어 정책이 허례허식 

차원 만을 주장할 수 없는 독특한 문제률 안고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조사결과에서도 대다수가 기존의 시행령에서 제시한 

제한 갯수률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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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영업제도 및 요금관리 체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개선 

가정의례와 관련된 각종 영업제도 및 요금관리 체계는 시장경제 원리 

에 따라 바람직하고 합리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 

룩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시의 요금 시비는 대부분 

요금고시제에서 기인하는 바 가정의례 관련 요금도 물가에 탄력성 있게 

적정션율 찾아 변동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실 가정의례 관련 물 

품은 품북도 많을 뿐 아니라 재질 둥 둥급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들 가격 

을 일일이 고시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허가제로 인한 공급의 독점 

이나 부축 현상도 자유 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셔 해결해야 할 것이 

다. 

(6) 제도의 생활화률 위한 홍보 교육 강화 

가정의례는 하나의 관습이요 천통이기 때문에 이률 개션하기 위해서 

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및 사회 교육기관을 통한 의식 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정의혜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규제나 벌금도 충요하지만 바람직한 가정의례 규 

법을 따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치관의 변화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이 가정의례 법률을 준수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마. 연구자 

조남훈， 서문희. 계훈방， 김현욱， 배화육， 이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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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폭보건사업애 관한 종합평가 

가. 연구북척 

1) 가축계획율 중심으로한 가혹보건 서비스의 향상 

2) 가축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개선 도모 
3) 향후 출산조절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정부 가족보건사업 통계분석 빛 펑가지원 

2) 전국 가촉보건사업 명가대회 개최 

3) 사업운영개선 세미나 개최 

4) 져출산국가의 인구정책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비교 분석 

다.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정부가족보건사업펑가 

(1) 1993년도의 사업 목표량은 불임 수술은 57， 000건에서 41 ， 400건(정 

관 수술 22， 200건， 난관수술 19 ， 200건)으로 1992년도에 비하여 27.4% 

감소하였으며， 일시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는 150， 000건에서 82， 500건으 

로 45.0%, 콘돔은 100， 000건에서 60， 000건으로 40. 0% 갑소되 었다. 그러 

나 먹는피임약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인 5， 000건율 유지하였다. 

(2) 1993년도 피임방법별 연간 묵표량(약저l기구는 월명균 북표량)에 

대한 1-9월기간 중 실적진도율은 불임수술이 92.5% (정관수술 108.1%, 

난관수술 74. 5%), 자궁내장치 93.7%이며， 피임약제 기구인 콘돔과 먹는 

피임약의 월평균 실적은 각각 114.5%, 123.3%이었다. 

(3) 1993년도 임부 신규둥록과 영유아 신규등록의 전년대비 목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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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상향 책정된 71 ， 700명과 311 ， 000명이며， 

임부 빛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의 북표량은 전년대비 17. 3% 하향 조정되 

어 각각 23 ， 160명이고， 예방접종 관리사업(1차 무료) 목표량은 DPT 

1 ， 659 ， 000명， ur 598， 000명， Polio 1 ， 659 ， 000명， 그러고 뻐R 584， 000명 

이었다. 

(4) 1993년도 1-9월기간 중 임부 신규 둥록은 총 67 ， 964명으로 연간 

묵표를 94. 8% 달성하였으며， 동 기칸 중 영유아 신규퉁룩은 총 

279 ， 047명으로 연간 목표를 89.7% 탈성하였다. 이률 둥록 시기별로 살 

펴보면 임부동록은 임신 초기(13주 이내)에 44.9%, 중기 (14-28주)에 

41. 3%, 말기 (29주 이후)에 13. 8%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둥록은 생후 1 

개월 이내에 41.5%, 1-127ij월에 53.5%로 영아기 풍록이 95. 0"..6.로 나타 

났으며， 12개월 이후의 유아기 동록이 5. 0"..6로 나타났다. 

2) 정부지원 피임수용자 륙성분석 

(1) 1993년 상반기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시술(자궁내장치， 난관수술 

및 정관수술) 수용(자)부인의 분포를 보면 25-29세 연령충 부인의 비율 

이 41. 8%.로 가장 눔으며， 수용부인의 명균연령은 29. 7세로 나타났다. 

방법별로는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의 펑균연령이 29.2세로 가장 적으며， 

난관수술 30.6세 그러고 정관수술 수용자의 부인 평균연령은 30.5세이 

다. 연도별 시술수용(자)부인의 연명분포를 살펴보면 1988년 이후 20대 

부인의 수용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30세 이상 부인의 시술수용율 

이 증가하여 명균연령에 있어서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2) 피임시술 수용자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자녀 2명인 비율이 61. 8%, 

1명은 26. 8%이다. 명균 현존자녀수는 1. 8명이며， 피염방법별로는 자궁 

내장치 수용부인의 현존자녀수가 1. 7명으로 가장 적으며， 정관 빛 난관 

수술 수용자는 각각 2.2명과 2.0명이다. 이처럼 자궁내장치 시술 수용 

부인의 현존자녀수가 불임시술 수용자에 비하여 척은 것은 대부분이 터 

울조절을 목적으로 자궁내장치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시술수용 

자의 현폰자녀수률 보면 1자녀의 비율이 1988년 37.6%에서 1993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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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26. 8%로 감소하였고， 2자녀의 비율은 52.7%에서 61. 8%.로 계숙 

증가하고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축보건실태조사에서 이상자녀수 분포 

를 보면 1명율 이상자녀수로 여기는 부인의 비율이 1988년 20%，에서 

1991년에는 13%로 줄어든 반면 2-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생각하는 비 

율은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녀규모 션호에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 

존자녀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3) 저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비교 

(1) 고출산 고사망률의 인구 현상으로부터 져출산’저사망의 형태로 변 

천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인구전환이 이룩되기까지는 100 

년 내외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기 

까지 눔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이 지속되었고 1962년 정부의 출산조절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함으로써 고출산으로부터 

대치수준 이하의 져출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겨우 30년에 불과 

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전환이 이루어진 예는 인류사상 극히 드물다. 

우리 나라와 유형이 비슷한 출산율 및 사망수준을 유지했먼 대만， 싱가 

포르， 홍콩 둥 아시아 신흥공업국만이 우리 나라와 함께 단기간의 인구 

전환을 정험했율 뿐이다. 

(2) 션진국의 경우 대치수준 이하의 출산율에 도탈한 시기는 1960년대 

에서 1970년대인데 비해 우리 나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동은 1980년 

대 중반을 전후해서 대치수준 이하의 출산율에 도달함으로써 선진국과 

의 시칸격차는 10-20년에 불과했다. 이러한 급숙한 인구전환으로 인구 

구조상의 변화도 급속하게 마련이고， 구조상의 급변은 여러 가지 사회 

적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시설 불균형，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안구의 감소 빚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의 가중 둥이 그것이다. 

(3) 저출산에 도달한 여러 나라의 대체적인 현상을 토대로 해서 본다 

면， 주로 출산장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내용은 출산과 관련된 

출산유급휴가(아버지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음) ,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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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휴직제， 출산수당 둥이 있고， 자녀와 관련된 것으로 육아실 운영(종 

일보호) , 병든 아이의 간호를 위한 유급휴가， 자녀 출생수당 및 북지수 

당，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출생보초금 지급 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으며， 가혹과 관련된 가축수탕， 세금감면， 주택 및 교육에 대한 정부보 

조， 주택자금 대부， 대가혹을 위한 저율의 대부， 다자녀 가축을 위한 

주택구조 개션 퉁이 있으며， 그 외에 여성지위 향상정책， 신혼부부률 

대상으로 한 융자제도 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1982년부터 실시된 인구증가 억제대책 중 출산억 

제를 위해 실시된 2자녀 이하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한 사회지원시책 강 

화(생업자금 우선융자， 북지주택부금 우선융자， 영세민에 대한 특별생 

계보조금 지급， 불임수술 수용자 자녀 1차진료 무료실시)， 의료보험급 

여 대상에 불임수술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시 여성근로자의 유급출산휴 

가 제한(3자녀 이상 출산시 무급휴가) ,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범위에 출 

가한 여성의 직계존숙 포함， 여성선원채용 금지초항 개정， 충장기 북지 

주택자금 융자시 1자녀 불임수술수용(34세 아하)가정에 우대제도 시행， 

한자녀 단산가정에 분만버 무료혜택， 단산가정인 경우 자궁내장치 무 

료시술 둥과 비교할 때， 같은 사항이라도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출 

산율율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또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시책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정책이 

주로 사회지완 성격을 띈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 져출산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보면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국가가 

상당수 있으나 반대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 

나라도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국가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만 예외적으 

로 향후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률 예상하기는 어렵다. 

출산율 저하로 야기되는 문제는 I차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년부 

양비의 증가 및 노동력 감소이고， 2차로 전반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문 

제를 예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출산국가는 아직 2차적인 인구문제의 

우려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과 경제발전을 우려한 1차적인 문제의 

법주에 속해 있다. 이는 저출산 국가들중 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아직 인구감소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저출산 진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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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감안할 때 출산율이 증가한다 하여도 대치출산수준을 넘을 가능성 

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점차 인구감소국은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2차적인 인구문제도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1차 

적인 인구감소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지 않지만 점차 이는 현실화될 

가능생이 큰 만큼， 이에 대처하여 인구규모가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 

서 적정수준의 안정된 인구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 노력이 경주 되 

어야 할 것이다. 

(5) 1989년의 출산수준에 대한 견해는 31개 저출산국 중 약 213는 만 

축하고 있으며， 약 113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 

해는 1976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출산수준의 저하에 의한 것이며， 우 

리나라의 경우는 높다는 쪽에서 만족하는 쭉으로 변하였다. 이제 우리 

나라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현재의 출산수준에서 정부가족계획사업 

의 지속은 멸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그러나 광의의 가 

축계획은 출산억제만율 위한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저출산 국가일지 

라도 피엄사용올 제한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출산 

수준(1989)에 만축하고 있는 21개의 져출산국가 중 16개국이 직접적인 

피임보급지원을 하고 있고， 4개국이 간접지원율， 그리고 1개국만이 지 

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10개 국가틀 

중에서도 5개국이 직접지원을， 3개국이 간접지원을， 그러고 2개국만이 

지원이 없다. 이와 같이 저출산 국가의 피임지원은 출산억제와 관계없 

이 사회북지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저출산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317ß국의 향후 출산수준은 22개국이 

증가할 것이며， 4개국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5개국은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수준이 인구구조에 전체적인 영향율 

미치기까지 약 60년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목적하는 출산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인구정책은 단기적인 

측면 보다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그 변화는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인가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출산 선진제국의 전반적인 인구사업 내용에서나 본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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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비교·분석된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현행 인구정책 내 

용에서 가축계획 계몽·교육이나 피임보급 프로그램의 성격이 출산억제 

요소를 띄고 있는 경우는 추호도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구체적인 출 

산장려 노력을 노골화하는 경우는 구라파의 몇개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는 싱가포르 정도가 있율 뿐이다. 미국이나 일본도 출산장려나 억제가 

정책 이슈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출산행위를 개인의 요구와 사정에 

맞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에 맡겨두는 양상일 뿐 필요한 교육， 지도， 

상탐， 피임서비스 둥이 불펀없이 척기에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인 

구정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출산수준의 변화는 인구의 중감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필연적으 

로 영향율 미친다. 기술된 바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는 보다 장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수준이 안정선율 지나서 급변하는 경 

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는 영향은 오래도록 지속되기 마련이다. 인구 

의 증감은 출산수준외에도 평균수명의 연장이나 인구의 구조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하는 개발도상국형 인구 

구조에서는 비록 대치출산윷 이하에 도달한다 해도 언구증가가 장기간 

지숙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따라서 인구성장율 신숙히 멈추도록 

하는 데만 전념한다면 출산율이 대치수준 이하에 도달한 후에도 그 노 

력은 지숙될 수 밖에 없다. 축， 저출산에 도탈한 상황에서도 인구증가 

는 지숙되며 그렇다고 출산억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일시에 철회하기 

는 부탐스럽고， 헛그제의 억제정책을 하루아침에 장려정잭으로 급선회 

시킨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8) 인구란 균형된 구조하에서 출산율이 계속 대치수준으로 유지될 때 

가장 안정된 모습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구는 절대적 수의 팽창 

이나 축소의 불가피한 입장이 아니라면 가급적 대치수준의 출산율에 가 

까이 접근하는 범위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 경우도 1988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수준율 고려할 때 기존 

인구정책에서 이미 출산억제 목적으로부터 피임서비스 개션 둥 질적 사 

업으로 방향전환을 했먼 것을 바탕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 

고 기존정책 내에 잔존하고 있는 출산억제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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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인 

구정책은 인구자질 및 국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출산억제로부터 인구자질 향상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종래에 피임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어 왔먼 사 

업내용 가운데 출산억제 지향적인 요소는 모두 제거토록 정비해 나가야 

한다. 

@ 사회지원시책으로서의 피임수용 유인을 위한 규제 또는 보상제도 

는 철폐토록 한다 (에， 근로소득 공제대상의 2자녀 제한， 취약계충 불 

임수용 보상대상의 자녀수 제한 둥) . 

@ 성비불균형 현상의 완화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상존하고 있는 남아 

선호 경향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원시책은 더욱 강화·발천시켜 나가도록 

한다 (예: 여판신장을 위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성별 임금수준 격차 

해소동). 

@ 태아의 성감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시행을 강화한다. 

@ 홍보 및 계몽교육 내용에서 소자녀를 유언하거나 지나치게 피임을 

촉진하는 사항은 삭제한다 (예: 과영인구에 대한 지니친 공포 유도， 한 

자녀운동동). 

둘째， 가족계획사업은 건전한 모성육성 및 건강한 자녀양육에 의한 

인구자질 향상을 목표로 계몽·교육과 피임서버스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CD 저소득충에 대한 피임서비스를 적극화하고 사전지도， 사후관리 동 
의 철저한 이행으로 피임의 설꽤 또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지도 동 적극적인 지도방법을 집중 

적으로 체계화하여 피임지식， 생식건강， 질병예방 빛 전반적인 모성건 

강 지도에 주력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생식교육， 피임 빛 육쳐1적·정서적 건강관리 

를 위한 조치 퉁이 학교교육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업장， 보건소 및 민칸 

단체 동을 통한 혼전교실， 신흔교실 동으로 연결되도록 체계화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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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생식활동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 어머니 교실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피엄 및 출산과 육아 동 

일련의 지도률 강화하는 동시에 상탐 서비스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 

다. 

(5) 20세 미만의 저명충 출산이나 35세 이후의 고령출산 동 모자보건 

및 우생학적으로 열악한 상횡의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 

혼， 만혼， 또는 혼전출산 둥의 방지를 위한 특수계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한다. 

@ 보건조직율 롱한 유전상담 클리닉 설치·운영의 단계적 개발로 단순 

한 피임， 건강지도 수준율 넘어서 선천척 유전상담， 산전유전검진 빛 

이와 관련한 피임 빛 인공임신충절 서비스의 적극적인 연계 퉁이 발전 

되어야 한다. 

@ 불임여성률에 대해서도 척극적 지도률 위한 상담 서비스률 체계화 

하여 전문 클리닉과 연결시킴으로써 건전모성육성 차원의 정부 프로그 

램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g 혼전건강 검진을 제도화하는 프로그랩을 개발하고 션펀성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는 정우의 피임상탐 및 임신중절 지도를 실시해야 한 

다. 

@ 현행중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모든 신생아에게 확대할 수 있도 

록 방안율 강구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줄여고 

자비부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머니들의 이 

해률 촉구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피엄보급율 축소해 온 데 반해 지금까지 사업의 질적 향 

상에 구체적인 노력이 거의 부재했읍을 롤이켜 볼 때 정부의 서비스 기 

능율 다양하게 개발하고 기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φ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대한불임시술협회 풍 민간단체의 기능을 재개 

발확대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조직체계 

에서는 어려운 륙수 프로그램을 람당하게 함으로써 질적 사업발전에 기 

여토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보건요원의 기능은 과거의 피임보급 위주에서 올바른 피엄지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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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및 지도를 위한 보건교육 기능위주로 개발토록 한다. 

넷째， 이상과 같이 출산 및 건전한 모성 육성과 직접 관련된 사업개 

발 빛 서비스 개선외에， 앞으로 사회 경제적 변천에 대용하기 위하여 

지난 30여년간의 출산정책의 영역을 벗어나서 국민북지 차원의 인구정 

책의 새로운 장율 열어 21세기률 대비해야 할 것이다. 

φ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률 비롯한 

사회경제적 장기 대응책 개발에 보다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 소가족 및 핵가족화와 산업화 사회에서 일반화되는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의 확대 동으로 가촉기능의 변화 동에 따른 가정북지 정책도 

노인복지와 더불어 그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장기에 걸쳐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효률 거 

두지 못했먼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이동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벼한 인구이동 

대웅방안 마련에도 관심율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 기대효과 

1) 앞에 제시된 정책구상에 따른 사업의 단계적 개선발전 도모. 

2) 가폭보건사업 통계자료의 분석 및 평가률 활용， 사업운영 향상. 

3) 세미나를 통한 문제점 발견 및 효과적 대웅. 

4) 출산조절정책 추진방향의 정립울 위한 자료로 활용. 

마. 연구자 

홍문식， 장영석， 이상영，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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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족기능 변화에 따른 대웅방안 연구 

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업화， 도시화， 그러고 출산력의 저하 둥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구조， 기능 및 역할 둥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뒤따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측하여 앞으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를 검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연구방법 

1) 기존 조사자료 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1986년에 설시한 가촉생활주기조사자료와 1989 

년 실시한 가촉기능 빛 역할 조사자료 그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1년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설태 조사자료 및 각 년도별 인 

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자료 둥을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의 가 

족구조，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함. 

2) 일선 가정북지업무실태조사 자료분석 

보건사회부의 행정지원하에 전국 15개 시·도 빛 278개 시·군·구 가정 

북지국(과) 소속 공무원(2 ， 242명)들을 대상으로 일선 가정북지업무살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정부 가정복지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둥을 파악 

함. 

3) 가정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 실시 

기존 조사자료 분석 및 일선 가정북지업무실태 조사자료 분석결과를 

활용， ‘가정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실시하여 가정복지정책 

담당자 및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 실무협의회 위원 동 관련분야 전문 

가들의 의견을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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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산업화에 따른 가축문제는 구조가능적 훔변에서 다읍과 같이 세가지 

범주로요약할수 있다. 

첫째는 인구변동과 관련된 부양체계의 와해로써 인구변동의 두가지 

특징은 출산력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가촉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부양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 말하자면 가족부양을 부모자식간의 관계로 간주한다면 인깐수명이 

80세에 접근하고， 합계출산율이 1. 6수준을 계속 유지할 때 부모자식간 

부양비는 2: 1. 6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사는 부부 중 1명의 자 

녀만을 원하는 경우가 전체 부부 중 113에 달하고， 또 자녀률 두지 않 

거나 아률이 없어도 된다는 경우도 1/5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성향이 

계숙될 때 부모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기 어렵고， 전통척 가축제도 

의 수정도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사회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의도척， 또는 비의도적 가정파괴의 

급증현상이다. 의도적 가정파펴는 이혼을 비롯한 인신매매， 무분별한 

인명살해， 유괴， 성폭행， 낙태 풍의 증가를 뭇한다. 또 비의도적 가정 

파펴는 각종 산업사고， 재해 및 교통사고 동으로 인한 사망자와 불구자 

의 증가률 말한다. 이러한 사회병리와 각종 사고의 증가는 일종의 사 

회현상만이 아니라 그 피해는 가족이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는 가축결 

손으로， 그러고 부양부담으로 이어진다. 최근 사회병리로 인한 가정파 

펴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연간 2만명 수 

준에 이르고， 또 장애자는 20만명썩 늘어나고 있다(통계청， 1993). 설 
로 이러한 누적현상은 엄청난 가정피해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가족생활에서 기능 빛 역할， 그러고 가치관의 부전현상(不趣 

現象)이다. 말하자면 산업화에 따라 가족기능의 일부가 사회기능에 의 

해 대행되면서 가촉은 나름대로 기능조정이나， 역할개발 및 가치관 정 

립(定立)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역할갈둥과 가치 

관의 흔란이 가족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갈이 산업화 과정에서 가혹의 분화 빛 해혜， 또는 기능부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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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보호률 요하는 가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사회가 

산업화에 따른 가축결손(家族缺提)을 사회복지(社會福祖)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적 ”모텔”이 될 수는 없다. 북지제 

도가 결손가족을 은폐시키기 위한 장치였다면 이는 가족개발을 서두르 

지 • 않는 한 또 다른 측면에서 가족결손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족정책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보완해 줄 새로운 복지제도의 고안도 필요한 것이다. 

가촉정책은 정부가 가축울 대상으로， 가촉을 위해 베푸는 각종 시책 

이나 사업을 뭇한다. 이러한 정책은 의도적으로 륙정목표률 세워 놓 

고， 이률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가축율 위해서 고안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시책이나 사업이 가족에 영향을 주는 비의도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아동복지， 여성개발， 노인복지， 또는 출산조절 

둥과 같은 시책율 둘 수 있고， 후자는 건설， 주택， 고용， 조세 또는 이 

민 동 각종 국가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제까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 특정 

대상을 위주로 하거나， 국가나 사회의 차원에서 가족과 연관된 정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 가축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 

인 아동북지나 부녀북지， 노인북지 또는 출산조철 둥이 가축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정책은 모두가 국가의 경쩨개발이나 가좁 중 특정 

대상만을 중심으로 한 보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합적 가촉정책은 무엇을 뭇하며， 이는 사회정책 내지 북지정책과 어 

변 관련이 있을까? 

가축은 사회·청제·문화 동 제측면과의 북합성 내지 관련 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성에서 가족정책의 정의나 한계는 모호성을 내포한다. 그 

렇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이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가족정책은 사회정 

책의 하위개념에서 가혹의 본질과 특성율 고려한 가족중심의 정책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 가폭생활에셔 발생되는 각종 문제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사회변천에 따른 기능조정， 역할개발 및 가치관의 정립， 

자활능력율 갖지 못한 가족의 지원， 그리고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동으로 가족이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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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또 그러한 생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은 가축의 본질을 고려한 것으로 성원간의 유대와 협력에 

의한 독립된 생활， 부양관계로 유지되는 공동체적 생활， 또 그러한 생 

활은 가족 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로 가능케 된다는 점 

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륙히 산업화에셔 가촉기능의 일부가 사회기능 

에 의해 대행되면서 가족생계는 물론 부양문제까지 사회와의 관계로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은 가족정책의 의미를 가중시키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이 스스로 독립된 생활율 영위할 수 있도록 보 

호하며， 또 그러한 생활로 삶의 질을 높얼 수 있도록 가족개발이 요구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제도개혁이나 변화의 통제， 또는 륙정 표준모형에 

의한 생활의 재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축의 본질이 톡립된 생 

활과 성원간의 부양관계에 있다면 가쭉정책은 이러한 공동체척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능과 역할 및 가치관의 유용성율 높일 수 있느냐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가족정책은 @ 사회적으 

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2) 독립된 생활과 부 

양관계를 위한 의식 빛 규범의 정립，@ 가족생활의 유용생을 높이기 

위한 규모의 조정 및 성원의 역할개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서비스 확대，(5) 사회적으로 가축보호률 위한 지원체제 확 

립 동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주장하는 ”선 가 

정보호·후 사회북지”의 논리와도 배치되는 점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전제로 한 향후 가족정책의 유형을 요약하면 그림 

과 갈다. 여기서 가족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촉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을 돗하며， 가족가치관은 독립된 생활과 부양관계를 유지하 

는데 필요한 의식 및 행동규범 둥을 뭇한다. 가족의 기능 및 역할은 

사회변동과 관련된 가촉과 사회의 구조기능적 척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규모조절(출산조절 및 분가 범위조절) , 성원의 역할개발 

을 뭇하며， 가족문제의 예방 및 치료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율 보급하여 

가촉 자체에 의해서나 또는 사회적 지원에 의한 접근을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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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축정책의 유형별 상호관계 

가족정책 법주 사회정책 법주 

사회보호 

주: 여기셔 가혹째도는 법척 째도척 혹변에서 가축과 사회의 병행발천융위한 제도척 

지원옳 뭇하며. 가혹가치판 채정럽은 가축의 공동해척 생활과 부양해께률 유지하는데 필 

요한 의식파 행동큐범융. 기능 빛 역할의 개발은 사회구조 빛 기농에 부용하기 위한 훌산 

조철. 역할개발 둥융， 그러고 가축문체의 혜방과 치료는 문채의 유형별 예방 빛 대비책과 

치료률 위한 방안율， 가축보호는 가축생원 중 특별한 보호률 요하는 대상에 대한 가축 자 

혜나 사회척 지원얘 의한 보호률， 그러고 사회보효는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가쭉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보효률 뭇한다. 

또 가족보호는 가족성원 중 특별한 보호를요하는 대상(아동， 노인， 

불구자 또는 명약자 동)이 있을 경우 이들율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의 지원은 물론 사회적 지원에 의한 보호를 의미하며， 그 외 사 

회보호는 가족정책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독럽된 생활 

을 영위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의미한다. 

라. 정책적 제언 

이상과 같은 가촉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의 션행을 필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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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결정자의 가촉에 대한 관심과 사업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 

한 가족개발연구소(가칭)의 설립이다. 여기서 가족개발연구소는 가촉 

문제의 연구， 사업개발， 사업펑가 및 인력훈련 동을 포괄함으로써 일 

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능이다. 

둘째，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위한 일선단위 (읍·면·동)의 가정복 

지센타(가칭)의 설치이다. 현재 시·도 및 구·시·군 단위의 가정북지사 

업 조직은 비교적 체계화 되어 있으나 얼선단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특히 가정북지사업이 모든 가정율 대상으로 생활의 개선이나， 문제의 

예방 및 치료 둥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를 필수로 한다면 이러한 사업 

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션조직의 정비로 가능할 수 있음은 

채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은 정책의 골척만을 제시한 

시론에 불과한 것이다. 가족정책의 정립을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는 물 

론 관련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며， 또 정 

책안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부문별 다각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그것은 

가좁정책이 가축의 요구에 부웅하며， 가축생활의 개발율 위해서는 어떠 

한 형태의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의 구체화는 물론 그러한 사 

업이 가축생활에 궁정적 영향율 미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에서 가족정책은 장기적 성격을 지니며， 포 가족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자혜도 신축성을 지녀야 한다. 

마. 기대효과 

향후 가촉정책의 방향정립과 정책과제 개발을 통해 북지정책에 기여 

바. 연구자 

공세원， 조애저， 김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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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근 인구동향애 관한 종합분석 

가. 연구북적 

1) 우리나라 인구의 성장， 구성， 이동， 분포 둥 인구변동양상을 

분석하고 인구변동의 장래률 전망 

2) 인구변동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노령인구， 학명인구의 변동추이 
분석 

3) 주부， 노령인구， 경제활동 증대 대책 방향 제시 

나. 연구방법 

1) 1960년 이후 매 5년 간격으로 실시된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 

분석(륙히 1990년도 센서스분석 중심) 

2) 인구변동 요인분석을 통한 장래 예측 

3) 국제비교 

다. 연구결과 및 정책적 쩨언 

우리나라는 국토면적과 부존자원에 비하여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4천 3백만으로 한 

국인구는 세계 23위에 있다. 남·북한 인구를 합하면 6천 5백만으로 통 

일 후 우리보다 인구규모가 큰 선진국은 미국， 일본， 톡일 정도로서 인 

구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인구대국이라 할 수 있다. 

가축계획사업이 착수될 1960년 당시만 하여도 우리나라 인구의 증가 

옳은 년간 3%에 달하였다. 출산울은 합계출산율이 6.0 수준으로 인구 

의 폭발척 증가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가폭계획사업이 시작되었고， 지난 30여년간 가족계획사업은 우선 

순위가 높은 정부정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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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자녀 가촉이 보펀화되어 가고 있다. 출산율은 80년대 중반 이후 

부터 합계출산율이 1. 6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저출산올이 지속되 

고있다. 

1) 향후 인구성장 전망 

앞으로 저출산윷은 인구성장 추이를 크게 둔화시킬 것이다. 만일 현 

재수준의 출산율(합계출산율 1. 6)이 장기간 지숙된다고 보면， 인구성장 

은 2025년 이후 (-)성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 

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30여년간 

에 해왔먼 출산억제와는 정반대의 출산장려책이 강구되어야 할지도 모 

른다. 우리보다는 인구규모가 훨씬 적은 국가이지만 싱가폴은 과거의 

출산억제정책에서 최근에는 출산장려책이 강구되는 입장에 있다. 우리 

는 아직까지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지만 지금 단계에서 먼 장 

래를 내다 본 인구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래 인구정책의 북표률 적정수준의 인구증가율의 유지， 적정한 노동 

력인구의 확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의 억제동에 푼다면，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더 이상 감소될 필요가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인 

구대치수준의 출산율언 합계출산율 2.1 수준으료 근접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이를 위해 몇가지 자료를 제시해 보면 합계출산율 1. 6에 의한 인구성 

장 곡선은 2025년 이후 총인구 규모에서의 (-)성장과 함께 연소인구의 

급속한 감소， 2015년 이후 나타나는 경제활동 연령충 인구의 급속한 감 

소， 그리고 총인구에 대한 노명인구의 비율의 급충 둥으로 나타나 바람 

직한 출산율 수준이라고 불 수 없다. 그렇다면 (-)성장없이 총인구 규 

모변에서나 노동력인구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 인구성장추이는 무엇 

인가? 이것은 인구성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추계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총인구 성장추이는 5천 5백만 정도를 정점으로 안정추이를 유지 

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연령충 인구규모도 현 수준에서 약간 많아잔 3 
천 4백만을 정점으로(2015년겸) 큰 변동 없는 안정추세가 유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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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생장 안정화률 목표로 한 추계치에서 가정된 출산율 수준은 

1995-2010년 기 간 동안에는 합계출산율을 1. 8수준. 2010-2025년에는 

1. 9수준으로. 2025년 이후에 2.1수준으로 하여 향후 30년간 출산율은 

현재의 1. 6수준에서 2.1수준으로 접근하게끔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 

다. 

2) 성인사망력의 추이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성인사망율이 모텔생명표의 사망율보다 높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reston과 Bennett의 방 

법에 의하여 산출된 1980-95년， 그리고 1985-90년 기간의 성인사망력의 

추이률 보면， 남자의 경우 만5세에 도달한 사람의 평균기대여명이 

1980-85년에 60.88세에서 1985-90년에 61. 0세로 0.22세 증가한 반면， 

10세 이후 35세까지의 평균기대여명은 1980-85년에 비하여 1985-90년에 

오히려 약간 감소되고 있다. 다만 40세 이후에서 기대여명이 소폭 증 

가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달라 1980'""85년 

과 1985-90년 기간에 모든 연령에서 기대여명이 증가되고 있어 남자와 

여자의 사망력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사망력을 동북아 모델생명표와 비교해 보면. 1980-85 

년 기간에는 남자의 펑균기대여명이 동북아 모델생명표률 100으로 했을 

때 97.7 수준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 었다 1985-90년 기간에도 100에 

대하여 97.8로 나타나고 있어， 남자사망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 

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1980-85년에 모델생명표 100에 대하여 97.9 

였으나. 1985-90년에는 101. 9로 되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남자 성인 특히 20-45세까지의 사망력은 동북아 모델생명표의 

사망수준보다는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별 인구이동 

우리나è}는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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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위 이촌향도형의 많은 인구이동이 있었다 1990년도 인구총조사 

결과 산출된 인구이동율은 1965-70년의 16.1퍼센트， 1980-85년의 22.8 

퍼센트보다 더 높은 25.0퍼센트로 지역간 인구이동율은 점점 높아져 가 

고 있다. 이촌향도의 이동경향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의 5년전 거주지 자료률 이용하여 산 

출된 시도별 전업인구 비윷을 보면， 인천직할시의 전업인구 비율이 가 

장 높아 35.1퍼센트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로서 각각 

34.8퍼센트， 32.0퍼센트였다. 여기서 전입인구라 함은 5년전의 거주지 

가 현재의 거주지와 다른 구·시·군일 때를 말한다. 만약 동일 시도내 

의 전업을 제외한 다른 시도로부터의 전입인구만을 고려한다면， 전입율 

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6.56퍼센트였고， 그 다읍이 인천직할시 

로 25.45퍼센트， 대전직할시가 20.91퍼센트였다. 서울륙별시는 오히려 

7.64퍼센트로 다른 시도로부터의 전입율은 낮았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인구집중은 경기도， 인천직할시 동 서울율 제외 

한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셔울로의 인구집중은 어느 정도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이툴 서울주변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수도 

핀의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인구구조와 분포의 변화 

고출산-고사망에셔 져출산-저사망으로의 전환은 인구의 연령구조률 

후진국형 피라미드형에서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저출 

산은 연소 부양인구 비중을 감소시킨 반면， 경제활동 연령인구의 비충 

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는 젊고 활동적인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인구구조상의 황금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추세는 향후 30년 축 2020년경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그 이후는 노령인구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됨으로 해서 이를 위한 

엄청난 사회보장비용율 지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때률 대비하여 

인구구조상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국가척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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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는 젊은 노동력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연령구 

조는 극심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한 농촌발전은 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농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의 성비구성에 있어서는 0세인구의 성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 

고 있는데， 이는 남아선호 요인에 의하여 출생시 성비가 크게 높아진 

때문이다. 태아 생갑별에 의하여 남자아이면 출산하고 여자아이변 인 

공임신중절시키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할 껏이다. 

지역간 인구분포에서는 지난 30어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 

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라 도시인구 비율이 1960년의 28.0%에서 1970년에 

는 41. 1%, 1980년에 57. 3%, 1990년에는 74.4%.로 급상승 추세를 보였다. 

도시인구 증가추이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인 

구는 1960년의 3， 609천명에서 1990년에 20， 646천명으로， 언구 30-100만 

미만의 중도시 인구는 1960년의 1 ， 393천명에서 1990년에 5， 475천명으 

로， 인구 30만 이하의 소도시 인구는 1960년의 1 ， 995천명에셔 1990년에 

6， 187천명으로， 인구 2만 이상의 읍지역은 1960년의 2， 259천명에서 

1990년에 3， 604천명으로 각각 증가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는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위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대도시외 교통난， 

주택난， 극심한 지가상승， 환경악화 동 허다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향후 도시정책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역별 언구집충도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 인 

구와 부산， 경상남도률 포함한 부산， 경남핀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 

의 60%률 점하고 있어 인구의 지역편중현상율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수도핀 내의 인구변동율 보면， 서올시의 인구증가율은 1960-66년 기 

간 동안에 7.32%, 1966-70년에 8.98%, 1970-75년 기 간에 4.75%, 

1975-80년에 3.88%, 1980-85년에 2.84%, 1985-90년에 1. 92%로 6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인구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와서는 서울주변 도시의 인구가 급증되고 있다. 수도판 인구는 이제 

중심도시인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크게 낮아진 반면， 주변도시의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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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도시발전단계상의 교외화 단계라고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노동력 인구의 구성변화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43, 410 , 899 

명중 72. 7%에 해당되는 31 ， 575 ， 873명이 15세이상의 생산가능인구이며， 

생산가능인구 중 49.9%인 15， 750 ， 691명은 유업자이고 나머지 50.1%인 

15， 825， 182명은 무업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모두 커다란 양적 변화 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본 노동력의 구조변화는 여성화， 고령화， 고학 

력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수요측면에서의 노동력 구조변화는 서버스 

산업의 고용증대， 제조업의 고용감소， 시간제 취업 및 일고의 증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에 대웅하기 위하여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율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남녀고용명동법， 호적법， 

상속법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탁아소， 유 

아원 동의 육아시설을 대폭 늘려 여성취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사회시 

설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경제가 필요로 하는 고학력확률 추구하되， 

이공계 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투자와 교수요원의 확충으로 내설을 

기해야 한다. 

소묵수준의 향상은 선진국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팽창을 초래하였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비정상적인 팽창이 너무 빨리 찾아 

왔다. 제조업의 급격한 비중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 

으로 한 기술개발촉진， 과소비적 분야의 투자자제， 과도한 임금인상 억 

제와 금융기능 강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풍의 조치가 훨요하다. 

시간제 취업과 일고의 중대추세에 원만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사내육아시설의 증대， 노인총 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취 업 재훈련제도 도입 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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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인구의 변동추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의하여 교육인구의 엄청난 팽창을 경험하여 왔다. 교육 

예산이 정부예산의 22. 8%률 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교육환경은 만축 

스럽지 못하며， 대학입시문제 둥 허다한 교육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0년대와 60년대 전반까지는 국민학교의 의무교육화와 한국전쟁후의 

베이비붐，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속된 고출산에 의하여 국민학교 교육 

인구가 급숙히 증가되었다. 이 때 교실공급이 학생수률 따르지 못하여 

콩나물 교실이 크게 사회문제화 된 척이 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 

대에 걸쳐서는 국민학교 교육인구의 증가는 크게 둔화된 추세가 되었으 

나， 이 시기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이 중학생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중학교 교육인구가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70년대 후반과 80년에 

는 고등학교 교육이 대중화되어 중학교 졸업자가 대부분 고등학교로 진 

학하여 고둥학교 교육인구의 급숙한 팽창율 가져왔다. 륙히 이 시기의 

어학생의 고동학교 진학률이 크게 향상된 것도 그 원인의 하나였다.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대학생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90년대에는 

대학교육인구의 급숙한 증가추세가 예견된다. 대학진학율이 크게 높아 

지기도 했지만， 인구요인에 의한 취학연령층 인구가 많아진 것도 중요 

한요인이다. 

교육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서도 그러하지만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농존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 

다. 국민학교 학생수는 1970-90년 기간동안에 5백 7십만명에서 4백 9 

십만명으로 감소되었지만， 6대도시에서는 1백 5십만명에서 2백 3섭만명 

으로 증가된 반면， 농촌지역은 3백 7십만명에서 1백 2십만명으로 무려 

2백 5십 만명 이 감소되 었다.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중.고동학교 학생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도시에서는 교설부촉을， 농촌에서는 교실이 남아 

돌아가는 교육자원 활용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 

구가 집중됨으로 해서 교육인구 역시 집중되고 있어 교육여건의 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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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기 위해서도 지방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이 요구된다. 

1) 노령인구와 노인복지문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960년 당시 9십만 정도에 불과했으나， 1990 

년에는 2백 1십만으로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세는 앞으로 

도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촌의 노령화는 륙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취업률이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에 비 

하여 크게 낮은 상태에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노인북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유휴상태에 있는 노인인구를 적절한 경제활동에 참어 

시킬 수 있는 대책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노인계층에 있는 인구는 과거 경제개발시기에 어려운 여 

건하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주역틀이었다는 점을 깐과할 수 없으 

며， 이틀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의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동으로 노인북지률 위한 경제척 빼택은 크 

게 증대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혜택만으로는 부축하며， 아직까지 

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계충에 대하여서는 륙별한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 이는 도시노령자에서도 그러하지만 젊은충이 대거 도시로 유입 

되고 남아 있는 농촌 노령자는 더욱 그러하다. 

8)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도시화， 핵가쭉확 그러고 여성의 출산기간 단축 동은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율율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90년 인구센서스에 의한 기 

흔여생의 경제활동양상을 보변 경제활동 연령충에 있는 기혼여성의 114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62. 2%, 영국 54.6%, 프랑스 54. 2%, 스웨벤 81. 7%, 일본 41.4%에 비하여 

매우 낮은수준이다. 

주부취업의 직종을 보면， 연령계충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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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세의 젊은 연령충에서는 기술·사무직이 20.7%, 판매·서비스가 

39. 3%, 생산·노무가 20. 8%, 농축어업이 19. 2%로 되어 있는 반면， 40-44 
세의 연령충에서는 기술사무직 비율이 크게 줄어 7. 8%이고， 반면 판매 

·서비스직이 크게 늘어 43. 0%, 생산·노무직은 21. 7%, 농축어업이 28.0% 

로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동력의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 

며， 여성 노동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 

나라 주부들의 임금고용율은 크게 저조한 펀이며， 주부의 륙수성을 고 

려하여 시간져l 취업 둥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특히 필요하다. 

륙히， 앞의 노령인구나 주부동과 같이 노동경쟁력이 부족하여 절대 

실업에 빠져있기 쉬운 인력들에 대한 륙혜적 조치는 일반노동력자률에 

서는 척은 만성적인 사장(사장)노동력을 살랄 수 있다는 점동에서 그 

효율 우위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율 

것이다. 

9) 가구구성의 변화 

오늘날의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는 가구구성에 있어서 핵가족화， 소 

가축화 추세률 나타내고 있다. 명균 가구원수는 1960년의 5.56명에서 

1990년에는 3.71명으로 줄어툴었고， 가구의 가축구성에 있어서는 부부 

만의 가구가 1970년의 6. 8%에서 1990년에는 10.7%.로 증가된 반면， 부부 

와 자녀， 부모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는 1970년의 22.1%에서 1990년에 

12. 2%로 감소되 었다. 그러고 단톡가구가 1975년의 4. 2%에서 1990년에 

는 9. 0%로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면 도 

시의 경우 부부만의 가구는 1990년에 6. 6%인데 비하여 농촌이 14.1%로 

농촌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 자녀， 부모의 3세대 가구는 

도시가 10. 6%, 농촌이 16. 8%.로 아직도 3세대 가구의 비율은 농촌이 도 

시에 비하여 눔은 편이다. 단톡가구에 있어서는 도시가 8.5%, 농촌이 

10. 3%.로 농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구성의 장래전망과 관련해서는 도시화의 진척， 국민의 소산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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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축적 태도와 핵가축화 경향，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미혼인구의 증 

가 동의 요인이 직.간접으로 영향율 주게 될 것이며， 이렇게 볼 때 21 

세기 초업까지 예상되는 가구변화는 (1)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구수 

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2)1세대가구와 단독가구의 증가， 3세대 가구 

의 감소동의 가구당 명균 가구원수의 축소 (3) 챔구성 형태에셔는 

단독가구의 급증 1세대 가구 구성비의 증가， 3세대 가구의 빠른 감소 

동의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라. 연구자 

문현상， 변용찬， 송위섭， 윤종주， 전학석 i 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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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구구조와 가구구초의 지역차애 대한 언구학적 분석과 천망 

가. 연구묵적 

우리 나라 가구구성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 

구형태별 가구수률 추계함으로서 노인복지 둥 각종 사회북지정책의 수 

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률 제공한다. 

나. 연구방법 

1) 발간된 기존자료(센서스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보고)의 재분석 

2) R. Liete가 개발한 rrpEOPLEJI에 의한 인구추계와 rrKonoJl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에 의한 가구추계작업 

다. 연구결과 

1) 우리나라의 가구주율은 1960년 이후로 모든 연령충에서 꾸준히 감 

소되어 왔는바 이것은 급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젊은 연령충의 탈 

가축현상과 출산력 저하에 의한 소가족화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다. 가구주율의 증가는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별로는 미혼의 젊은 

연령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1990년 현재의 1 ， 179.4만 가구에서 1995년에 

1 ， 275.5만 가구로， 2000년에는 1, 411.8만 가구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성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보는 2020년에는 2， 000만 가구률 

념어서게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가구수는 인구보다 빠른 숙도로 증가 

하여 결과적으로 명균가구원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1990년 현재의 3.63 

명이 2000년에는 3.43명으로 줄고 2010년에는 3.18명， 2020년에는 2.79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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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추계결과를 보면 각 지역의 가구주수 증가율이 동일하지 않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단연 두드러진 신장율을 보인 

것으로 추계되 었다. 경북은 1990년의 78.8만 가구에서 2000년의 120.3 

만 가구로 늘어남으로써 구성비가 6.9 퍼센트에서 8.3 퍼센트로 크게 

늘어냈다. 다음으로 가구수의 신장이 두드러진 곳은 인천으로 1990년 

의 48.5만에서 2000년의 65. 7만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정기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서울과 대구도 우리나라 전체 신장율 28.4 퍼 

센트보다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축 수도권과 대구·경북지역의 가 

구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전라남도률 제외하면 그외 시도의 가구주 

증가율은 전국 신장율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이다. 전남은 1990년의 

90.8만에서부터 10년간 증가가구수가 6만에도 못 미쳤으며 그 구성비도 

1%.포인트 이상 감소되었다. 

4) 가구형태별 추계결과률 보면 혼자사는 소위 단톡가구가 꾸준히 증 
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축 1990년에 100만 가량이먼 것이 1995년에는 

139만 가구로. 2000년에는 180만 가까이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형제 

자매와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가혹의 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1990년에 122만 가량이던 이 형태의 가구수는 1995 

년에 154만으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194만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계되 

었다. 가구주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다세대가구의 수는 1990년의 744만 

에서 1995년에는 833만. 2000년에는 916만 가구로 크게 늘어 날 전망이 

다. 직계가혹이 주류률 이루고 있는 부모부양 다세대가구주의 수는 

1990년에 151만이 었는데 1995년에는 동얼하고. 2000년에 152만으로 근 

소한 차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혈연가구는 계숙 감소할 것 

으로추정되었다. 

5) 60셰 이상의 노인가구를 추정하면 1990년에는 단독가구주의 약27퍼 

센트가 노인이었는데 비해 2000년에는 32퍼센트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규모도 1990년에 17만을 웃툴먼데서 2000년에는 세배가 훨 

씬 넘는 약6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펀 노인 1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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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률 보면 1990년에 약 36만에서 2000년에는 무려 81만 가구에 육박 

한다. 자녀의 부양을 받는 노인률의 수는 1990-1995년간 67만에서 44만 

으로 크게 줄어들고 2000년에는 49만으로 약간 늘기는 하지만 전체 노 

인인구에 대한 비율로 따진다면 11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줄어들것으로 

추계되었다. 이것은 노인부양을 자녀를 위시한 가촉에게만 얼임하는 것 

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올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노 

인률만 같이 사는 1세대가구나 부모률 모시지 않는 가구의 수도 계숙 

늘어날 것이지만 전체가구수의 증가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노인이 노 

인율 모시는 식의 부모부양 노인가구주는 전체 노인가구증가에 비해 빠 

른 숙도로 증가할 것율 보여주었다 

7) 가구규모별 가구구성을 보면 2인가구는 1990년 157만 가구에서 

1995년에 약 189반 가구， 2000년에는 약 218만 가구로 늘어 날 전망이 

다. 3인 가구는 2인 가구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함을 보여 1990년에 약 

216만이댄 3인 가구는 1995년에 약 266만으로， 2000년에는 312만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는 가장 전형적인 가좁규모로 가장 빠른 숙도로 증 

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흑 1990년에 약 335만 가구 가량이먼 것이 

1995년 약 414만 가구， 2000년 약 485만 가구로 10년간 무려 150만 가 

구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4명 이하의 소규모 가구가 전체가구수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대규모 가구는 그 비중이 낮아질 것이 확실 

시 된다. 5인 가구는 1990년 약 214만 가구에서 1995년 약 225만 가구， 

2000년에 약 258만 가구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구성비는 1990년의 21퍼 

센트에서 1995년 20퍼센트， 2000년에 18퍼센트로 낮아지는 형세다.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경우는 구성비는 물론이고 그 절대수도 크게 줄어드 

는 양상을 보인다. 륙히 6인 가구의 수는 1990년에 약 67만 가구에 이 

르렀는데 1995년에는 35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0년에는 18만 가 

구로 격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8) 가구규모별로 가구형태를 보면 2인 가구는 l세대가구가 착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3인 가구는 부모비동거 가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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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백분비 가 1990년 약 89퍼센트， 1995년 약 90퍼센트， 2000년 

91퍼젠트 가량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4인 가구 역시 부 

모를 모시지 않는 다세대 가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5인 가구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비중이 1990년의 114에서 2000년의 113로 크게 

신장되리라는 것이 두드러진 추계결과이다. 

9) 흔인상태별로 가구수률 보면 남자는 유배우 가구주수가 1990년에 

872. 7만에서 1995년 980.5만， 2000년 1084.3만으로 늘어나며， 사별 가 

구주수는 1990년에 약 20만에서 1995년 27.2만， 2000년 38.4만으로 10 

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되 대부분이 노년층에 집중되며 이흔한 가구주수 

역시 10년간 두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게되었고 미혼 가구주는 

1990-2000년간에 1. 3배 가량 늘어난다. 여자는 가창 큰 비증을 차지하 

는 사별 가구주의 수가 10년간에 두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어 

1990년에 100.6만에서 1995년에 132.2만으로， 2000년에는 192만으로 크 

게 늘어나며 이흔한 가구주수는 1990년 현재 10만에 약칸 못미치는 정 

도이나 2000년에는 21만율 냄어셜 것이며 미혼 가구주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눈에 띤다. 

10)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유배 

우가구주가 1990년에 101만 가량에서 1995년에는 126만 가량 될 것이 

고， 2000년에는 162만에 이룰 것으로 추계되었고 사별 가구주수도 절대 

수는 크지 않지만 유배우 가구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1990-2000년칸에 두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유배우 

가 1990년의 3.1만에서 1995년에 2.6만으로 다시 2000년에는 2.3만으로 

줄어률 것으로 추게되었고 사별 가구주는 엄청난 숙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990년에 45.6만 1995년의 69.6만을 거쳐 2000년에는 112만에 

이를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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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적 제언 

1) 1990년 부터 2000년 까지 매년 증가되는 가구수는 27-28만 가구로 

서 현재의 주택보유율율 유지하려면 이 정도의 주택을 매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가구 규모 축소에 맞추어서 신축하는 주택 

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단독가구』나 자녀가 없는 『부 

부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인구계충을 위한 주택 건설도 바 

람칙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구규모가 주택규모의 결정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독가구는 다른 가구와 한 주택 안에서 동거하 

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장래의 우리나라 가구변동에서 가장 뚜렷한 전망 중의 하나가 노인 

가구의 증가이다. 노인가구는 대부분이 자녀들이 장생하여 떠나간 소위 

“빈 둥지 (empty nest)" 가구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 

하다. 상대적으로 노인으로서 가구주이거나 노인 가구주의 배우자가 자 

녀들로부터 경제적인 부양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 

은 정부의 국민북지의 향상 정책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취약계층이 아 

닐 수 없다. 특히 노인가구 중에 남펀과 사멸하고 흔자서 혹은 부양가 

축율 거느리고 사는 여자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 

지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자에 비 

해 상대척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주택 및 노인복지 동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 

요한 주요 지표를 제공한다. 

바. 연구자 

조대회，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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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촌가구의 구조척 륙생과 부양혜계애 관한 연구 

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족 부양체계의 개션에 필요한 정책자료률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자료률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의 가구 빛 가촉구조 

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농촌의 가축 구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둘째， 가족원간의 도움 및 지원 측면에서 가족 형태에 따라 가구주 

와 가족원， 특히 노부모와 자녀틀간의 교류와 상호 작용의 실태를 분석 

한다. 

셋째， 노인가구의 형태에 따른 노인부양의 실태와 부양에 대한 태도 

의 변화를 파악하고 가족부양쳐1계가 노인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촉을 

주고 있으며 이들 노인들이 기대하는 가축부양의 형태를 규명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대도시 

인근마을， 2) 중소도시 인근마을， 3)전형적인 농촌마을， 4)산간 및 해 

안마을 동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 

사대상지역은 3개 도에서 5개 군을 선정하여 용인군과 청송군은 각각 4 

개 마을l 영일군과 검제군은 각각 3개 마율， 그러고 남양주군은 2개 마 

율을 선정하여 전체 167ij 마을을 조사지역으로 하였으며， 마올단위 가 

구수는 대개 60-707규 정도였다. 조사대상가구는 16개 마을의 모든 가 

구가 포함되었으며 그 수는 약 1 ， 100가구였다. 또한 대상가구 중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가구는 노인부양자와 노인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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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사대상지역별 조사완료건수 

노인 노인 비노인 

조사조사 

완료미완 가구 

7규·건수 

조사 조사 

미완료완료 

7규 가구 총계 단독부양 

노인노인 

노인조사 싸
%
 
까
 수 

조사지역 

때
 mm 

@
∞
 때
 깨
 
m뼈
 

’t 
nJ 

n
ι
 
1l 

?“ 

파
 때
 

때
 때
때
 
때
 째
생
 

잃6 122 58 64 

156 77 25 52 

220 132 66 66 

274 146 89 57 

207 128 67 61 

1,093 605 305 3때 

mu 

1 

8 

n 
8 

잃
 

용인군 255 

남양주군 157 

청상북도 영일군 228 
청송군 291 

전라북도 김째군 215 

총 건수 1,146 

청기도 

15 

다. 연구결과 

륙성 

우리 나라 도시인구의 비율은 1966년도에 33.5퍼센트였으나 1990년대 

에는 74.4퍼센트로 증가한 반면에 농촌인구는 계속적인 감소현상을 나 

타내고 있다. 인구구조는 1960년도에 14셰 이하 유년인구가 43.0퍼센 

트였고， 65셰 이상의 노년인구는 3.3퍼센트로 총부양비가 86.0퍼센트이 

었다. 그러나 14세 이하 유년인구는 계숙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증가하여 1990년 14세 이하 유년인구는 25. 7돼센트였고， 

65세 이상의 노년언구는 5.0퍼센트로 총부양비는 44.2퍼센트로 매우 낮 

아쳤으나， 상대척으로 노인부양비는 그 감소폭이 척었다. 축 65세 이상 

의 고령인구에서 군부는 9.1퍼센트로 시부의 3.6퍼센트에 비해 훨씬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유년부양비에서는 시부와 군부가 거의 비슷한 수준 

이지만(시부 37. 6%, 군부 35.1%) 노년부양비에서는 군부는 13.4퍼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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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부의 5.1퍼센트보다 아주 놓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인구에서는 노 

명화의 심각성울 지적해 주고 있다. 가축규모 및 가축구조는 전통적으 

로 확대가촉인 3세대이상가구가 주류률 이루어왔으나 도시화와 산업화 

에 따라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1세대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세대구성 

을 보면 1966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해당 년도의 세대구성비율에서 2세 

대가구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1세대가구는 1966 

년 5.5퍼센트였으나 1990년에 9.0퍼센트로 증가한 반면 3세대가구는 

1966년도의 23.3퍼센트가 1990년에 12.2퍼센트로 상당한 감소현상을 보 

이고 있다. 시부와 군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어 1966년도의 1세대 

가구의 비율은 시부가 7. 7퍼센트인데 군부에서는 4.2퍼센트로 오히려 

시부의 1세대구성 비율이 놓았다. 반면에 1990년도의 1세대구성 비율은 

도시가 9.6퍼센트인데 군부는 무려 14.1퍼센트로 상당한 차이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3세대가구는 1966년도 시부가 15.2퍼센트인데 군부 

는 27.8퍼센트. 1990년도에는 시부가 10.6퍼센트， 군부가 16.8퍼센트로 

최근에 와서 시부와 군부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지만 군부지역의 3세대 

구성 비율의 감소가 더 심하였다. 가축규모에서도 본 조사의 명균 농촌 

가구원은 3.4명(남자 1. 6명， 여자1. 8명)으로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3. 7(군부 1990년도)명과 비하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촉규모의 감 

소현상율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 명균가구원수는 노인부양가구와 비 

노인가구가 각각 4.9명과 3.6명으로 단톡노인가구의 명균가구원 1. 8명 

보다 반 이상이나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변. 전체 노인가구 증 가축과 함께 사는 동거노인가구 

는 48.5퍼센트， 노인단독가구는 51. 5퍼센트였고， 그 중 노인부부가구가 

24. 7퍼센트， 노인독신 및 기타단독가구가 각각 18.0퍼센트와 8.8퍼첸트 

로 나타났다. 농촌가구의 노령화，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이 급 

속하케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의 노인가구의 증가는 농촌의 젊은충이 

도시로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틀 전출자의 륙성에 따라 그 원인 

을 살펴보았다. 전출자의 전출시 연령은 88.6퍼센트가 20대 이하였고， 

그중 19세 이하에서 전출한 경우도 30퍼젠트에 이르고 있었으며， 남녀 

에 따라 큰 차이 없이 모두 20대의 젊은 사람이 가장 많이 전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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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출시기는 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전체 전출자의 45퍼센트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하면 90년대에서도 큰 변화 

없이 전출자는 많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20대 이하 전출자률의 

천출이유률 살펴보면， 결혼이 47.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취 

업으로 이 두가지가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자의 성별로 보 

면 남자의 경우는 취업이 51. 4퍼젠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결혼으로 

27.8퍼젠트， 그러고 취학도 13.1퍼센트였다. 여자의 정우는 결혼이 

67.2퍼센트로 과반수률 훨씬 념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은 32. 7퍼센트 

로 남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가축부양자의 륙성과 부양실태 

(1) 부양자의 노인부양실태 

노인과의 대화는 절대 다수인 95퍼센트 이상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라고 웅답 

한 경우는 부양자에 따라 달라서 장남부부와 미혼자녀가 높아 각각 

39.5퍼젠트와 38.6퍼센트로 기타 아들부부의 31. 0퍼센트보다 약 7.6퍼 

센트 포인트에서 8.5퍼센트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양자 

와 노인과의 대화에서 과반수가 냄는 60퍼센트는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고 하였고， 그 어려움은 부양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대화가 찰 롱하지 않아서’， ‘ 성격상의 차이’， ‘ 대화할 시간이 없 

어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집안일율 결정할 때 노인과 가끔 

또는 자주 상의하는 경우가 절대다수(84. 3%)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 

과 동거하면셔 노인으로부터 받는 도옴은 거의 80퍼센트에 달하고 있으 

며， 부양자에 따라 그 비율은 약간 차이를 나타냈다. 장남부부는 가사 

일룹기 (52. 2%) , 농사일룹기(42.7%) ， 손자녀 돌보기 (32.5%)이었고， 장남 

이외의 아들부부는 가사일 둡기와 손자녀 톨보기가 51. 7퍼센트로 동일 

하고 농사일 둡기 (34.5%)가 그 다음이었다. 미혼자녀가 노인부양자인 

경우는 정신적인 의지가 61. 4퍼센트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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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사일 돕기가 54.4퍼젠트， 경제척 도옵이 45.6퍼센트 풍의 순위이 

었다. 노부모 부양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68.9퍼센트로， 그 내용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고부간의 갈 

둥과 노인의 건강문제를 지척하고 있다. 노인부양에서 어려움이 있율 

때 의논상대로는 배우자가 과반수(52. 5%)이상으로 주 의논상대가 되고 

있으며 형제 및 친척이 그 다음으로 26.1퍼센트였다. 반면에 전문상담 

요원과 의논하는 경우는 11.4퍼센트에 불과하였다. 

(2) 부양자의 노후부양에 대한 태도 

부양자가 노후에 스스로 자기부양율 원하는 비율은 47.5퍼센트였고， 

자녀와 떨어져 살면서 부양 받고자 하는 비율이 19.3퍼센트였다. 그러 

고 현재 노인율 모시고 있는 장남부부와 그외 이틀부부들ξ 노후에 자 

식률과 별거률 원하는 비율은 각각 73.4퍼센트와 72.4퍼센트로 절대다 

수률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되므로서 자식과의 

심적 부담이 없고 가정불화를 피할 수 있다는 비율이 51. 5퍼젠트와 

17.0퍼첸트로 가정 내 가축간의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 

제적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비율도 22.0퍼센트였다. 반면에 부양 

시설율 이용하고 싶다는 비율은 7.4퍼센트로 아주 낮았고 부양자에 따 

라서는 그외 아률부부가 12.1퍼센트로 가장 높고 장남부부가 5. 7퍼센트 
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양자에서도 부양시설 이용에 대 

한 태도는 매우 낮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노인생활 및 부양실태 

(1) 노인의 경제활동 빛 경제적 부양실태 

농촌노인의 61퍼센트가 일을 하고 있으며， 가쭉동거노인은 53.8퍼센 

트가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단독가구의 노인은 68.1퍼센트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일율 하는 이유는 생계비나 용돈마련이 65.0퍼센트인데 비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일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일손이 바빠서 퉁이 이 

유인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얼율 하지 않고 있는 노인률이 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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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유는 힘에 겨워서 ( 46.1%)와 건강상태가 나빠서 (43. 8%)동 신체적 

으로 일율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자녀와의 동거가구의 

노인들은 대부분의 생계를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가구의 생계를 

노인이 책임지고 있는 윷은 17.3퍼센트로 여자노인이 11.6퍼센트， 남자 

노인은 34.3퍼센트였다. 그러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노인률의 소득은 

반수정도는(50. 0%) 대개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틀 노 

인의 약 70퍼센트는 자녀의 지원율 받고 있었다. 한편 노인자신이 가족 

의 생계률 책입질 수 없는 많은 노인들의 85. 7퍼센트가 동거자녀의 도 

움율 받고 있었다. 노인단톡가구에서 노인들의 생계를 노인스스로 해결 

하는 비율은 68.1퍼센트로 대부분이지만 그충 과반수가 냄는 노인들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낮다. 그러나 그률 충 70퍼센트는 다른사람 

의 도움율 받고 있었으나 30퍼센트는 못 받고 있었다. 다른사람의 도움 

율 받고 있는 노인의 84.2퍼센트는 자녀이었고 공적부조에 의한 도옴은 

25.3퍼센트였다.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31. 9퍼센 

트의 노인들은 대부분(89. 0%). 다른사람(또는 기환)의 도움올 받고 있 

었는데 역시 자녀의 지원이 64.9퍼센트였고 공척부조률 받고 있다는 율 

이 37.5퍼센트였다. 이웃.친척 및 지역사회조직이나 단체의 도옴은 10 

퍼젠트 이하의 척은 수치였다. 

(2) 노인의 건강상태 빛 의료서비스 

농촌노인의 대다수인 74.8퍼센트가 일상생활율 할 수 있지만 몸이 불 

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일할 수 없율 정도로 심하게 아푼 노인이 

12.4퍼첸트였다. 노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은 3개월 이상 계숙 앓고 있 

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며 이률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율은 86.6퍼센 

트였고 13.4퍼센트는 전혀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료률 받은 경혐 

이 있는 노인률도 심하게 아플 때만 가픔 치료률 받는다는 율이 59.0퍼 

센트였다. 또한 가축동거노인의 건캉상태는 단톡노인에 비해 좋은 것으 

로 나타녔으나， 환자노인의 치료경험율(동거노인 36%, 단톡노인 45%)은 

오히려 낮았다. 노인들이 앓고 있는 주요 질환은 신경통(50. 8%). 관절 

염 (20. 2%)， 고혈합(14.6%) ， 해소 및 천식 (8. 2%)풍의 순이며 중북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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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고 있는 노인들도 적지 않았다. 치료받은 의료기관은 47.5퍼센트가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이 많았고 

약방이나 기타 의료기관 이용율은 낮았다. 아플 때 노인들의 약 과반수 

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치료비 부촉과 간병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가족동거노인에서는 ‘치료비가 부축하다는 옳이 

14.8퍼센트인데 단톡노인은 26.0퍼센트였고， 간병인이 없다는 율은 가 

혹동거노인이 8.3퍼젠트인데 비하여 단독노인은 31. 3퍼센트로 나타나 

단톡노인의 어려움이 더 심하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노인보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 더 많아 전체노인의 62퍼센트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몸이 불펀하다고 하였고，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율 만큼 심하게 몸 

이 아프다는 비율이 12퍼센트였다. 폼이 아푼 노인들은 84퍼센트가 치 

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심하게 아플 때 가끔 치료받고 있었 

다. 그리고 노인들의 대부분(57. 0%)은· 동반자없이 혼자서 치료받으러 

갔으며 아들과 며느리가 동반하는 율은 35.0퍼센트였다. 

노인이 입원 또는 수술율 받을 때에는 전적으로 동거가축의 간호/수 

발율 받고 있었으며 치료비는 대개(64.6%) 동거자녀가 부담하고 있으나 

남자노인에서는 노인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38.4퍼센트로 매 

우 컸다. 그러고 봄이 아풀 때 노인단독가구에서는 환자의 간호， 수발 

을 대부분 배우자가 하고 있었고， 이웃.친척과 기타 관련요원 도움은 

아직도 소수이었다. 그러나 간호/수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22.0퍼센트로 거의 114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70세 이상 

고령의 노인틀이고 흔자 사는 여자노얀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단독노인률의 87.9퍼센트가 가촉의 간호/수발을 원하고 있는 노인률의 

기대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노인들이 몸이 불펀하거나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때문에 상당수의 노인들은 치료률 받고 있었다. 이 때 노인환 

자의 69.3퍼센트가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노인의 

배우자가 16.5퍼센트로 가족， 이웃 및 기타 전문요원의 도옴을 거의 받 

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질병이 수술이나 입원율 받아야 할 

만큼 중환일 때 입원 및 치료비 부담은 노인 스스로의 부담이 33.3퍼센 

트였고 비동거자녀가 37.0퍼센트였다. 또한 간호 및 수발에서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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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녀가 85.2퍼센트로 주였고 그 이외의 다른사람의 도움은 미약하였 

다. 

(3) 노인의 가정생활 빛 부양실태 

가축동거노인의 대부분인 69.9퍼센트는 가혹과의 동거에 어려움이 있 

다고 호소하고 있었으며， 그 어려움은 경제척 문제 (24. 3%)가 가장 비중 

이 컸고， 건강이 나빠서， 가사일율 롤보지 못하는 어려옵(17.4%)과 가 

축간의 생격차이 죽 고부간의 갈둥(12. 3%)퉁이었다. 단톡가구노인 생활 

의 어려운 점은 역시 경제척인 문제 (36.1%) ， 고톡감과 외로움(18.1%) ， 

가사일이 힘듬(15.5% )， 불펀할 때 간병(13.1%) 둥이었다. 이러한 어려 

움율 노인들은 주로 자녀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38. 2%)를 통해셔 

해결하고 있으며 이웃 및 친척의 도옵(15.1%)에 의해 해결한 비율이 많 

았다. 그러나 노인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서 참고 견디는 노인이 22.3퍼 

센트였다. 어려움의 해결방안에서 경제적 어려옵과 가사얼이 힘에 겨운 

것 동의 문제는 자식이나 친구 및 이웃에 의해서 해결하는 비율이 각각 

34.6퍼센트와 37.6퍼센트인데 노인이 참고 견디는 비율이 각각 28.2퍼 

센트와 30.0퍼센트였다. 상대적으로 아플 때 간병인이 없다와 고톡 빛 

외로옵의 문제는 각각 74.3퍼센트와 60.4퍼센트가 자녀와 이웃에 의존 

하였고 노인들이 참고 건디는 비율은 각각 17.1퍼센트와 22.9퍼센트로 

낮아 경제적 그리고 가사일이 힘에 거운 것 동의 문제는 노인들 자신이 

해결활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고독감 및 외로움과 간병인이 없 

는 경우는 아직도 자녀와 이웃 및 친구의 도옴으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읍율 알 수 있다. 노인의 여가생활은 가축 및 친지의 방문(58.6%)과 

라디오/TV 시청 (56. 5%)이 여가활동의 주요 방법이었으며， 노인정 또는 

기타 노인시셜의 이용(19. 8%)과 지역사회의 조직 빛 모임(계)에 참석 

(8. 8%)동은 아주 미 약하였다. 

(4) 노인가구 가구형성 빛 희망부양형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동거이유는 장남이기 때문에 같이 산다 

는 경우가 반수이상(56. 3%)이며， 미혼자녀이기 때문이 그 다음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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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현재 자녀와 함께 사는 동거노인의 86.2퍼센트가 앞으로 계속동 

거를 기대하고 있고， 떨어져 살겠다는 17.4퍼센트의 노인 중 대다수인 

8.5퍼센트는 미흔자녀가 결흔한 후 독립해 나가는 경우였고， 그 이외의 

소수에 해당되는 4.3퍼센트의 노인은 떨어져 사는 것이 편해서률 이유 

로 하고 있어 가족 내 동거의 어려움율 내세우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노인단톡가구의 형성은 자녀의 결흔으로 세대분리에 따른 톡립가구형성 

이 가장 큰 이유이며 전체의 32.4퍼센트였고， 직장 및 교육으로 언한 

것이 17.4퍼센트로 노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었다. 그러고 재산의 

관리 및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또는 자녀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성격 

의 차이 및 혼자 사는 것이 펀해서 둥 31. 4퍼센트가 노인자신의 개인적 

인 이유였다. 그 외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근거지를 떠나기 싫어서 또는 

세대칸의 가쳐관차이에서 오는 가축과의 갈동이나 자녀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동 노인의 개인척 이유로 자녀와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도 그 수는 적었다. 그렇지만 단톡노인이 원하는 부양형 

태는 이툴의 과반수이상(51. Q%)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남과의 동거률 원하고 있었다. 노인이 원하는 부양의 형태 

는 51. 0퍼센트가 자녀와의 동거률 원하고. 28.2퍼센트의 노인이 자녀와 

의 별거부양율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기부양을 원하는 노인이 11.3 

퍼센트였다. 그러고 아률이 없율 때 노인들의 45. 7퍼센트는 노인 스스 
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건강이 나빠져 체력에 한계를 느껄 

때는 딸에게 의지하겠다는 율이 22.1퍼센트이지만 딸과 함께 살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노인은 13.0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라. 정책적 쩌l언 빛 기대효과 

1) 농촌지역의 문제는 곧 노인들의 문제이고 노인문제는 가족부양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부양문제의 심각성율 나타내고 있다. 노인부 

양의 형태는 부양의 형태로 동거자립， 동거의존， 단톡자립， 단독의존 

풍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거의존형은 가촉 내에서의 노인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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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부양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태도의 변화에 역점율 두어야 하 

고， 동거자럽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우션되어야 하고， 

자립형 단톡노인가구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노인의 건강문제가 증시되 

어야 한다. 의존형 단독가구노인은 지역사회나 정부의 공척부조의 대상 

이 되고 있어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 부양자인 자식틀이나 피부양자인 노인율 막론하고 함께 살면서 자 
녀의 동거부양을 원하고 특히 장남의 부양울 기대하고 있어 지금도 노 

인부양의 기본형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어 현재 자녀 중심의 부 

양은 가쭉구조에 맞게 조정하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의 젊은 

충이 분거 및 분가의 형태로 도시로 이동하여 노인툴만 농촌에 남게 되 

므로 자녀와의 별거는 불가피하게 되고 있어 별거가축에 의한 노인부양 

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구와 노인가구와의 

지리척 근접생은 가혹과의 상호관계와 부양의 질에 크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비록 거처를 탈리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가까운 인접지역 내에 

서 부양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창알선， 주택의 형태와 자금지원， 

생활자금동율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기본적인 의료시설 빛 자원 

봉사자들을 연계시킨 노인주택단지(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률 형성시 

키는 방안도 있율 수 있겠다. 

3) 가정 내 중요한 일이나 어려움은 부양자와 노인과의 대화나 협의률 

거쳐 주로 가족내에서 해결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참고 건디면서 지내고 있어 부양자와 노인과의 정선적 부담과 

가촉간에 갈동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의논대상을 가촉에 한정시 

키지 말고 이웃. 친구 빛 지역사회로 그 범위를 넓혀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자료와 함께 프로그 

램율 개발해야 한다. 이률 위하여 가정북지 전문요원을 활용토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건진료원이나 통합보건요원의 업무를 확대하여 그 

툴로 하여금 상탑교육 및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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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붐이 아프다는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섬한 질환율 앓고 있는 노인도 12 

퍼센트에 탈하고 있다. 가좀동거노인은 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지 

만， 노인단톡가구의 노언은 치료비를 본인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가 많고 수발， 간호 빛 간병 동 도와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 노인스스로 

참고 건디거나 혼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노인 

들의 건강을 수시로 감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율 이웃， 친구 및 

지역사회조직이나 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자율적인 체제구축이 이루 

어져야 하고 특히 와병중인 노인들의 재가치료와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서 가정간호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5) 농촌노인틀의 역할은 주로 가사얼 룹기， 농사일 톱기， 손자녀 톨보 

기 퉁이며 여가활동은 TV. 라디오 동 주로 가정내에서 7댐률과 한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정 이외 이웃， 친구 및 지역 사회 조직이나 단체 

에 참어하는 척극적인 사회활동이나 정서활동이 매우 부축한 상태에 있 

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척웅할 능력이 부족해 고독감， 소외감 둥 정서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되 

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조직이나 모임둥에서 노인들이 참여해서 여가 

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노인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6) 가촉구조와 부양체계는 지역 또는 대상계충에 따라서 그 유형을 달 

리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사회경제적 

륙성이 농촌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총합적인 가축 

부양 실상율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가촉구조와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연구자 

김웅석， 이상헌， 김승핀， 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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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구단위조사 다묵적 기본표본셜채 

가. 북척 

그 동안 연구초사가 있율 때마다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사용하였 

읍으로， 그때마다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율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이 

짧아 애로가 많았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적어도 4-5년간 각종 통계조 

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않은 수의 기본 표본조사구률 추출하여 놓고， 

조사가 있율 때마다 수시로 기본 표본조사구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실사 

표본조사구률 추출하여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절 

감되고 단기간 내에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간 보건사회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종 가구단위 통체초사에 함께 활용할 수 있 

는 다몹척 기본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나. 표본조사구 추출 내역 

1) 기본자료 1990년 언구총조사의 조사구 자료(185， 149개 조사구) 

2) 표본규모 : 각 시도의 시부·군부별 주택의 종류률 골고루 반영시 

켜 1. 12% 에 해당하는 2， 070개 초사구률 추출 

조사구당 
지역 조사구수 가구수 

명균가구수 

시부 1, 180 74 , 383 63 
군부 890 49 , 262 55 

계 2, 070 123, 64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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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3년도 활용 실적 

보건사회부(보건국 보건교육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5년마다 표본율 

개편하여옹 국민영양조사의 표본율 개편하여 제공 

라. 기대효과 

보건사회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가구단위 통 

계조사의 표본조사구를 단기칸에 준비하여 제공 

마연구자 

계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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