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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묶은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창간되어 이제 100호를 넘어 119호에 이르고 있는 『보건·복지 Issue & 

Focus』는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주요 조사결과, 정책자료, 해외 정책동향 등을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에게 신속 간편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일반 국민

에게도 보건복지 관련 등 정보가 알려지고 정책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1차 보고서에 이어 2010년 4월

부터 2011년 말까지 자료를 모아서 편집하였다. 보건복지분야의 환경변화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결정권자, 실무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모두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궁극적

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많은 연구진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바쁜 중에도 

정기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 연구자들과 한 권의 보고서로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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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1. 민간의료보험 가입 일반 현황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1970년대 부인병보험과 성인병보험부터 시작되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며, 상품 종류에는 일반질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종신/연금보험 내의 의료특약 등이 있음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는 77%를 상회하고 있음

·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77.03%,	77.79%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가구 당 평균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

▶ 2008년에 3.48개에서 2009년에는 3.62개로 증가함

   가구 당 월 평균 납입료

▶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당 월평균 보험료는 종신/연금보험을 포함한 경우에는 271,969원(2008년) 

→  276,638원(2009년), 종신/연금보험을 제외한 경우에는 175,294원(2008년) → 176,655원(2009년)

으로 증가하였음

▶  이를 조사대상 총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지불하는 월 납입료는 종신/연금보험을 포함한 경우에는 

206,908원(2008년) → 213,626원(2009년), 종신/연금보험을 제외한 경우에는 128,730원(2008년) → 

132,192원(2009년)임

구분 2008년 2009년

가입  77.03 %  77.79 %

미가입 22.96 % 22.21 %

가구 당 평균 가입개수 3.48 개 3.62 개

조사대상 총 가구 수 7,006 가구 6,300 가구

총 가구 당 월평균 보험료* 128,730 원 / 206,908 원 132,192 원 / 213,626 원

가입 가구 당 월평균 보험료* 175,294 원 / 271,969 원 176,555 원 / 276,638 원

<표 1> 민간의료보험 가입 일반현황

주:  보험료 납부기간이 완료되었으나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는 보험, 종신/연금보험에서 특약의 형태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포함되었으며,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실효된 경우는 제외하였음

  * 월 평균 보험료의 앞에 제시된 액수는 종신·연금 제외, 뒤에 제시된 액수는 종신·연금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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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구원수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가입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1인 가구 중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 2인 가구는 약 60%, 3인 가구는 80% 중반,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90%를 상회하며 가입 개수는 5개를 초과함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고, 가입 개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월보험료

도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입률의 경우, 1천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 미만임에 비해, 3천만 원 이상의 가구는 90%를 상회하고 있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들이 지급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약 8만 원 정도를, 3천만 

원 이상의 가구들은 1천만 원 미만의 가구들보다 2배 이상을 납입하고 있음

구분 2008년 2009년

가구원 수 가입개수(개) 가입률(%) 가입개수(개) 가입률(%)

1인 0.80 40.48 0.86 42.91

2인 1.67 60.67 1.71 61.28

3인 3.41 84.10 3.63 85.83

4인 5.16 92.58 5.44 93.74

5인 5.46 91.80 5.78 93.32

6인 이상 5.75 92.65 5.81 93.96

계 3.48 77.03 3.62 77.79

<표 2> 가구규모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보험 가입개수

주: 해약, 실효, 이전조사에서 누락된 보험은 제외하였음

구분 2008년 2009년

가구소득(연소득) 가입개수 가입률(%) 월보험료(원)* 가입개수 가입률(%) 월보험료(원)*

1천만 원 미만 0.82 36.76 84,961 / 111,127 0.85 37.59 78,766 / 109,688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2.04 66.89 122,776 / 164,288 2.03 66.25 115,060 / 156,849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3.60 85.48 163,360 / 236,640 3.42 84.03 159,195 / 230,299

3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4.51 93.07 186,980 / 286,176 4.63 93.80 192,655 / 289,827

4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5.09 94.47 192,474 / 315,000 5.28 94.97 208,091 / 335,590

5천만 원 이상 5.61 93.79 235,876 / 402,481 5.90 95.97 229,204 / 398,454

계 3.48 77.03 175,294 / 271,969 3.62 77.79 176,555 / 276,638

<표 3> 가구소득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월보험료

* 앞부분에 제시된 액수는 종신·연금 제외, 뒤에 제시된 액수는 종신·연금 포함, 즉 종신·연금제외/ 종신·연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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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입 및 해약 이유

   민간의료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가구들의 가입 이유는 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제시한 신규가입 이유로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 46.31%,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가 35.48%에 이르고 있음

▶  이 밖에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가 7.86%,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가 7.38%를 보임

   민간의료보험을 해약한 이유로는 주로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과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범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기인함

▶  민간의료보험을 해약한 가구들의 응답을 보면,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가 37.12%로 가장 높으

며, 이어 ‘민간의료보험에서 급여하는 질환/보상범위가 너무 협소해서’가 29.31%로 나타남

▶  ‘수령한 보험금이 의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도 19.39%에 이르고 있음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입 이유 %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35.48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6.31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1.07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7.86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 7.38

기타 1.90

<표 4>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입 이유(N = 840)

민간의료보험 해약 이유 %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 37.12

수령한 보험금이 의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19.39

본인의 의료이용이 많지 않아서 1.18

보험에서 급여하는 질환/보상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29.31

높은 보험료에 비해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어서 5.20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민간의료보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0.47

기타 7.33

<표 5> 민간의료보험 해약 이유(N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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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족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민간의료보

험을 가입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만족스럽지 못해 해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경제적 이유와 보장성의 부족으로 신규 가입하지만, 해약자의 대부분이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과 보

상범위의 협소함 때문인 것으로 제시됨

3. 사회경제적 특성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60~70세 연령대에서의 가입률은 50.23%로 전체 평균인 약 67%에 비해 17% 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 

며, 70~80세의 가입비율은 15.24%, 80세 이상은 1.39% 정도에 그치고 있음

   장애여부, 경제활동 유무, 가구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에는 33.41% 정도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장애인의 69.15%는 하나 이

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은 각각 71.60%와 55.85%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가구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의 가구원은 31.63%, 1천만 원~2천만 원의 경우에는 49.89%, 2천만 원~3

천만 원의 경우에는 66.82%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민간의

료보험 가입률이 81.19%에 이르고 있음

구분
미가입 가입

전체
가구원수 % 가구원수 %

성별
남 3,118 32.39  6,507 67.61 9,625 

여 3,262 32.57 6,754 67.43 10,016 

<표 6>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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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의료보험 종류별 월평균 보험료 및 가입분포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개당 평균 월평균 보험료는 2008년 기준으로 53,549원으로 나타남

   일반질병보험이 52.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 보험료는 51,921원 정도임

   두 번째로 많이 가입한 보험은 상해보험으로 19.40%의 비중이며, 월평균 보험료는 38,790원에 이르고 있음

구분
미가입 가입

전체
가구원수 % 가구원수 %

연령

10세 미만 392 17.89 1,799 82.11 2,191 

10~20세 759 27.61 1,990 72.39 2,749 

20~30세 767 34.71 1,443 65.29 2,210

30~40세 628 21.16 2,340 78.84 2,968 

40~50세 621 19.99 2,486 80.01 3,107 

50~60세 583 23.63 1,884 76.37 2,467 

60~70세 1,091 49.77 1,101 50.23 2,192 

70~80세 1,185 84.76 213 15.24 1,398 

80세 이상 354 98.61 5 1.39 359 

배우자
없음 3,317 35.03 6,152 64.97 9,469 

있음 3,063 30.11 7,109 69.89 10,172 

장애유무
없음 5,784 30.85 12,962 69.15 18,746  

있음 596 66.59 299 33.41 895 

경제활동

예 2,513 28.40 6,336 71.60 8,849 

아니오 3,039 44.15 3,844 55.85 6,883 

비경제활동 826 21.14 3,081 78.86 3,907 

모름 2 100.00 0 00.00 2

의료보장

건강보험 5,716 30.62 12,952 69.38 18,668  

의료급여 580 69.13 259 30.87 839 

기타 84 62.69 50 37.31 134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1,297 68.37 600 31.63 1,897 

1000~2000만 원 1,560 50.11 1,553 49.89 3,113 

2000~3000만 원 1,121 33.18 2,258 66.82 3,379 

3000~4000만 원 826 23.96 2,621 76.04 3,447 

4000~5000만 원 628 22.72 2,136 77.28 2,764 

5000만 원 이상 948 18.81 4,093 81.19 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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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암보험은 17.82%의 비중을, 종신/연금보험 중 의료특약은 8.88%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 보험료는 

각각 34,560원, 41,637원임

5. 외국의 민간의료보험1)

가. 프랑스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 사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은 보충/보완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적 보험에 의해 상환되지 않는 강제적인 비용분담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공적보험 급여혜

택에 등록된 보건의료 서비스와 처방 의약품에 국한하여 적용됨

   프랑스 전 인구의 90%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부분 고용주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2000년 이후에는 저소득층(실업자, 저소득층, 편부모 보조금 수령자)과 피부양자들에게는 소액의 비용 또는 

무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이러한 제도로 약 500만 명 정도가 커버되고 있으며 수혜자들은 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보험회사들로부

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민간의료보험에서 지출된 의료비는 2007년의 경우 프랑스 총 의료비의 13.6%에 이르고 있음

주계약 보험형태 월평균 납입료(원) 가입분포(%)

일반질병보험 51,921 52.86

종신/연금보험 

평균 납입료: 132,037원

암보험 34,560 17.82

상해보험 38,790 19.40

간병보험 67,372 0.17

종신/연금보험 중 의료특약 41,637 8.88

기타 66,476 0.69

주계약형태 모름 68,114 0.17

평균 53,549 100

<표 7> 주계약 형태별 월평균 보험료 및 가입분포(2008년)

1)  The Commonwealth Fund, "Descriptions of Health Care Systems: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orking paper, November, 2009
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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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독일은 3년간 연평균 소득 48,600유로(월 평균 4,050유로) 이하의 소득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공공보험의 수

급자가 되고, 그 이상의 소득자(전 인구의 약 20%에 해당)는 자발적으로 공공보험 혹은 민간의료보험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대체형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에는 고급시설과 본인부담이 있는 치과진료를 커버해 주는 보충형/추가형 민간의료보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독일인의 85% 정도가 법적 공공보험의 혜택을, 약 10%(대부분 자영업자와 공무원)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되어 있으며 군인과 경찰 등은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료를 지불하고, 피부양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짐

   독일은 최근 법률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사들 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2007년의 경우, 민간의료보험부문 지출이 독일의 총 의료비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6. 고찰

   약 77%의 가구와 67%의 가구원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의료보험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정책적 관심과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민간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

안 마련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됨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역선택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 검토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건강보험	제도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지,

·		또는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방안(프랑스	사례	참고)이	필요한	지	검토

▶ 생애주기적 관점에 따른 보험료 관리 메커니즘 개발

·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고령시기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젊었을	때	지불하

는	보험료	일부를	저축하여	노인시기에	대비하는	“aging	reserve”등

   불의의 지출에 대비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것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주된 이유

로 나타난 반면, 해약이유로는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와 민간의료보험의 보상범위가 협소해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기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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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사업으로 2008년부터 본 조사가 시작됨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목적

▶  각 가구에서의 의료비 지출 규모 파악, 가구원별 보유질환 및 본인부담액 규모 측정, 민간의료

보험 가입·해약 추이 및 지출규모 분석,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특성별 이용행태 분석, 본인

부담 의약품비 지출 및 장기복용 의약품 복용행태 분석, 건강수준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개

인 및 환경적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결정요인 분석,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보건복지관련 지

표 생산 

(한국의료패널의 개요)

정영호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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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의 급여에 관한 국가별 동향과 시사점 

1. 희귀의약품의 정의와 특성

가. 희귀의약품의 정의

   희귀의약품은 환자수가 적으며(우리나라의 경우 2만 명 이하)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

나. 희귀의약품의 특성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그 결과 희귀의약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희귀의약품은 대체치료제가 없어 시장 독점력이 크고 약가수준이 높음

   희귀의약품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다른 신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성에 관

한 근거가 불충분함

   희귀의약품이 가지는 주요 속성 - 적은 환자 수, 질환의 심각성, 대체치료제의 미흡, 높은 비용 소요, 근거의 

불충분 - 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및 약가결정을 어렵게 하며,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배분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희귀의약품 급여 관련 주요 쟁점별 제도 현황

가. 보험급여 및 가격 결정을 위한 근거 요구 수준

1) 희귀의약품 급여 정책에서의 의미

   희귀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차별되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판승인을 포함하여 급여를 인정받는 데 필

요한 근거자료(효능, 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희귀의약품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신약개발에서와 같

은 수준의 임상적 효능, 안전성에 관한 근거를 창출하기 어려움

▶  시판승인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시판 후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

아 시판하기도 함

   희귀의약품은 시판승인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보험급여 및 약가 결정에 필요한 자료도 미흡

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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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희귀의약품은 신약의 급여 및 약가제도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근거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희귀의약품의 급여 및 약가 결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근거의 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음

2) 국가별 제도 현황

   의약품의 급여에서 임상적 치료가치를 중요시 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는 희귀의약품의 

급여 검토에서도 임상적 효능에 중점을 두고 있음. 희귀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위해 제약회사가 허가당국에 제출

한 데이터에 주로 의존하며 그 외에 문헌검토, 코호트연구, 임상2상 시험결과도 활용하여 급여 여부를 평가함

▶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적 압박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신약의 경제적 가치에 관

한 비용효과성 근거가 점차 강조되고 있음

   의약품의 급여에서 공식적인 보건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절차를 두고 있는 스웨덴, 네

덜란드, 영국은 신약에 대해 비용효과성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

▶  이 중 네덜란드는 유일하게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비용효과성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단 제약기업은 

치료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환자수를 추정하여 재정영향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스웨덴, 영국은 희귀의약품이라고 하여 다른 신약에 비교하여 제출해야 하는 근거 수준을 낮추지 않고 있

음. 그러나 불확실성(uncertainty)을 다루는 기존의 방식에 의해 희귀의약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

나. 보험 급여 및 약가 결정의 기준

1) 희귀의약품 급여 정책에서의 의미

   국가별로 의료보장체계에서 신약의 급여 여부 및 약가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두고 그에 따라 의약품 급여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가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별도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신약 급여체계 

내에서 희귀의약품의 급여 여부 및 약가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급여 및 약가 결정을 위한 검토 자료를 일반 신약과 다르게 요구하지 않음(네덜란

드 제외)

   기존의 신약 급여체계 내에서 급여 및 약가 결정을 할 때 희귀의약품에 대해 판단기준에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지가 주요 관심 사항임     

▶  질병의 중증도가 높고 대체 치료제가 거의 없으며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

은 지불의사를 가질 것인가가 정책에서 주요 논쟁 사항임

2) 국가별 제도 현황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신약의 급여 및 약가 결정 시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판단함. 희귀

의약품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준을 충족해야 급여 가능성이 높아짐

▶ 기존의 치료제와 비교하여 임상적 개선효과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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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는지

▶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지

▶ 약제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지 등

   독일은 신약의 급여, 가격 결정에서 효능,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

음. 그러나 희귀의약품은 대부분 혁신적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기적으로 비용효과성 평가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보건의료기술평가 절차에 의하여 신약의 급여, 약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경우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 당 비용의 기준을 희귀의약품이라고 하여 공식적으로 예외를 두거나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음. 그러나 질

병의 중증도, 기술의 혁신성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을 급여하기도 함

▶  신약의 급여 결정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 수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수준은 의사결정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이는 희귀의약품의 근거 수준이 불확실하고 제한적

일 지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급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스웨덴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QALY 당 비용의 임계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중증질환이라는 이

유로 희귀의약품에 대해 매우 높은 비용효과비(QALY 당 9만 유로)임에도 급여한 적이 있음

▶  영국의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인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는 신

약에 대해 QALY 당 비용의 임계치를 2만~3만 파운드로 적용하고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기도 함. 이러한 원칙은 희귀의약품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함

▶  2009년 NICE는 희귀암에 대한 치료제를 포함하여, 작은 규모의 환자 집단에 대한 말기 치료로 얻게 되

는 건강향상 효과에 대해 더 큰 가중치를 둘 수 있다고 한 바 있음

▶  네덜란드는 신약 급여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 리스트(List 1B)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경제성평가

와 재정영향 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다. 시판 후 근거(evidence) 생산 요구

1) 희귀의약품 급여 정책에서의 의미

   다른 신약과 달리 희귀의약품은 적용 대상 환자 수가 적으므로 수천 명의 환자를 요하는 무작위 임상시험

(randomized clinical trial)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희귀의약품의 안전성, 효능, 효과성, 비용효

과성에 관한 근거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희귀의약품에서 나타나는 근거의 불충분성을 당연시하여 신약 급여의 의사결정 절차에서 근거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음. 시판 후 레지스트리 구축 등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근

거를 생산하고 평가할 수 있음

   시판허가 심사에서 시판 후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희귀의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19

보
건

의
료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Ⅰ
약품 급여 결정 시 시판 후 근거자료 생산을 급여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함

2) 국가별 제도 현황

   프랑스는 의약품 급여 의사결정 기구인 HAS(High Authority for Health)에서 시판 후 근거생산을 요구할 수 있

음. 2005~2008년까지 3개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시판 후 근거생산을 요구하였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임상진료의 조건에서 희귀의약품의 사용에 관한 지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레지스트

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레지스트리를 통하여 희귀의약품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네덜란드는 희귀의약품의 급여와 관련하여 근거생산 조건부급여(Conditional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시판 후 근거 생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근거 생산을 요구하고 있음. 시판 중인 희귀의약품의 45%가 시판 후 근거생산을 조건으로 급여되었음

   영국은 NICE가 QALY 당 비용의 임계치인 2만~3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신약의 사용을 권장한 이후에 추가적

인 근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표 1> 희귀의약품의 급여에 관한 국가별 제도 비교

국가 근거 요구 수준 급여/가격 결정의 요소 시판 후 근거생산 요구 급여 결정

프랑스

-임상적 치료가치 

- 비용효과성 자료를 공
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 임상적 효능에 근거한 
의학적 가치(SMR) 및 
기존 치료제와 비교한 
개선 정도(ASMR)

- HAS가 결정 
(2005~2008년 동안 
3개 약에 요구)

- 시판 중인 모든 희귀
약 급여

독일
-효능, 효과자료 - 효율성 평가 예정 (대

체 치료제가 있는 경
우에 한해)

-명시되지 않음 - 시판 중인 모든 희귀
약 급여

이태리

- 임상적 치료가치 및 
혁신 

- 비용효과성 자료를 공
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 대체 치료제 유무 

- 기존 치료제와 비교한 
편익 

-위험 비 

-사회경제적 편익

- 질병 레지스트리 (17
개 희귀약) 

- 위험분담계약 (17개 
중 2개 희귀약)

- 시판 중인 희귀약의 
94% 급여

스페인

-임상적 치료가치 

- 비용효과성 자료를 공
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질병의 심각성 

-치료제에 대한 니즈

-사회적 효용 

-약제비 지출의 제한 

-대체 치료제 

-혁신 정도

- 레지스트리 구축  
(1개 지역)

- 시판 중인 모든 희귀
약 급여

스웨덴

- 임상적 효과성, 비용효
과성

- QALY 당 비용 (질병의 
중증도 감안) 

- 수용 가능한 불확실성 
정도

- 관련 제도 있음. 현재
까지 2개 희귀약에 대
해 시행

- 시판 중인 희귀약의 
69%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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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여 결정 

1) 희귀의약품 급여 정책에서의 의미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은 유럽연합 단위의 EMA(European Medicines Agency)에서 심사하여 시판허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각 국가별로 시판됨. 2008년 현재 EMA는 43개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내렸고, 국가

별로 시판 및 급여 현황을 조사하였음<표 2~3 참조>

   국가별로 시판 및 급여되고 있는 희귀의약품의 현황은 급여 및 약가에 관한 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환자 수 

등 보건의료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

2) 국가별 현황

   프랑스는 효능에 근거한 의학적 가치(Service Medical Rendu; SMR)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판 

중인 희귀의약품 38개 모두 급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중 53%가 기존 치료제와 비교하여 개

선된 치료효과를(Amelioration du Service Medical Rendu; ASMR)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높은 가격을 인

정받을 수 있었음

   독일은 신약의 출시 시점에서 직접적인 가격 제한은 없으며 대부분의 신약은 국가의료보장체계 내에서 급여

됨. 스페인은 보건당국에 의해 급여가 거부된 희귀의약품은 없지만 많은 희귀의약품이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제품이 많음

   이탈리아는 시판되고 있는 희귀의약품 34개 중 32개가 급여되고 있었음. 이탈리아에서 희귀의약품의 급여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NHS)를 통한 급여 방식 외에 Law 648/96에 의한 급여와 5% 

AIFA(Agenzia Italiana del Farmaco) 기금을 통한 급여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해 가능함

국가 근거요구수준 급여/가격 결정의 요인 시판 후 근거생산요구 급여결정

네덜란드

-임상 효능 및 효과성 
-비용효과성 자료 면제 
-재정 영향 분석

- 비용효과성 기준을 명
시하지 않음

- 재평가를 위한 추가 
근거수집을 요구하는 
제도 있음

- 시판 중인 희귀약의 
98% 급여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 임상적 효과성, 비용효
과성

- QALY 당 2만~3만  
파운드 

- 소수 환자집단의 말기
치료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사례별로 추가 요소 
고려

- 새로운 NICE 정책에서
는 QALY 당 비용이 
높은 말기질환 치료제
에 대해 근거 수집을 
요구

- 시판 중인 모든 희귀
약이 NHS로 급여 (현
재까지 1개 희귀약만
이 NICE의 평가를 거
침)

영국

(스코틀랜드)

- 임상적 효과성, 비용효
과성

- 사례별로 추가 요소 
고려

-명시되지 않음 - 시판 중인 희귀약의 
67%가 NHS로 급여

자료:		Garau	M	&	Mestre-Ferrandiz	J.(2009).	Access	Mechanisms	for	Orphan	Drugs:	A	Comparative	Study	of	Selected	
European	Countries.	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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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648/96는 유효한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에 대하여 치료제 공급을 위한 법률로서, 특정 질환에 대

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 use)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NHS에서 급여

해주고 있음. 급여 중인 32개 희귀의약품 중 3개가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급여되고 있었음

▶  5% AIFA 기금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며, 희귀의약품의 연구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됨. 기금의 절반은 희귀의약품의 시판 전 공급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희귀의약품 

연구 및 관련 활동에 사용됨. 급여 중인 32개 희귀의약품 중 1개가 5% AIFA 기금으로 공급되고 있었음

   네덜란드는 시판되고 있는 희귀의약품 40개 중 39개가 급여되고 있었음. 그 중 18개는 병원 내 사용 의약품

으로서 병원 예산 또는 희귀의약품 정책기금을 통해 공급되고, 21개는 병원 외 사용 의약품으로 급여되었음

   스웨덴은 시판 중인 희귀의약품 중 급여되는 비율이 69%로 낮은 편임. 이는 비용효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였기 때문일 수 있고, 제조업체가 급여신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

   영국에서 희귀의약품은 시판허가 이후에는 이용 가능하며 NHS 내에서 의사에 의해 처방받을 수 있음

▶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의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인 NICE는 현재까지 두 개 적응증에 대한 한 개 희귀의

약품을 평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스코틀랜드 지역의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인 SMC(Scottish Medicines Consortium)는 28개 희귀의약

품을 검토한 결과 12개에 대해 사용을 권고하였고 13개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3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

 <표 2> EMA가 시판허가한 희귀의약품의 국가별 접근성 현황

주:	 1)	SMR에	의한	추정

	 2)	이	중	3개는	조건부급여(예.	2차	사용)

자료:		Garau	M	&	Mestre-Ferrandiz	J.(2009).	Access	Mechanisms	for	Orphan	Drugs:	A	Comparative	Study	of	Selected	
European	Countries.	OHE.

구분 시판 제품수 43개 중 시판 비율 급여 제품수 43개 중 급여 비율
시판 제품중

급여비율

프랑스 38 88% 381) 88% 100%

독일 35 81% 35 81% 100%

이탈리아 34 79% 32 74%  94%

스페인 30 70% 30 70% 100%

스웨덴 35 81% 242) 56%  69%

네덜란드 40 93% 39 91%  98%

잉글랜드, 웨일즈 39 91%
<표 3> 참조

스코틀랜드 3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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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희귀의약품 급여제도의 시사점

가. 국가별 제도의 시사점

   의약품 급여체계 내에서 신약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근거의 수준을 희귀의약품이라고 하여 명

시적으로 완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남

   신약의 급여 및 약가를 결정할 때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다른 신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임상적 가

치를 위주로 평가하는 국가와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국가 모두 희귀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지불의사를 보이지는 않음. 단 질병의 중증도와 치료적 혁신성, 미충족 의료수요의 해결 등의 요소를 함께 고

려하고 있으며, 희귀의약품을 포함하여 신약이 이러한 요소를 만족시킬 경우 약가가 높더라도 급여될 가능성

이 높아짐

   보건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절차를 공식적으로 운영하여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

는 경우 희귀의약품의 급여가능성이 낮아짐

   희귀의약품은 다른 신약에 비해 효과성, 비용효과성의 근거가 불충분한 경향이 있으므로 시판 후 추가 근거 수

집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시판 후 근거자료 수집을 조건으로 급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제도화한 

국가도 있음

나. 희귀의약품에 관한 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희귀의약품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며, 고가의 희귀의약품에 의한 의료비 부담도 점

차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희귀의약품에 내재한 속성의 대부분은 일부 다른 신약에도 존재하며 보건의료 자원배분에 관한 기존의 논의

와 틀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희귀의약품의 급여 및 약가 결정은 건강보험체계 내의 전체 의약품에 관

한 보장의 틀과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희귀의약품의 급여 및 약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희귀성이 아니라 질병의 중증도와 약

제의 치료효과가 되어야 할 것임

구분 사용권고 사용제한 사용 비 권고 계

SMC 12 (43%) 3 (11%) 13 (46%) 28

NICE 2 0 0 2

자료:		Garau	M	&	Mestre-Ferrandiz	J.(2009).	Access	Mechanisms	for	Orphan	Drugs:	A	Comparative	Study	of	
Selected	European	Countries.	OHE.

〈표 3〉 EMA가 시판허가한 43개 희귀의약품에 대한 영국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의 결정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23

보
건

의
료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Ⅰ
   희귀의약품은 시판 전 임상적 효과성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향이 있으므로, 급여 결정된 희귀의약품이라

도 시판 후 나타나는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박실비아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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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질병부담 추정 

1. 질병부담이란

   질병이나 상해는 알려진 선행요인 없이 하나의 병인이나 또는 단일한 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혹은 현재의 위험요인에 폭로됨으로써 발생함.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

에 따라 영양, 흡연, 음주, 비만, 운동, 환경요인 등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질병부담의 중요성이 증가함

▶  표준화 사망률이나 표준화 유병률 등 전통적인 건강수준의 측정은 질병구조의 변천을 방영하지 못한다

는 점, 질병을 앓고 난 후에 건강이 향상된 상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우선순위 설정이나 비용-효과 

분석 등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상태를 분절적으로 표현한다는 점, 연령 가중치와 시간에 따

른 건강 할인율의 차이를 보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윤석준, 2000)1)

   위험요인에 따른 상병과 사망 모두를 포함하는 단일 건강수준 측정지표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부담

(Burden of Disease)산출을 제안함. 질병부담은 해당질병으로 인한 건강손실을 연수(years)로 표현한 것임 

▶  WHO는 2001년 Global Burden of Disease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135개 주요 사망원인으로 인해 발

생한 조기사망 및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을 측정 제시함. 그 결과 허혈성심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

망이 1, 2위를 차지하였고, 하기도감염의 DALY가 가장 높았고, 설사병이 5위, 말라리아가 9위를 차지

하였음 

   우리나라 질병부담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윤석준 등(2003)2)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여러 가지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DALY 계

산 결과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남자의 경우 27,178인년, 여자는 

7,267인년으로 계산됨. 남자의 질병부담 중 조기사망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전체의 6.8%였고, 장애로 인

한 질병부담이 93.2%를 차지함. 여자의 경우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95.0%를 차지함

▶  성주헌 등(2002)3)은 만성퇴행성질환 및 사고관리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전국 및 광역단위로 질병부담

을 계산함. 연구결과 중간분류별로는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은 암이었고, 세분류별로는 뇌혈관질환이 

가장 질병부담이 큰 질병으로 나타남

▶  조진만, 이태용, 이석구, 이동배 등(2003)4)은 음주에 의한 건강손실을 평가하였는데 남자의 경우 1991

년에 잠재수명 손실연수 평균 17.1년, 1995년에 17.5년, 1999년에 21.0년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1) 윤석준, 김용익, 김창엽, & 장혜정. (2000). 우리 나라 암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질병부담. 예방의학회지, 33(2), 231-238

2) 윤석준, 하범만, 강종원, & 장혜정. (2001). 우리 나라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질병부담. 예방의학회지, 34(3), 191-199

3)  이태진, 김재용, & 성주헌. (2002). 장애보정손실연수 ( DALY ) 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요 심혈관계 질환의 질병부담 측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8(1), 91-106

4)  조진만, 이태용, 이석구, & 이동배. (2003). 잠재수명 손실년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알코올 관련 질병부담.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28(2),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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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91년에 14.4년, 1995년 15.6년, 1999년에는 21.2년으로 남자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함. 

잠재수명 손실연수의 평균을 순위로 보면 1999년에 남자의 경우 자동차 및 도로 교통사고, 익수사고, 화

재사고, 항공운수사고, 추락사고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자동차 및 도로 교통사고, 화재사고, 항

공운수사고, 익수사고, 자살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중규 등(2005)5)은 고도음주의 질병부담을 산출하였는데 측정결과 우리나라에서 고도음주로 인한 질병

부담은 2001년 기준으로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2,992인년,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1,427인년으로 조

사되었음  

▶  박재현 등(2006)6)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측정한 바 있는데, ICD-10을 기준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주요우울증 등 전체 11개 질환을 대상으로 측정을 시도하였음.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병

부담이 높은 정신질환은 주요우울증으로 DALY 값이 인구 10만 명당 1,278인년이라고 보고함 

▶  이채은과 권순만(2008)7)은 여러 질병(암, 관절염, 소화성 궤양, 당뇨병, 고혈압, 결핵, 만성기관지염, 천

식, 만성신부전증, 빈혈)에 대한 노인의 질병부담 크기와 노인의 사회계층간 질병부담 격차를 산출함. 노

인 1000명당 질병부담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고혈압(35%), 관절염(25%), 암(21%), 당뇨(8%), 만성기

관지염(5%)의 순이었으며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고혈압, 관절염, 암이 총 질병부담의 약 80%를 차지

함. 또한, 독거노인일수록, 주관적 경제 상태 인식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소득이 작을수록 질병

부담이 커져 건강상태의 불평들이 존재함을 보여줌

▶  김세정(2009)8)은 DALY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COPD로 인한 질병부담을 측정하고, 이를 역

학적 요인에 따라 분석함. 40세 이상에서 COPD로 인한 질병부담은 총 176,145년이었으며, 이 중 YLL

은 23,519년, YLD는 152,625년으로 조사됨. COPD에 대한 전 세계 45세 이상의 1000명당 DALY값

은 16.4년이었으며, 우리나라의 DALY의 값은 10.9이었음. 대체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DALY 중 YLD 비율이 높고 YLL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함 

2. 질병부담 측정방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사망 혹은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을 측정하는 연구는 WHO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

음. DALY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세계질병부담연구(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GBD) 그룹에서 개발되었음 

▶  DALY는 조기사망으로 인해 손실된 연수(Years of Life Lost, YLL)와 비치명적 건강결과인 장애로 인

해 손실된 연수(Years Lost due to Disability, YLD)를 합한 지표임(박재현·윤석준 외, 2006)

5) 이중규, 김용익, 윤석준, 이진용, 이희영, 박종혁, et al. (2005). 고도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질병부담 측정. 38(2), 175-181

6)  박재현, 윤석준, 이희영, 조희숙, 이진용, 은상준, et al. (2006).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추정.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9(1), 39-45

7) 이채은, & 권순만. (2008). 노인의 사회계층간 질병부담격차. 보건행정학회지, 18(4), 1-22

8) 김세정. (2009).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질병부담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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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Yi = YLLi + YLDi

▶  YLLi는 임의료 정해지는 어떤 수명의 한계에서 사인 ⅰ로 인해 조기사망한 시점의 연령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되며, YLDi는 이 특정 질병이 가져오는 장애의 종류와 그 중증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게 됨

3. 환경성 질병부담

   환경성질병부담(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EBD)은 환경성 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부담을 측정하

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손실연수(예, DALY)에 환경성 위험인자의 위험정도를 적용하여 환경성 위해의 결과

로 발병한 질병의 손실 연수를 산출하는 것임(윤석준, 2009)9) 

▶  환경성질병부담의 일반적 개요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천 명당 15세 이상 64세 이하 사이에 사망확률(2008년)

자료:세계보건기구, 2011

<표 1> 환경성질병부담의 개요

구분 내용

개관

· 위험요소 중 환경, 직업, 행동양식, 생활방식에 따른 26개의 위험요소로 인한 질병을 정량화하는데 표
준이 되는 방법. 

·EBD도구는 국가나 지역 차원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함

사용법

· 기후변화에 대한 EBD평가는 어떤 영향이 어떤 지역에서 가장 크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해 기후
로 인한 질병을 얼마나 피할 수 있는지를 나타냄. 

·환경 위해인자로 인한 건강 보호의 전략 지침.

9) 윤석준, 안형진, 김은정, 김현진, 황선빈, 정영훈, 등. (2009.02). 환경성 위해의 질병부담 평가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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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등(2009)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실행한 환경성질병부담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는 13가지 위험요인

인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요인 및 직업관련 요인, 소음, 화학물질, 야외활동, 토양

사용 및 건축환경, 기역사회 위험요인, 방사선, 가정 내 위험요소 등에 따른 질병부담을 산출함. 그러나 

사용가능한 자료의 제약 등으로 실외 대기오염 지표 등 적용 가능한 자료만을 이용한 질병부담, 노출위

험 요인의 제한적 적용에 따른 질병부담 등을 동시에 추정함

·		첫	번째	방법에	따른	질병부담은	인구	1000명	당	18.26	DALY,	두	번째	방법은	17.96	DALY,	세	번

째	방법은	13.98	DALY로	추정됨.	두	번째	방법으로	국가간	비교를	할	경우	세계	25위에	해당하는	수

준을	나타냄.	그러나	이	수치는	2007년	50위권으로	제시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

석함

▶  황선빈(2009)10)은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성 위험요인 중 하나인 수질관련 질환(설사, 영양실조, 선충류 

감염, 주혈흡충증, 트라코마, 말라리아 등)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측정함. 수질 및 위생으로 기인하는 총 

질병부담은 0.88인년으로 계산되었음(인구 1000당 DALY값). 질병군별로는 설사가 0.85인명으로 전체

의 96.1%를 차지하였으며, 말라리아가 0.02인년, 영양실조가 0.01인년으로 나타났음. 이 결과는 2007

년 WHO의 국가별 추정치인 1.7인년과 비교할 때 52%가량 낮은 수치임.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사의 질

병부담은 0.85인년으로 WHO 추정치인 1.20인년 보다 72%가량 낮게 추정되었음

자료: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Assessment,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Protection	of	the	Human	
Environment(PHE),	WHO;	최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및	적응대책	조사연구.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재인용)

10) 황선빈. (2009). 수질관련 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질병부담.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구분  내용

영역 ·국가나 지역 규모에서 평가가 이루어짐.

결과물

·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량과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줄어든 질병 발생량에 대한 해
답을 얻기 위해 상대적인 위험평가를 시도함. 

· 결과물은 다양하게 산출가능하지만 보통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나 사람사이에서 또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특정한 영향 사이에서 비교된 생존율의 형태로 나타냄.

관련 자료

· 기후변화에 민감한 질병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기후에 민감한 질병 정의, 기후위험에 대
한 노출의 증가에 따른 질병/장애의 위험 증가, 현재 혹은 미래의 위험에 노출된 인구분포 

·폭염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의 사망, 설사, 말라리아, 영양실조, 자연 재앙에 따른 사망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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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와 질병부담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가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되고,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등을 중심으로 기

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에 대비한 각 분야별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수단 마련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성 있는 주제임. 또

한 환경보건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의 정량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음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연령대별로 기온상승에 따른 질병부담을 산출한 결과, 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 질병부담도 높아졌음 

▶  특히 35~64세, 65세 이상의 질병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저연령층의 질병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는 인구구조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연령대별 질병발생 빈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구피라

미드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화된 것 때문임 

   신호성과 김동진(2008)11)은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감염병의 질병부담을 계산한 바 있는데 감염별 종류별 질

병부담을 측정하면 쯔쯔가무시,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장염비브리오, 렙토스피라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 환경질병부담

자료:세계보건기구, 2005

11) 신호성, & 김동진. (2008). 기후변호와 전염병 질병 부담 No. 2008-2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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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인구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모형에 비하여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장염비브리오의 경우 인구구조 

변동을 반영한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질병부담이 증가하며 쯔쯔가무시의 경우 그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음 

   신호성 등이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 질병부담은 세계보건기구가 2008년에 발표한 질병별 질병부담(YLD)의 

EME(Established Market Economics) 국가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신호성 등(2009)12)은 2004~2008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장염에 대해 우리나라의 질병부담을 측정하였는

데 2004~2008년 동안의 연령그룹별 질병부담(YLD)은 19세 미만 집단에서 인구십만 명당 56.39인년으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65세 이상 집단 33.45인년, 19~64세 집단 20.20인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19세 미만

<표 2>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질병부담(인구구조 불변)

주: ＊요양일수 기준 질병부담

감염병 종류 현재＊
요양일수기준 이환일수기준

1° 2° 3° 1° 2° 3°

랩토스피라

0~14세 0.0055 0.0056 0.0057 0.0058 0.0087 0.0089 0.0091 

15~34세 0.0058 0.0058 0.0058 0.0058 0.0091 0.0091 0.0091 

35~64세 0.0334 0.0346 0.0359 0.0371 0.0544 0.0563 0.0583 

65세 이상 0.0513 0.0547 0.0582 0.0617 0.0859 0.0915 0.0969 

말라리아
35~64세 0.1283 0.1327 0.1371 0.1415 0.2388 0.2468 0.2547 

65세 이상 0.0450 0.0464 0.0478 0.0491 0.0834 0.0860 0.0884 

세균성이질

0~14세 0.0916 0.0930 0.0945 0.0959 0.1860 0.1889 0.1918 

15~34세 0.0159 0.0160 0.0161 0.0161 0.0320 0.0321 0.0322 

35~64세 0.0159 0.0164 0.0169 0.0175 0.0329 0.0339 0.0349 

65세 이상 0.0138 0.0142 0.0146 0.0149 0.0283 0.0291 0.0299 

장염비브리오

0~14세 0.0493 0.0514 0.0535 0.0555 0.0651 0.0677 0.0703 

15~34세 0.0054 0.0060 0.0066 0.0072 0.0076 0.0084 0.0091 

35~64세 0.0260 0.0262 0.0264 0.0266 0.0332 0.0334 0.0337 

65세 이상 0.0651 0.0679 0.0708 0.0736 0.0860 0.0896 0.0932 

쯔쯔가무시병

0~14세 0.0958 0.1029 0.1101 0.1171 0.1486 0.1590 0.1691 

15~34세 0.0606 0.0644 0.0683 0.0721 0.0931 0.0986 0.1041 

35~64세 0.3818 0.4029 0.4240 0.4451 0.5819 0.6123 0.6428 

65세 이상 0.7777 0.8284 0.8791 0.9299 1.1964 1.2697 1.3429

12) 신호성, 이수형, 김동진, 이종경, & 최성은. (2009).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분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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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질병부담은 다른 모든 연령그룹의 질병부담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인구구조 불변을 가정할 경우 기온 상승에 따른 질병부담은 전체적으로 현재(인구십만 명당 30.09인년)

에 비해 1℃ 상승했을 때 30.26인년, 2℃ 상승했을 때 30.42인년, 3℃ 상승했을 때 30.59인년으로 각

각 0.6%, 1.1%,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그룹에	따라	구분하면	65세	이상의	경우	1℃	상승시	인구십만	명당	1.7인년(5.1%),	2℃	상승시	

인구십만	명당	3.4인년(9.7%),	3℃상승시	인구십만	명당	5.1인년(1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

른	연령대에	비해	기온	증가에	따른	장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상승폭이	가장	컸음

▶  인구구조가 현재와 다른 경우, 즉 인구구조 변동인 경우를 가정할 경우 전체적인 질병부담 정도는 현재(

인구십만 명당 30.09인년)에 비해 1℃ 상승시 30.05인년, 2℃ 상승시 31.71인년, 3℃ 상승시 34.90인

년으로 각각 0.1% 감소, 5.4% 증가, 15.1% 증가로 나타남 

·		연령그룹에	따라	구분하면,	각	연령그룹별로	현재의	유병건수가	고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령그룹별	

인구	감소	혹은	증가에	따라	단위	인구당	질병부담	정도가	큰폭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염의 평균 질병부담(YLD)은 인구십만 명당 30인년으로 백내장의 YLD 보다는 높고, 수두의 YLD 보다는 낮

은 것으로 조사됨

구분 연령 현재 1도상승 2도상승 3도상승

인구구조 불변

19세 미만 56.3866 57.0362 57.6857 58.3353

19~64세 20.2020 20.4625 20.7230 20.9836

65세 이상 33.4526 35.1543 36.8560 38.5577

전체 30.0938 30.2582 30.4226 30.5869

인구구조 변동

19세 미만 56.3866 92.5320 107.1969 134.6719

19~64세 20.2020 22.1656 26.5794 31.8726

65세 이상 33.4526 13.6589 11.2447 10.9521

전체 30.0938 30.0548 31.7122 34.8957

주:		질병부담(YLD)	측정을	위한	계수값은	다음과	같음.	DW=0.106(도영경	등,	2004);	r=0.03;D=0.01096(NATIONAL	
INSTITUTE	OF	CHOLERA	AND	ENTERIC	DISEASES)

<표 3> 연령그룹별 단위온도 증가 시 장염으로 인한 질병부담(YLD) 예측 (단위:인구 100,000명) 

 13) 윤석준, 채수미, 한은정, 오인환, 서혜영, 김은정, et al. (2010.11). 환경성 위해의 질병부담 평가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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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등(2010)13)이 우라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부담을 측정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고혈압성 심장질

환이 가장 큰 질병부담을 차지하는 것으로 산출됨(1,000명당 1.82).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체 질병부담의 

30%에 해당되는 것임 

▶  윤석준 등(2010)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부담은 2008년 6.88에서 2100년 11.48로 약 2배의 질

병부담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함. 또한 인구성장이 둔화되면서 노령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심뇌혈관

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관련 질병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WHO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부담을 계산하

였는데, 여기에는 영양부족, 설사, 말라리아, 홍수등의 질병이 포함됨. 질병부담 측정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

망이 2000년 한해를 기준으로 150천 명(전체 사망의 0.3%) 이상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DALY는 5,517천 인

년, 인구 백만 명당 925.35인년으로 전체 DALY의 0.4%를 차지한다고 보고함(Campbell-Lendrum et al., 

2003; Ezzati et al., 2004; McMicheal, 2004; IPCC 2007 재인용; WHO, 2007 재인용)

신호성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

질병 YLD 질병 YLD

당뇨 770 B형간염및C형간염 88

소화성궤양 667 충수돌기염 57

천식 659 결핵 65

심장발작 404 수두 41

류마티스관절염 355 장염 30

허혈성심질환 324 백내장 28

악성종양 319 상기도 감염 8

간경변 129

주:		장염은	신호성	등(2009)의	연구결과이며,	그	외	자료는	배상철	등,	한국인의	질병부담	측정을	통한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2003

<표 4> 우리나라 주요 질병의 질병부담 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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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1. 들어가는 말

   최근 각종 사고에 의한 응급의료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효율

적인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함

▶  도시화,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의 발생과 함께 응급환자 발생건수도 빠르게 증가

하고 있음. 또한 인구의 노령화 및 식생활습관 등으로 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질환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증가하는 응급의료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확립이 필수적임

▶  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임. 왜냐하면,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응급환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응급

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서기 시작

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응급의료과를 신설하여, 국가차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교통사고 등 손상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1998년의 50.4%에서 2007년 32.6%

로 감소 추세에 있고 이 중 병원 전 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9%에서 8.3%, 병원 단계가 차지하는 비

율은 40.5%에서 24.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의 10〜2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높은 사망률은 응급의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질 

지표의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에 대한 질적인 면에서 국민의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현황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와 병원단계(hospital phase), 통신체계(communication 

system)로 구분할 수 있음. 응급의료체계는 이러한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

시키는 통합적인 체계를 말함

▶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처치,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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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임.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및 병원 전 진료가 이루어지며, 병원단계에서는 응급

실 진료 및 입원진료가 이루어지며, 통신체계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 구급차의 파견, 이송 중 통신 

등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병원 전 단계인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인력 5,915명, 구급차량 1,274대, 헬기 26대)와 

병원간 이송(전원)을 주로 담당하는 민간이송업체(인력 695명, 구급차량 602대)가 있음

▶  두 번째 단계인 이송-의료기관 간 정보통신 체계에는 응급환자 상담·안내, 응급의료기관 안내, 이송환

자 의료조언을 하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12개소, 의사 59명, 직원 115명)와 구급차-의료기관-정보

센터 간 진료가능 정보 제공 및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이송 및 진료 관리 정보시스템(125개 응급의료기

관)이 있음

▶  마지막 병원단계인 응급의료기관에는 복잡하고 중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16개소)와 

특화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응급의료센터(4개소, 중증외상·화상·독극물) 그리고 중등도 응급환

자를 치료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109개소)가 있으며, 단순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325개소)이 있음

3.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응급의료자원

의 공급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인 병원 전 

단계, 병원단계, 통신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함

가. 응급의료 자원공급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다보니 양적으로 절대적인 부족과 함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함

▶  종합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중진료권은 총 6개 지역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그림 1]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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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남 서부 지역, 충남 서부지역이 해당하였고, 병원급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

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총 43개로 모두 군지역이며, 경북이 가장 많고, 강원, 전남, 경남 

등의 순서였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총 93개로 이중 57개는 군지역이며, 시·구 지역에

서도 36개 지역에 달함(K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이와 함께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도 차이가 남

▶  2007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울산지역은 평균 생존율이 전국 평균

보다 1.08배 높았으나 광주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0.55배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같은 나라에 사는 국

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생명의 가

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나.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문제점

  병원 전 단계의 문제점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병원 전 단계의 적절한 처치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

일 수 있는 핵심적 단계임. 그러나 이송체계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장 및 이송단계의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	실시율은	2004년	조사에서	36.8%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원	전	단계	응급환

자	적절	처치율은	불과	3.1%에	불과하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

는	부적절	이송률도	78.7%에	이르고	있음.	소방의	구급인력	중	1,	2급	응급구조사는	2009년	12월	현

재	4,259명(66%)에	불과한	실정이며,	응급구조상의	임상경험	부족으로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		또한	소방	중심의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서는	의학적	자문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현행	체계에서

는	소방서에	대한	구급업무의	의료적	관점에서의	의료지도,	자문,	평가,	환류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

음.	이러한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의학적	전문성의	결핍이	우리나라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수준의	향상

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대한	사유가	되고	있음

[그림 2] 한국의 응급의료체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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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단계의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에는 병원 전 단계뿐만 아니라 병원단계의 응급의료를 위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며, 업무의 과중함, 의료사고의 높은 위험성, 선택진료비수입 등의 미발생으로 인한 수입에 있어서의 

타과 의사와의 상대적 박탈감,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의 신변위협 등으로 인하여 의사나 간

호사들이 근무를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가 되어 있음

·		2008년	444개의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의학	전문의의	법정	최소	인력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266개

(60%)에	불과하며,	24시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2개	중	72개(71%)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응급전문간호사의	경우에도	연간	배출인원도	46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배출된	인

원이	157명밖에	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응급실에서	필요한	전문간호사의	충원도	쉽지	않은	실정임

·		병원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또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대형병원

을	가기	위한	중단단계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82%는	방문	후	6시간	이

내	퇴원하는	환자로	외래	및	야간진료서비스	성격과	중복되어	경증	및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입원대

기,	관찰병상	제공	등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임

  통신체계의 문제점

▶  현재 응급의료와 관련한 정보-통신체계는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NAIS), 심

정지 등록체계, 5대 중증 응급질환 등록체계 등으로 나뉘어 있어 등록체계가 중복되어 있고, 정보수집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정보전송과 정보활용에서도 미흡한 점이 적지않음.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응급의료기관 및 기

타 병의원의 가용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는 있지만,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자동화된 검증 방법

이 없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인 구급대 또는 응급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미비함

4. 응급의료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가. 발전방향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preventable death)을 효과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응급의료분야의 핵심임.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처치,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유

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함

▶  병원 전 단계에서는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 및 현장도착과 적절한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리와 환자의 중

증도에 따른 적절한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병원단계에서는 응급실 진료 및 입원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에 따른 단계화 및 지

역화와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특히 응급환자 최종진료기관의 적절한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 구급차의 파견, 이송 중 통신 등을 담당하는 통신체계가 제대로 작동

되도록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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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과제

  응급의료자원공급의 적정수급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응급환자의 생명은 질환별 적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이 있어 치료가 늦어질 경우 치명적이므로 이송·의료자원의 지역

간 균형배치가 필요함. 따라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과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

제임.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지역응급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

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응급센터가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진료권의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

한	수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보하여야	함.	그리고	운영비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응급환자	수를	고

려한	차등수가제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응급센터가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질적	수준

이	높은	응급센터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적정화해나가야	함

·		이와	함께	수익성의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화상,	독극물,	외상	등의	응급질환의	종

류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에서	특수한	질환에	대한	전문센터	

육성을	도모하여야	함

·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보건지소를	연결하는	취약지	응급의료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취약지	

응급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응급의

료인력	양적	공급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인력양성확대정책도	필요함

   병원 전 단계의 개선방안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주변인에 의한 기본 응급처치 시행을 위

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또한 현장-이송 중 처치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의료지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이와 함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구급대원에 의한 전문응급처치가 시행되고 환자가 이송 중 적절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기 위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통한 의료지도 시행과 적절한 이송병원의 선정, 그리고 응

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준비와 병원 간 이송을 위한 민간이송단의 관리체계 등을 기능적으

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의 표준화 제시 등이 필요함

   병원단계의 개선방안

▶  병원단계의 응급병상 및 응급인력의 부족문제의 주요인 중의 하나는 응급의료 수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응급실에 대한 투자

의 동기가 없기 때문임. 따라서 수가문제를 해결하고 병원단계의 응급의료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응급센터 평가제 도입 및 수가차등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응급센터	평가제는	기존의	시설,	인력	및	장비와	같은	구조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응급의료

의	질	향상	활동과	응급환자	진료과정	및	진료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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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함

·		응급센터	평가제는	건강보험수가	차등제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의	함께	이루어져야	응급센터의	자발적

인	질	향상	노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최소한	응급센터가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한	인력	및	장비의	

투자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센터	평가결과	

질적	수준이	높은	‘상급센터’에	대해서는	‘일반	센터’에	비하여	높은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함

▶  응급실 본연의 업무인 중증의 응급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의

료전달체계를 확립이 필수적임

·		응급실	환자	집중문제는	야간이나	휴일에	경증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환자들이	대

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정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됨.	응

급실	본연의	업무인	중증의	응급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의

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이들	

환자들이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원들에	대한	야간,	휴일	당직제	등의	활성화

가	필요할	것임.	이와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인력충원과	함께	안전성	확보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문제임

▶  병원단계에서 마지막 개선과제는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정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주로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있어	의료기관	간의	경쟁체제로	인하여	권역센터,	지

역센터,	지역기관	간에	응급환자	진료에	있어	뚜렷한	차별적	역할이	불분명하며	전문센터는	그	기능을	제대

로	못하고	있음.	또한,	질환별	권역전문센터가	정책적으로	설립되고	있어	이들	기관과	응급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각	응급의료기관	간의	역할정립이	필요함

5. 결론

   응급의료는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essential medical services)라는 점에

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응급의료기금을 마련하고 응급센터에 대한 평

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

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응급의료분야에서 그간 노출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정,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즉,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축된 뼈대에 살을 붙

이고 피를 돌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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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 원인 분석 

1. 영아사망원인의 의의와 논점

   출생 후 첫돌을 맞기 전까지의 만 0세아 사망을 일컫는 영아사망은 일 국가 혹은 지역의 보건의료제도, 의료

기술,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충실히 반영하는 점에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수준을 대변하는 지표이자 정책수행의 

근거로 널리 활용됨 

   사망 및 장애위험이 높은 저출생체중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위험 신생아 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서

비스 확대에 힘입어 영아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함

   저출생체중아의 생존 시, 선천기형, 중추신경 및 신체발달지연 등으로 인한 장애 및 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함

▶  저출생체중아의 경우, 선천기형의 동반위험이 높으며 선천기형이 없는 경우에도 중추신경 및 신체발달

이 정상체중 출생아에 비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지적발달 저하로 인한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

신지체, 뇌성마비 등 신경학적 후유증의 발생 소지가 많으며 미숙아나 자궁내발육지연아의 경우 성인기

에 비만, 2형 당뇨, 고혈압, 허혈성심질환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함1)

 1)  Hack M, Taylor HG, Drotar D, et al(2005). Chronic conditions, functional limitations, and special health care needs of school-aged children 
born with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 the 1990s. JAMA. 294, pp318-325

[그림 1] 저출생체중아 및 영아사망 발생추이, 2002~2008년

주:	출생아	1천	명당	저출생체중아	및	영아사망	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보고,	각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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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아사망원인의 규명은 영아사망률의 저하를 위한 기 정보 제공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

로는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함

   이에, 영아사망원인에 대한 관심은 사전예방가능성 및 장애발생위험에 근거한 우선순위 선정 외에도 의료서비

스접근도 등 영아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으로 확대되고 있음

2. 주요 영아사망원인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1990년대 중반이후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영아사망률은 1993년 출생아 1천 명당 9.9명에서 2008년 3.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중 OECD 

국가 평균은 9.5명에서 4.6명으로 감소함  

   영아사망 3명 중 1명 이상이 생후 1주 이내의 기신생아기에 발생하고, 2명 중 적어도 1명은 생후 4주이내의 신

생아기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당수가 분만 중 또는 출생 전 태아기로부터 유래된 질환에 기인함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ICD-10, P00-P96)와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ICD-10,  

Q00-Q99)에 의한 영아사망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그림 2] 영아사망률 추이, 1993~2008년

주:	출생아	1천	명당	영아사망	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OECD(2010),	OECD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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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2008년간 국제기준의 영아사망원인분류2)에 따른 10대 영아사망원인은 2개 질환(군)을 제외하고는 모

두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와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부터 선정 

 ▶  심장의 선천기형(Q20-Q24)과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은 각기 1996년과 1999~2008년에 영아사망원

인 1순위를 기록하였으며, 그밖에도 대부분의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와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의 질환(군)이 10대 영아사망원인으로 선정됨  

[그림 3] 주요 영아사망원인의 사망률 추이, 1996~2008년

주: 출생아 1만 명당 영아사망아 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2) 통계청(200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제표용 분류표 3(영아 및 유아사망 요약분류표) 참조

순위1) 사망원인(ICD-10)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371) (3,834) (2,631) (2,062) (1,856) (1,788) (1,652)

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8.3 10.9 12.1 11.4 12.9 17.6 19.6 

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이상소견

(R00-R94, 
R96-R99)

7.2 7.0 10.9 14.3 11.6 6.8 7.7

3 나머지 출생전후기 병태
(P29, P35, 
P37, P39, 
P70-P96)

22.0 7.3 10.7 7.6 8.9 8.5 7.3  

<표 1> 10대 영아사망원인 추이, 1996~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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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에 의한 영아사망은 주로 신생아 호흡곤란(P22), 신생아의 세

균성 패혈증(P36), 임신기간·태아발육관련 장애(P05-P08)에 따른 것으로, 1996~2008년간 사망률의 

전반적인 저하 속에서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은 다소의 변동과 함께 증가경향에 있음

주: 1) 2008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함. 

    2) 2008년도 10대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순위1) 사망원인(ICD-10)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371) (3,834) (2,631) (2,062) (1,856) (1,788) (1,652)

4 심장의 선천 기형 (Q20-Q24) 9.1 9.0 8.4 6.5 6.6 8.0 7.1  

5 신생아의 기타 호흡기 병태 (P24-P28) 5.6 8.9 9.1 8.7 9.6 7.8 6.7  

6 영아급사 증후군 (R95) - 3.7 3.8 - - 4.5 6.6  

7 신생아의 세균성 패혈증 (P36) 8.4 8.2 9.4 8.1 8.2 4.6 5.9  

8 기타 선천 기형
(Q10-Q18, 
Q30-Q89)

3.8 5.0 7.4 5.7 5.4 8.1 5.7  

9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에  
관련된 장애

(P05-P08) 8.0 9.0 8.3 8.7 7.4 5.1 4.8  

10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P61) 3.2 - 4.4 4.3 4.8 - 3.8  

기타2) 자궁내 저산소증 및  
출산 질식

(P20-P21) 3.5 3.9 - - - 4.1 -

순환기계통의 선천 기형 - - - 3.4 2.9 - -

10위 이외 질환 20.9 19.0 15.4 21.5 21.6 24.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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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에 의한 영아사망은 심장의 선천기형(Q20-Q24)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996~2008년간 사망률의 전반적인 저하 속에서 심장의 선천기형(Q20-Q24)

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에 순환기계 선천기형(Q25-Q28)과 다운증후군 및 기타 염색체 이상(Q90-Q99)

은 다소의 변동을 보이는데 그침

[그림 4] 출생전후기 특정병태(P00-P96)에 의한 영아사망 추이, 1996~2008년

주: 출생아 1만 명당 영아사망 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그림 5]  선천기형, 염색체이상(Q00-Q99)에 의한 영아사망추이, 1996~2008년

주: 출생아 1만 명당 영아사망 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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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 저출생체중아의 영아사망원인  

   출생체중은 태아의 건강상태와 성장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체중 2500g 미만의 저출생체중아에서 

영아사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함

▶  2008년 저출생체중아 1만 명당 영아사망은 353.8명으로 전체 영아사망 35.5명의 약 10배에 달함

   저출생체중아의 영아사망 4명 중 적어도 3명은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에 의한 사망은 전반적인 사망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전체 사망에서의 분율도 2002년 23.2%에서 2008년 36.8%로 크게 증가함

[그림 6] 전체 영아사망 대비 저출생체중아의 영아사망 추이, 2002~2008년

주: 저출생체중아 1만 명당 영아사망 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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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연령별 영아사망원인

   출산연령은 무 이르거나 혹은 고령화할수록 신생아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3) 

영아사망률은 대체로 25~29세를 최저점으로 하는 U자 양상을 보임

<표 2> 저출생체중아(2500g 미만)의 영아사망원인 추이, 2002~2008년 (단위: %) 

주: 1) 저출생체중아 1만 명당 영아사망 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사망원인(ICD-10)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P00-P96) 79.9 433.9 72.6 345.3 76.6 354.3 74.8 309.5 77.9 275.5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에 관련된 장애 (P05-P08)  13.2 71.6 10.3 48.8 11.1 51.5 8.8  36.5  8.7 30.8  

출산 외상 (P10-P15) - - 0.6 2.7 0.2  1.0  0.8 3.5  0.1 0.4  

자궁내 저산소증 및 출산 질식 (P20-P21) 2.0 10.7 1.8 8.6 1.9 8.7 4.9 20.4  1.1 4.0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23.2 125.7 21.2 100.8 20.0 92.3 30.7 126.9  36.8 130.3 

선천 폐렴 (P23) 0.8 4.1 0.7 3.2 0.3 1.5 0.9 3.9  1.1 4.0  

신생아의 기타 호흡기 병태 (P24-P28) 10.1 54.7  11.6 55.2 12.1 56.1 8.6 35.6  8.1 28.6  

신생아의 세균성 패혈증 (P36) 12.2  66.4 12.3 58.5 13.1 60.7 6.6 27.4  8.7 30.8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P61) 5.6 30.2 4.8 23.1 7.5 34.7 3.9 16.1  5.7 20.2  

나머지 출생전후기 병태
(P29, P35, 
P37, P39, 
P70-P96)

13.0 70.5 9.4 44.5 10.4 47.9 9.5 39.1  7.5 26.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16.4 88.9 15.3 72.9 13.8 63.7 18.8 77.8  13.9 49.3  

선천 수두증 및 척추갈림증 (Q03, Q05) 0.9 5.1 1.5 7.0 0.3 1.5 1.7 7.0  0.4 1.3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 기형
(Q00-Q02, 

Q04, 
Q06-Q07)

0.6 3.1 0.9 4.3 1.1 5.1 1.7 7.0  1.1 4.0  

심장의 선천 기형 (Q20-Q24) 3.8 20.4 3.8 18.2 4.0 18.4 3.9 16.1  4.0 14.1  

순환기계통의 선천 기형 (Q25-Q28) 2.3 12.3 2.7 12.9 2.2 10.2 3.5 14.3  2.2 7.9  

다운증후군 및 기타 염색체 이상 (Q90-Q99) 2.1 11.2 2.0 9.7 2.0 9.2 1.9 7.8  2.4 8.4  

기타 선천 기형
(Q10-Q18, 
Q30-Q89)

6.8 36.8 4.4 20.9 4.2 19.4 6.2 25.6  3.9 13.6  

기타 원인 3.7 19.9 12.1 57.4 9.6 44.3 6.4 26.5  8.2 29.0  

계 100.0 542.8 100.0 475.7 100.0 462.4 100.0 413.8  100.0 353.8

3)  Delbaere, et al.(2007). Pregnancy outcome in primiparae of advanced maternal age. Eur J Obstet Gynecol Reproductive Biology.135,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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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연령 35세 이상은 25~34세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사망원인에서 높은 수준의 영아사망률을 기록하고 있

으며 특히, 신생아의 호흡곤란(P22), 심장의 선천기형(Q20-Q24), 다운증후군 및 기타 염색체이상(Q90-Q99)

에 의한 영아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

<표 3> 출산연령별 영아사망원인, 2007~2008년 (단위: %) 

사망원인(ICD-10)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계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P00-P96) 39.9 14.3 46.6 11.1 54.3 15.3 63.1 28.9 49.0 35.6 52.3 18.7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에 관련된 
장애

(P05-P08)  3.4 1.2 4.1 1.0 6.1 1.7 6.9 3.2 3.1 2.2 5.0 1.8

출산 외상 (P10-P15) 0.4 0.2 0.9 0.2 0.4 0.1 1.1 0.5 - - 0.9 0.3

자궁내 저산소증 및 출산 질식 (P20-P21) 2.1 0.8 2.5 0.6 2.7 0.8 3.4 1.5 2.0 1.5  3.1 1.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11.3 4.1 16.2 3.9 21.1 6.0 26.1 11.9 25.5 18.5 18.6 6.7

선천 폐렴 (P23) 0.4 0.2 0.9 0.2 0.7 0.2 1.1 0.5 1.0 0.7 0.9 0.3

신생아의 기타 호흡기 병태 (P24-P28) 6.7 2.4 6.9 1.6 7.4 2.1 7.3 3.3 4.1 3.0 7.3 2.6

신생아의 세균성 패혈증 (P36) 7.1 2.6 5.1 1.2 6.0 1.7 4.8 2.2 2.0 1.5 5.2 1.9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P61) 2.9 1.1 2.1 0.5 3.3 0.9 4.8 2.2 2.0 1.5 3.4 1.2

나머지 출생전후기 병태
(P29, P35, 
P37, P39, 
P70-P96)

5.5 2.0 7.8 1.9 6.4 1.8 7.6 3.5 9.2 6.7 7.9 2.8

[그림 7] 출산연령별 영아사망률 추이, 1996~2008년

주:  모연령별 출생아 1천 명당 영아사망 수. 단, 모연령 미상 보정 

(보정계수: 1996년 1.23, 2005년 2.04, 2006년 1.72, 2007년 1.21, 2008년 1.2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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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영아사망원인

   2007~2008년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영아사망률은 대구, 전북, 부산 순으로 높고 경남에서 가장 낮은 가운

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에 의한 영아사망률은 대구와 부산에서 높고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에 의한 영아사망률은 전북과 광주에서 높았음

▶  영아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출산연령 35세 이상과 저출생체중아 등 고위험대상의 영아사망률에서

사망원인(ICD-10)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계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분포 사망률1)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20.2 7.2 21.5 5.1 19.6 5.5 20.3 9.3 32.7 23.7 20.7 7.4

선천 수두증 및 척추갈림증 (Q03, Q05) 1.3 0.5 0.8 0.2 0.5 0.1 0.7 0.3 - - 0.7 0.2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 기형
(Q00-Q02, 

Q04, 
Q06-Q07)

1.7 0.6 1.1 0.3 1.1 0.3 0.7 0.3 - - 1.1 0.4

심장의 선천 기형 (Q20-Q24) 8.0 2.9 9.5 2.2 6.9 2.0 5.8 2.6 12.2 8.9 7.6 2.7

순환기계통의 선천 기형 (Q25-Q28) 2.1 0.8 2.4 0.6 3.2 0.9 3.2 1.4 5.1 3.7 2.8 1.0

다운증후군 및 기타 염색체 이상 (Q90-Q99) 0.4 0.2 1.5 0.4 0.7 0.2 2.6 1.2 9.2 6.7 1.6 0.6

기타 선천 기형
(Q10-Q18, 
Q30-Q89)

6.7 2.4 6.3 1.5 7.1 2.0 7.3 3.3 6.1 4.4 6.9 2.5

기타 원인 39.9 14.3 31.8 7.6 26.1 7.4 16.6 7.6 18.4 13.3 27.0 9.7

계 100.0 35.9 100.0 23.7 100.0 28.2 100.0 45.8 100.0 72.6 100.0 35.9

주: 1) 모연령별 출생아 1만 명당 영아사망 수. 단, 모연령 미상 제외(2007년 580명, 2008년 471명)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7~2008 영아·모성사망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그림 8] 지역별 영아사망률 및 사망원인, 2007~2008년

주: 1) 지역별 출생아 1만 명당 영아사망 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7~2008 영아·모성사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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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출산연령 35세 이상에서 영아사망원인의 지역별 차이가 비교적 컸음

6. 영아사망원인의 국제 비교

   2005~2008년간 주요 영아사망원인의 사망률 추이를 일본, 미국의 경우와 대비해 볼 때, 선천기형, 변형 및 염

색체이상(Q00-Q99)에 의한 영아사망률은 우리나라에서 낮았으나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에 

의한 영아사망률은 우리나라에서 높았음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에 의한 영아사망은 추이 면에서는 일본, 미국과 유사하나 사

망률에 있어서 이들 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았음

▶  신생아의 호흡곤란(P22),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 관련 장애(P05-P08), 신생아의 세균성 패혈증(P36)에 

[그림 9] 지역별 고위험대상의 영아사망률 및 사망원인, 2007~2008년

주: 1) 지역·출산연령·출생체중별 출생아 1만 명당 영아사망 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7~2008 영아·모성사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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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아사망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에 의

한 영아사망률은 미국의 감소추세와 달리 증가경향에 있음으로써 국가 간 차이를 증대시킴

[그림 10] 주요 영아사망원인의 국제 비교, 2005~2008년

주: 1) 출생아 1만 명당 영아사망 수

자료:  厚生統計協會(2009~2010/2011). 國民衛生の動向;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조사. 각년도; 

NCHS(2006~2010).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Deaths: Final data for 2003~2010. 단, 2008년은 preliminary 

data.; ABS(2010). 3304.0 Perinatal Deaths, Australi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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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및 정책과제

가. 요약

  영아사망원인의 상당수가 산모 측의 영향을 받는 분만 중 또는 출생 전 태아기로부터 유래 

   질적 분만의료서비스와 고위험 신생아치료에 크게 의존하는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에 의한 사

망이 큰 비중을 차지함  

   선천기형이나 발달장애 위험이 높은 저출생체중아의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영아사망률은 오

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출산연령이 점차 고령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

상(Q00-Q99)에 의한 영아사망률은 출산연령 35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에 있음

   전국 16개 광역시도 간 영아사망률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와 관련성

이 높은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에 의한 사망률의 차이에 기인함. 지역 간 영아사망원인의 차이

는 출산연령 35세 이상에서 보다 두드러짐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원인을 위한 통계생산기반이 미흡한 수준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4) 주요 영아사망원인의 

사망률이 미국이나 일본과 많은 차이를 드러냄

나. 정책과제

  저출생체중아 발생률 저하

▶ 적령기 결혼 및 출산 장려

▶ 고위험 임산부대상 산전 및 분만관리 강화 및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건강행태 유도

  고위험 신생아집중치료를 위한 의료자원 확충 및 지역단위 응급관리체계 구축

▶  신생아집중치료시설 및 장비 확충

▶  지역단위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응급관리체계 구축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발생 감시체계 운영         

▶  임신 전 및 임신 중 건강(관리), 신생아집중치료 등의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영아사망원인 통계생산체계의 선진화         

▶  정보화 기반의 사망원인 작성 및 보고체계 개선

최정수 (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 

4) 최정수 외(2011). 2007~2008 영아사망 및 사산원인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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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 실태와 요구도 

1. 서론

   최근 사회적 경향에 따른 만혼과 잦은 유산, 호르몬 균형을 저해하는 장기간의 피임방법 사용의 증가, 비만·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 환경오염의 증가 등으로 불임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만혼 및 임신의 지연은 생식능력의 저하로 불임을 초래하고 불임은 곧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이 2005년 1.08명으로 2004년 합계출산율 1.16명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사상 최저치를 기록, 자녀를 원하는 불임부부의 불임치료가 저출산 대안으로 부각됨

   ‘불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일컬음

▶  그간 불임실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계가 산출되지 못한 가운데, 2003년 표본조사자료를 토대로 추정

한 우리나라 기혼부부의 불임 발생비율은 임신경험이 없는 일차성 불임의 경우 13.5%로 부부 7쌍 중 1

명으로 추정됨

   불임관련 진료는 2001년 6월 이후부터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불임진단검사에 국한되고,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과 관련 검사 및 처치 등은 보험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불임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적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정

책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음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심화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불임부부지

원사업’을 도입하여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의료비를 보조하고 있음             

▶  고액 진료비가 발생되는 체외수정을 포함한 특정 보조생식 시술을 요하는 불임치료(이하 체외수정으로 

기술) 시술비의 일부를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부부에게 지원하여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

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 부터는 체외수정 이전 단계인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함

▶  지원비용 및 지원횟수는 통상 체외수정 등의 시술비용의 50%에 해당되는 1회당 150만 원씩 3회까지 보

조함. 체외수정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인공수정 시술은 1회당 50만 원씩 3회까지 보조함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인 가구의 지원접수일 기준 여성연령이 44세 이하 대상임             

▶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받아 임신에 성공, 출생한 신생아수는 2006년 지원건

(19,136건) 중 5,453명, 2007년 지원건(14,700건) 중 4,699명, 2008년 지원건(13,267건) 중 4,535명

으로, 각 년도 총출생아의 1.22%(2006년), 0.95%(2007년), 0.97%(2008년)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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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총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이거나 연령이 45세 이상이어서 2010년 의료비 지원을 받

지 못한 불임부부지원사업 비수혜 여성(총 279명)의 불임치료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 실

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연령분포는 35~39세 42.4%, 30~34세 연령층이 30.8%, 25~29세 10.1%, 40~44세 13.1%, 45세 이

상 3.6%임

▶  직업(불임치료 직전의 직업 포함)은 전문·행정·관리직이 31.2%, 사무직 20.4%, 판매서비스직 8.6% 

이며, 직업이 없는 여성은 22.9%임

2. 불임으로 초래된 신체적, 정신적 부담 실태

가. 불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증상

  불임부부지원사업 비수혜 여성 중 임신경험이 없는 일차성 불임은 42%이었음             

▶ 현재 출산자녀가 없는 경우는 78.8%이었으며, 1명 17.0%, 2명 4.2 %임

▶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40~44세 연령층이 다른 연령계층보다 높아 자연유산 52.0%, 인공

임신중절 38.9%임. 또한 자궁외 임신 경험률도 47.4%이었으며, 임신 후 사산 경험률도 가장 높아 

25.1%이었음 

   부부 중 불임인자 보유자는 원인불명이 가장 많아 44.5%이었고, 여성이 34.1%이었으며 남편은 13.4%로, 의

학적으로 알려진 여성 비율과 비슷한 남성의 불임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          

[그림 1] 불임부부의 불임인자 보유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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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증상이나 질환이 발병하여 병원을 방문,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는 78.9%이

었음       

▶  이들 대부분은 복합적인 증상과 질환이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증, 신경쇠약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진단받은 경우 27.6%,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 26.5%, 만성두통 및 심장질환 등은 17.9%이

었음 

나. 불임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42.1%, 약간 심각한 경우가 52.5%

로, 94.6%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됨             

▶  부부간 갈등은 불임원인이 남편 측에 있는 경우가 여성본인이나 부부 모두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어(47.3%) 이들 부부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

사함 

▶  남편 측에 불임 원인이 있는 경우 41.6%가 시부모의 편견이나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여성본인이 불

임인 경우(38.3%)와 부부 모두 불임인 경우(31.8%)보다 시부모와의 관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3. 불임으로 초래된 사회경제적 부담 

가. 불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이들은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기준을 가구소득으로 선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52.3%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7.5%로 약 80%가 소득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의료비 지

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음             

▶  특히 보조생식 시술을 받기 위해 직장을 휴직한 여성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7%로 

가장 높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경우(23.5%)까지 합하면 거의 90%가 동의하지 않았음

   부부가 불임을 의심한 후 불임진단 받기 까지 경과한 기간은 2~4년 미만이 34.7%로 가장 많았고, 1~2년 미

만 34.3%, 4~6년 미만이 13.4% 순이었음. 또한 병원에서 불임진단 후 경과기간은 2~4년 미만이 28.7%로 

불임원인 제공자 매우 심각 약간 심각 심각하지 않은 편 계(N)

여성 46.3 46.3 7.4 100.0( 95)

남편 38.9 58.3 2.8 100.0( 37)

부부 모두 31.8 63.6 4.5 100.0( 22)

원인불명 41.0 54.1 4.9 100.0(122)

전체 42.1 52.5 5.4 100.0(276)

<표 1> 불임으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통 및 우울증 심각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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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장 많았고, 6~12개월 미만 17.0%, 4~6년 미만이 15.8% 순이었음             

▶  이로써 불임부부들은 임신 및 출산을 하기 위해 대다수가 현재 4~8년을 소요한 것으로 파악됨

   이들이 가장 최근의 체외수정 시술로 지출한 비용은 1회당 평균 445만 원이었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산

정한 평균 시술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는 74.1%이었음  

▶  불임진단 이후 현재까지 시도한 체외수정 시술횟수는 3회 이하 여성이 67.2%이었으며, 4~6회 22.4%, 

7회 이상 10.5%이었음. 이로써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의 시술비 지원횟수인 3회를 초과하여 4회 이상 

시술을 받은 여성은 약 3명 중 1명이어서 시술비용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산욕구가 매우 높

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시술비용 이외 불임부부들은 불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방요법, 운동요법(요가 포함), 비만치료, 기치료 및 금연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음

▶  불임진단 직전 1년간의 지출비용은 연평균 30~100만 원 미만 지출이 31.3%로 가장 많았고, 100~200

만 원 미만 지출한 경우가 30.6% 이었음 

▶  불임진단 직후부터 1년간의 지출비용은 연평균 100~200만 원 미만이 22.0%로 가장 많았음 

   불임치료 또는 보조생식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71.3%

이며, 약간 심각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97.8%로 불임여성 대부분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됨. 특히 여성본인

이 불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매우 부담이 큰 경우가 79.8%로 가장 높았음

▶  이와 같이 이들의 대부분은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층에 속하지만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

었음 

[그림 2] 불임부부지원사업 비수혜 가정의 불임원인 보유자별 시술비 부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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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생식시술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실태

   취업 불임여성의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정도는 매우 지장을 받은 여성이 51%, 약간 지장을 받

은 경우가 40% 이어서 91%의 여성이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곧, 직장여성들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보조생식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역사회에 상

당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취업여성의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시간 할애방법은 조퇴, 연가 및 휴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29.7%로 가장 많

았고, 시술받고자 사직한 경우 26.6%, 잠시 외출하여 시술받은 경우가 21.9%, 그리고 현재 한시적 휴직상태

가 8.9%이었음 

▶  또한 근무시간 이외 개설된 모닝 및 이브닝 진료와 주말진료를 이용하였고(7.3%), 시간을 할애할 수 있

는 자유업으로 직장을 이직하거나 방학을 이용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등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음

▶  이로써 취업여성 3명 중 1명은 불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회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재 사

회활동을 하는 불임여성의 상당수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불임치료를 미루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미취업 여성의 경우, 일부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불임치료 때문에 구직을 미루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 취업 불임여성의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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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임여성의 불임정책 요구도

가. 향후 보조생식시술 계획               

   불임여성들은 시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부분 크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6.4%가 앞으로 출산

할 때까지 계속해서 불임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하여 출산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특히 부부 모두 불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산욕구가 가장 높아 95.5%이었음  

[그림 4] 사업 비수혜 취업여성의 보조생식시술 시간 주 할애방법 (단위: %)

[그림 5] 불임원인 보유자별 자녀 출산할 때까지 보조생식시술을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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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임정책 요구도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도입된 2006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13명(2006년), 1.19명(2008년), 1.15명(2009년)으

로 여전히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불임여성의 정부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보조생식 시술 및 관련 처

치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91.6%), 그 다음으로 시술비용의 적정화(85.5%), 현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자 확대(84.9%), 불임치료기관의 시술에 대한 질 관리(81.6%) 순이었음

▶  ‘매우 필요’와 ‘필요’한 경우를 합할 때 가장 높은 요구도는 불임시술비용의 적정화(99.6%), 시술병원에 

대한 질 관리와 특수한 임신 및 출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각 99.2%) 순이었음 

   한편, 불임으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단독의 불임상담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55.3%이었고, 약간 필요하다는 경우는 39.3% 이어서, 95%에 이르는 여성들이 별도의 불임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함 

▶  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는 불임시술 민간의료기관 59.5%, 독립적인 비영리기관 21.9%로 나타나 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그림 6] 불임부부지원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정책에 대한 요구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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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임치료에 따른 휴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의 경우 89.7%, 유급휴직 92.1%의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희망 휴직기간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무급 또는 유급 휴직 모두 4주라고 응답한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중

앙값도 4주이었음 

황나미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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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1.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현황

   공공보건의 증대에 의미를 둔 건강영향평가는 캐나다,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유럽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태국, 대만 등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가가 점차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임

▶  건강영향평가는 국가단위에서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실

시하도록 유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다만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적인 법적 장치를 

동원하고 있음    

▶  평가체계에 있어서 건강영향평가의 단독실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 또는 사회영향평가 등 평

가의 통합의 체계 등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함    

▶  평가대상은 광범위한 사업 또는 정책이 포함되며, 평가단계는 스크리닝, 스코핑, 아이덴티피케이션, 평

가, 의사결정 및 권고, 평가와 추구조사 등의 기본단계를 유지함. 평가의 목적 및 요인의 영향 정도에 따

라 평가의 대상과 단계를 변형시켜 적용함  

2. 주요 국가의 건강영향평가 정책

가. 세계보건기구

   건강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1)

▶  “건강영향평가를 인구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고, 인구집단 내에 영향이 확산된다고 판단되어지는 정

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생산물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도구의 조합”이라고 정의함

▶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건강문제가 체계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여, 정

책·프로젝트·사업의 수행으로 전체 인구의 건강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건강영향평가는 질병예방, 건강증진이라는 일반적 가치 외에 건강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접

근, 형평성의 개선을 위한 노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 엄격하고 종합적인 건

강영향평가의 분석 원칙이 중요시 됨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개인·가족, 물리적환경, 사회적환경, 공공서비스의 네가지 틀에서 건강결정인자를 

구분하고, 이들 건강결정인자들이 정책과 연관된 분야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으로 제시함   

1)  WHO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 main concepts and suggested approach Gothenbugr Consensus 
pap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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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의 단계로서 평가대상사업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신속건강영향심의(Rapid Health Impact 

Appraisal), 심층건강영향분석(Health Impact Analysis) 및 주요건강영향검토(Health Impact Review)의 세 가

지 형태의 평가를 제시함

   건강영향평가의 접근법으로 스크리닝(Screening), 스코핑(Scoping), 정밀평가(Appraisal), 보고(Reporting), 모

니터링(Monitoring)의 다섯 건강단계를 제시함

적용분야

건강결정요인

개인가족 물리적환경 사회적환경 공공서비스

교통
교통상해의 위협  
운동 선택

공해, 교통사고 사회적 단절, 배제
속도규제

사고대응부서

농업 식품 안전 식품 선택 관개수질, 농약잔존물 농촌 생계 문제 음식안전 및 가격 규제

주거 거주, 안락, 존엄
습기, 온도,  
실내공기오염

지역별 범죄율
토지사용계획,  
건축 법규

에너지 에너지 부족 가스 및 미립자 배출 -
발전소 위치,  
에너지 가격 정책

산업 산업안전 및 보건 화학 안전 고용기회 환경감시기구

광업 이주 분진, 폭발, 수질오염  주거밀집상태 산업환경규제

물 위생행태
화학, 미생물학적  
오염물질

물부족 갈등 상수원보호, 정수

〈표 1〉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적용 분야, WHO  

 자료:  WHO Europe,  Health Impact Assessment as par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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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나다

   캐나다는 개인의 건강이 의료서비스 이외의 다른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임. 이들 사회경제적 건강결정요인과 관련된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은 주요 고려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별히 건강형평성은 건강영향평가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짐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결부되어 수행되고 있음. 연방정부의 환경평가법(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을 위시하여 캐나다 13개의 모든 주정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주별 법령이 있음. 그

러나 실제 강제적으로 수행되지 않음

▶  퀘벡주는 캐나다의 13개 주 중 건강영향평가를 가장 체계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공중보건법 54조(The 

Quebec Public Health Act Article54)를 개정하여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며,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강제성을 부여함 

   건강영향평가의 적용대상과 범위로는 연방정부는 ① 광산, 고속도로, 에너지 등과 같은 연방정부 개발 프로젝

트(프로젝트를 연방정부가 발의하였거나, 재정 지원을 시행하거나, 그 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 지원

을 하는 경우로 한정), ② 물질(공해물질, 위험물질, 바이오테크놀로지 생성물질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함

[그림 1]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WHO(2001)

자료: WHO Europe,  Health Impact Assessment as par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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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는 ① 주별 해당 법령에 의한 대상 프로젝트, ② 물질, ③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

든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담당함

   건강영향평가시 물질에 대한 평가는 환경부(Environment Canada)와 보건부(Health Canada)가 공동으로 책

임지고 수행함.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보건부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다루고 있음

   평가방법은 기존의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제도 안에서 5단계의 절차를 거침

▶   제1단계인 사업설명과 제2단계인 스코핑단계에서 건강요소를 고려함. 제3단계에서 영향의 유의성을 판

단하고 제4단계는 영향을 예방, 최소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조치와 이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확

정함. 제5단계에서 사업의 승인여부와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들을 권고함

다. 미국

   미국은 아직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주정부, 지방정부, 재단 등에서 주도하여 다각적인 접

근을 통하여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건강영향평가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 사업과 정책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중앙정부에서 Healthy Places Act등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 워싱턴주에서는 Senate Bill 6195, 

6197등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함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2/3정도를 저소득층과 관련된 사업이 차지하며, 주거, 재개발, 생활전력보조금, 소

득관련정책 등 인종간 불평등정책과 사업을 건강영향평가의 주 대상으로 함

   건강영향평가는 주로 지역보건당국, 주정부, 재단, 연방정부기관, 질병관리본부(CDC), 학술기관 등에서 실시

함. 평가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수행하거나, 외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기도 함. 평가대상에 따라 환경영향평

가와 함께 수행되기도 함 

라. 호주

   호주의 건강영향평가는 1996년 타즈마니아주에서 최초로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한 이후 2001년 연방정부, 

2003년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시작함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연계되어 시행됨.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는 사업의 수정보완에 영향을 주는 의

사결정 지원도구의 역할을 함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초기에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건강영향을 예측하여 부정적인 건강영향의 

감소, 긍정적인 영향의 향상,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

   호주 연방정부는 1999년 수립된 국가환경보건전략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타즈마니아주는 타즈마니

아주의 환경영향평가 근거법인 환경관리 및 오염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Act, 

EMPC)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건강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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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의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개발사업중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측면(건강에 대한 물리적 영향, 

사회적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임

▶ 법적인 규제를 가진 Tasmania주에서 건강영향평가의 범위는 주정부 보다 광범위함

   건강영향평가는 주정부에서는 보건노인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에서 타즈마니아주에서는 보건

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주관함

구분 연방정부 Tasmania 주정부

근거법령

- 법조항없음. 

-  국가환경 보건전략 (1999)에 의거 
Environmental Health Council구성

-  1996년 환경관리 및 오염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Act, EMPC)

시행년도 2001년(지침보급) 1996년

주관부처 -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
- Director of Public Health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평가대상범위

-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개발사업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측면, 
건강에 대한 물리적 영향, 사회적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함.)

-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지리적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
성이 있는 사업 

-  임상적으로 감염성 물질에 잠재적 노출이 될 수 있는 
사업 

- 질병매개체나 기생충 번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

-  레크리에이션시설, 수자원을 불안전 하게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사업 

-  원예 및 방목활동을 위한 토지 생산성에 잠재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등

-  먹이사슬과 식품공급에 생물학적 화학적 영향을 줄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전기 및 가스 등)의 요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교통량 증가로 상해위험과 공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
는 사업

- 공중보건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취약한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사업

-  아동과 노인 등의 인구집단의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평가시기 계획단계 및 사업의 시행전단계 계획단계(환경영향평가의 심의 결정전단계)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작성시에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사업실시자가 비용 
부담.

사업계획서 작성시에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
시키도록 함. 사업실시자가 비용 부담.

평가의 구속력
법적 구속력 없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만 함.

법적 구속력 없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만 함.

<표 2> 호주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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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비용으로 건강영향평가 보고를 하도록 하나, New South Wales주에서

는 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함. 건강영향평가의 방법은 심각성에 따라 자료평가(전담자 한

사람이 2~6주간 평가), 신속평가(6~12주간 평가), 보통평가(12주~6개월 평가), 종합평가(6~12개월 평가)

의 4단계로 구분함

마. 영국

   영국의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의 두 제도와 관련되어 발전되어왔음. 그러나 건강영향평

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더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 최근에는 규제건강영향평가에 건강을 필수요소로서 

포함시켜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을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인 정책으로 건강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건강영향평가는 WHO의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적용 분야에 근거하여2) 대상을 정하고 해당되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정책승인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함

   건강영향평가를 주관하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은 런던보건위원회(London Health Commission)임

▶  런던보건위원회는 총 3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기관이 가장 비중을 두는 활동은 건강영향평

가로 런던시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건강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건강영향평가의 절차는 스크리닝, 범위선정, 잠재건강영향평가, 의사결정, 모니터링 및 평가의 단계를 거침

▶  스크리닝(screening): 제안된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인구집단 건강 잠재 영향을 신속히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함. 건강관련 인자들을 중점 검토함

▶ 범위선정(scoping): 건강영향평가 범위 및 평가 관리 방법을 결정

▶  잠재건강영향 평가(appraisal): HIA의 핵심 단계, 해당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분석, 영향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조사, 잠재적 건강 영향 확인 및 결정, 영향에 대해 보고, 이들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권

장안 작성 등의 주요 작업을 수행함

▶  의사결정(decision－making): 유해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상의 이로운 영향 최대화 하기 위해 제안서

를 수정함

▶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함. 건강영향평가 과정의 개선, 건강상의 이익을 얻

기 위해 추후제안서 수정, 평가 시 예측된 결과의 정확성 평가를 가능하게 함

3.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일부에 대하여 건강영향항목을 추

가로 평가하도록 함. 건강영향평가의 주관부처는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임               

▶  환경보건법의 주요 내용 중 건강영향평가를 명시하는 항목은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등”의 법 제13

2)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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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3년 동안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에 명시됨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단지,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함 

▶  15만㎡ 이상의 산업입지 또는 산업단지,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처리능력이 1일 100

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장, 30만㎡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5만㎡ 이상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용

량이 1일 100㎘ 이상 대규모의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포함됨

   건강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계획단계 및 사업의 시행전단계에 실시하며, 평가의 비용은 사업실시자가 부담

함. 스코핑, 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 의견수렴, 저감방안 수립의 과정을 거치며, 평가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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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분 법령집 법령내용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실시근거

환경보건법 13조

(건강영향항목의 추가 평가등)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
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강영향항목 

평가대상 사업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
단지 개발사업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
만, ⑴에 해당하여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에너지 개발

    ⑴  「전원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
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⑵  「전기사업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
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3.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⑴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
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
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
인 것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⑵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 다만, 「하수
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표 3>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항목 평가 법 현황 

서미경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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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살 예방 대책 

1. 일본의 자살 현황 

  자살사망률 추이

▶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983년 21.1%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1년 17.0%로 감소하였으나, 1997년 

19.3%에서 1998년 26.0%로 급상승함

▶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5년간 높은 수준의 자살사망률을 보여 2003년 27%로 가장 높은 수

준이었으며, 2009년 25.8%에 이름

  연령별 자살자 현황

▶  연령별 자살자 증감 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 10대 자살자는 565명으로 전년대비 46명(7.5%) 감소하

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자살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함

▶  반면, 40대의 경우 2009년 자살자는 5,261명으로 전년대비 291명(5.9%)이 증가하여 전체 연령대 중 가

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60대(3.9%)에서 자살률이 높게 증가함

·	성별로는 40대에서는 여성, 60대에서는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남 

  직업별 자살자 현황

▶  직업별 자살자 현황을 보면 무직자가 18,722명(57.0%)으로 자살자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고용

자·근무자가 9,159명(27.9%), 자영업·가족종사자가 3,202명(9.7%), 학생이 945(2.9%)로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 자살사망률 추이 (단위: %)

자료: 경찰청 「자살통계」 로부터 내각부 작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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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수립 배경

  수립 배경

▶  일본의 자살자 수는 1998년에 갑자기 8,000여 명이 증가하여 3만 명을 넘었으며, 2003년 인구 10만 명

당 20명 이상으로 구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의 자살률 수준을 유지함

▶  이러한 정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 차원에서 노동후생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의 추진, 상담체제

의 정비, 자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자살자 수는 좀

처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음

▶  결국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에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자살의 방지를 꾀함과 동시

에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책의 충실함을 기하기 위하여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

음. 이 자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써 자살예방대책을 공표하였음

구분
2008년 2009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32,249 22,831 9,418 32,845 23,472 9,373

연

령

19세 이하 611 381 230 565 358 207

20~29세 3,438 2,373 1,065 3,470 2,420 1,050

30~39세 4,850 3,396 1,454 4,794 3,459 1,335

40~49세 4,970 3,852 1,118 5,261 4,020 1,241

50~59세 6,363 4,986 1,377 6,491 5,107 1,384

60~69세 5,735 4,096 1,639 5,958 4,290 1,668

70~79세 3,697 2,315 1,382 3,671 2,311 1,360

80세 이상 2,361 1,228 1,133 2,405 1,300 1,105

미상 224 204 20 230 207 23

<표 1> 연령별 자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수
자영업 

가족종사자

피고용자 

근무자

무직
미상

학생 무직자

계 32,845 3,202 9,159 945 18,722 817

구성비(%) 100.0 9.7 27.9 2.9 57.0 2.5

남자 23,472 2,874 7,749 676 11,455 718

여자 9,373 328 1,410 269 7,267 99

<표 2> 2009년도 직업별 자살자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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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방지대책의 기본 방침

  사회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대처

▶  자살은 실업, 도산, 다중채무, 장기간노동 등,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과 당사자의 성격 및 성

향, 가족 상황, 인생 및 생사관 등이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음

▶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에 대한 대응과 

사회에 대한 대응 이렇게 양쪽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 개개인이 자살 예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처

▶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신과의료를 받는 일이 적

지만, 어떠한 식으로든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국민 전체가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신호를 의식하고, 정신과의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도를 받으며 그 사람을 지

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일상에서의 심경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주위의 가족, 동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살

예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교육활동 등에 힘쓸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 및 위기대응 그리고 자살미수자, 유족 등에 대한 사후대응

▶  자살대책은 ①사전예방: 심신의 건강의 유지 증진에 대한 대책, 자살과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

급 및 계발 등 자살 위험성이 낮은 단계에서 예방을 도모하고, ②자살발생시 위기대응: 지금 일어나고 있

는 자살 위험에 개입하여 자살을 막으며, ③사후대응: 불행히 자살이나 자살미수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

나 직장의 동료 등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또 다른 자살을 막는 것과 같이 단계별로 

효과적인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관계자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

▶  자살은 건강문제, 경제·생활문제, 인간관계 문제 외에, 지역·직장의 양상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과 당사자 

본인의 성격 및 성향, 가족상황, 생사관(生死觀) 등이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자살을 막기 위해서 정신 보건적 시점만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시점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처가 중요함

▶ 이러한 포괄적인 대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인재와 조직이 밀접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또 민간단체를 비롯한 다

양한 분야의 관계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자살의 실태해명 추진 및 그 성과에 기초한 시책 전개

▶  자살방지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어떠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파악한 후, 자살의 실태

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제까지의 조사연구의 성과 및 세계보건기관, 외국의 지견을 토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책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에 병행하여, 실태해명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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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장기적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

▶  자살방지대책 시행에 있어 사회적요인의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의 재검토,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살 예

방체계 구축 및 상담 지원체제의 정비 및 충실을 꾀함과 동시에 국민전체에 대한 계발활동을 통하여 올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자살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며, 이에 병행하여 정신과의료전체의 개

선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음

▶  외국의 예를 보아도, 자살예방에 즉효성 있는 시책은 없으며,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세대별 자살대책의 방향

   청소년(30세 미만)

▶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유지·증진 및 양호한 인격형성에의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자살예방으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아동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아동 학생의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지식보급·계발

의 실시와 학교에서의 자살 및 자살미수가 발생한 경우의 아동 학생 등의 심리케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중고년(30~64세)

▶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가꾸기와 함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장기간노동, 

실업 등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병이 많은 점에서, 우울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시 됨

   고령자(65세 이상)

▶  고령자는, 신체적인 기능저하에 따라 의료 기관을 찾는 기회가 많으므로, 주치의나 단골의사 등의 우울

증 질환 진단 기술의 향상, 건강검사 등을 활용한 우울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함께 고령자를 위한 삶

의 목표, 보람 만들기 대책이 중요함

▶  또한 재택 간병인에 대한 지원의 충실화도 중요함

5.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점시책

   자살의 실태 규명

▶  자살자 및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자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

구와 함께 자살대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추진함 

·	실태규명을 위한 조사의 실시

·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체제의 충실화

·	자살미수자, 유족 등의 실태 및 지원방법에 대한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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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생의 자살예방에 대한 조사의 추진

·		우울병	등의	정신질환의	병태(病態)해명	및	진단·치료기술의	개발

·		기존자료의	이용	및	활용의	촉진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관심 촉구

▶  자신의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자살을 생각하는 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전문가에게 이끌도록 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는 자살대책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역할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촉진을 꾀하기 위해서,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계발사업을 전개 함

·	자살예방주간의	설정과	계발사업의	실시

·	아동학생의	자살예방에	힘을	싣는	교육의	실시

·	생애주기별	우울병에	대한	보급계발의	추진

  조기대응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낼 인재 양성

▶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조기발견, 조기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자살의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알

아차리고, 적절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맡을 인재 등을 양성함

·	주치의	등에	의한	우울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의	향상

·	교직원에	대한	보급계발	등의	실시

·	지역보건	스텝과	산업보건스텝의	자질	향상

·	개호지원전문원	등에	대한	연수의	실시

·	민생위원,	아동위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	지역	리더	양성	연수의	충실화

·	사회적	요인에	관련한	상담원의	자질	향상

·	자살자	유가족에	대응하는	공적기관의	직원	자질	향상

·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의	개발	등

·	자살대책종사자에	대한	심리케어	추진

  정신건강 증진 

▶  자살의 원인이 되는 여러 스트레스에 대하여, 스트레스요인의 경감,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정

신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직장. 지역, 학교에 있어서의 체제정비를 추진함

·	직장에	있어서의	정신건강대책의	추진

·	지역에	있어서의	정신건강증진	체제의	정비

·	학교에서	정신건강증진	체제의	정비

   적절한 정신과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우울증 환자 등,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의 조기발견에 힘쓰고, 확실하게 정신과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이 적절한 정신과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의료체제를 충실히 함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73

건
강

증
진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Ⅱ
·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	및	정신과의료체제의	내실화

·	우울병의	수진율	향상

·	주치의	등의	우울병과	같은	정신질환	진단·치료기술의	향상

·	어린이의	정신	진료체제의	정비	추진

·	우울병	스크리닝(Screening)의	실시

·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

  범사회적 대처에 의한 자살예방

▶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의한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으로

서의 손을 내밀어 자살을 방지함

·	지역적인	상담체제의	내실화

·	다중채무문제를	위한	상담창구의	정비와	Safety	Net	융자의	내실화

·	실업자	등에	대한	상담창구의	내실·충실화	등

·	경영자에	대한	상담사업의	실시	등

·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의	내실·충실화

·	위험한	장소,	약품	등의	규제	등

·	인터넷	상의	자살예고사안	등에	대한	대응

·	보호자를	위한	지원의	내실화

·	따돌림(이지메)에	고통	받는	어린이의	자살	예방

·	보도기관에	대한	세계보건기관의	가이드라인	소개활동

  자살미수자의 차후 자살기도 예방

▶  자살미수자의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해서, 입원 중 및 퇴원후의 심리적인 케어, 자살의 원인이 된 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지원함 

·	구급의료시설에서의	정신과의사에	의한	진료체제	등의	보완

·	가족	등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지킴이	역할을	지원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의 고통 덜어주기

▶  자살 및 자살미수 발생 직후에 유족 및 남겨진 이들에게 오는 심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케어를 실시

하고, 유족을 위한 자원 봉사 그룹 등의 지역적인 활동을 지원함 

·	자살자의	유족을	위한	자원봉사	그룹의	운영지원

·	학교,	직장에서의	사후대응의	촉진

·	유족들을	위한	팸플릿의	작성·배부의	촉진

·	자살자에	의해	남겨진	아동에	대한	관리	내실화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  종교인과 유족 등의 지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상담활동 등의 대응이 실제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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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살위기에 놓여있는 사람을 원조하고 있음 

▶  국가 및 지역차원의 자살대책에 있어서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명확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만간단체

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민간단체의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	지역	차원의	연계체제	확립

·	민간단체의	전화상담사업에	대한	지원

·	민간단체의	산구적·시행(試行)적인	대응을	지원

   자살대책의 수치목표

▶ 2016년까지 2005년의 자살사망률의 20%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자살대책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

▶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자살종합대책 자체에 대한 평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치목표를 다시 검토할 것임

6. 추진체제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체제

▶  본 대강령에 기초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살 종합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내

각관방장관(자살대책을 담당하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당해 내각부특명 담당대신

으로 함. 이하동문)의 리더십 하에,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도모하고, 시책들 상호

간의 충분한 조정을 실시함

▶  동 회의의 사무국인 내각부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수행하는 대책을 지원, 촉진하는 동시에 관계자에 의

한 협의의 장을 통하여 지방공공단체 및 자살방지 등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도 연계함으로써, 

종합적인 자살대책을 실시해 나감 

▶  이에 더하여, 남녀공통으로 계획에 참여하여 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청소년육성, 장애자에 대한 시책 등

을, 관련 있는 분야와의 연계도 유의하면서 추진함 

   지역적 차원의 연계 및 협력의 확보

▶  자살대책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 등 사회전반에 깊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자살대책을 추

진하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춘 실효성 높은 시책

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 각 행정단위 및 정부령(令)으로 지정한 시(市)에,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 단체에 의해서 

구성되는 자살대책연락협의회 등의 ‘자살대책 검토의 장’ 설치와, 동 협의회로 말미암은 자살대책의 기획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정보 제공 등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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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책의 평가 및 관리

▶  자살종합대책회의에 의해서 본 대강령에 근거한 시책의 실시상황, 목표의 달성상황 등을 파악하고, 그 효

과 등을 평가함과 동시에, 이들을 고려한, 시책의 검토와 개선에도 힘쓰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내각관

방장관 휘하에 본 대강령에 근거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고려한 시책의 재구성 및 개

선 등을 검토함에 있어 민간 저명인 및 학자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장치를 만들어, 종합적인 자살대책의 

추진으로 연결함

  자살종합대책에 대한 재검토 및 평가

▶  본 대강령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써의 성격으로 삼고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자살을 

둘러싼 제(諸)상황의 변화, 본 대강에 근거한 시책의 추진상황 및 목표달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크게 5년

을 기준으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함

7. 시사점

   자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

▶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자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자살대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살 초기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할 상담원 등의 인재 양성

▶  자살위험자를 조기발견에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할 인재 양성이 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

▶  우울증 환자 등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의 조기발견과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의료체계를 

정립하여야 함

   자살 미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 필요 

▶  자살 미수자의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해 심리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자살원인이 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

원책 마련 필요

▶ 자살 및 자살 미수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케어와 유족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국가와 민간단체의 협력 확보 필요 

▶  자살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만간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므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명확하

게 정립하고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정진욱 (건강증진연구실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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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동향과 시사점 

1.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와 흡연율 현황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흡연율의 변화

▶  흡연은 폐암, 구강암,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생식기질환에 영향을 준다

는 충분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007년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4조8,548억 원이었고, 이중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이 3조5천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함.1)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20세 이상 인구의 전체 진료비중 약 6.6%를 차

지함.2) 2001년의 통계청사망자료 연구에 의하면 인구10만 명당 86.3명(남자 166명, 여자 20.4%)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지난 10여년간 감소해 왔으며 최

근에는 다소 답보상태에 있음.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자흡연율은 다소 증가추세이고, 여자흡연율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1]  성인흡연율 변화동향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만19세 이상 성인: 현재흡연자는 평생 담배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율

1)  정영호, 외부불경제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소비세제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09-04,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7

2) 정영호 등 비만과 흡연의 생애의료비 비교분석 및 건강증진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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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흡연율의 변화동향

▶   간접흡연 노출도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억명의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하며, 캐나다는 

약 47%의 어린이가 가정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004년 미국 전체에서 

간접흡연에 따른 폐암 또는 심장질환으로 손실된 경제비용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하

[그림 2] 청소년흡연율 변화동향

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 각년도; 조사대상의 범위: 2005년 중 1~고 2, 2006년 이후 중1~고3; 청소년 흡연은  

최근 30일간 1일 이상흡연한 사람의 분율

[그림 3] 흡연율의 국제비교(성인남성)

주: 우리나라 자료; 질병관리본부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19세 이상 남자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15세 이상 남자 흡연율.  Australia(2007), Canada(2007), Finland(2007), Iceland(2007), 

Ireland(2007), Netherlands(2007), New Zealand(2007), Switzerland(2007), United Kingdom(2007), United States(2007)                                



78  l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음3)

▶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성인의 실내간접흡연노출률(직장 또는 가정)은 

37% 정도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의 가정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08년이

후 46.8%에서 41.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남자보다는 여자의 간접흡연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담배규제 및 흡연규제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은 담배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왔음. 특히 2010년부터 금연구

역의 지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벌과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정책이 확

대강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보건정책으로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한 것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에서 부터임. 

담배세인상 및 금연홍보 등의 사업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과거 높은 흡연율로 인한 보건적

인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10년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금연사업(금연홍보, 금연클리닉 사업 등)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성과

를 보여주었으며 여기에는 금연사업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되어 왔음

구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36.4 36.4 37.1 37.9

남자 38.7 43.9 44.2 44.9

여자 35.4 32.3 33.3 34.2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2009).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간접흡연노출률: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 또는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분율, 만 19세 이상

<표 1> 성인 간접흡연노출률 변화 (단위: 백만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40.3 46.9 46.8 41.2

남자 38.2 46.2 46.0 40.1

여자 42.6 47.7 47.6 42.4

주: 주1일 이상 가정내 간접흡연노출률 추이          

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2009); 조사대상의 범위: 중1-고3

<표 2> 청소년의 간접흡연노출률 변화 (단위: 백만 원)

3) 최은진 등. 흡연예방을 위한 합리적 담배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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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분 ~1997년 1998~2004년 2005~2010년

가격정책

(조세정책 및 면세담배 규제)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1997년부
터 건강증진기금부과(갑
당 2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2002
년 갑당 150원

-  2004. 12 국민건강증진
기금 갑당 354원

  (담배값 총500원인상)

- 2009년 군면세담배폐지

비가격정책

(금연구역, 라벨, 광고, 

금연서비스, 교육홍보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구역지정, 담
배광고제한, 담배갑건강
경고문구 등)

-  2003년 금연구역확대강
화  (국민건강증진법)

-  2002년 담배타르, 니코
틴 함량표기

  (담배사업법) & KT&G  
  민영화

-  2008년 12월 담배갑 발
암물질 5가지 표기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2010년 4월 지자체 금연
구역지정권, 과태료부과 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담배공급감소정책

(담배 불법무역, 

청소년 및 판매금지)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3항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금지

-  1989년 미성년자에 의
한 담배판매금지(담배사
업법)

- -

<표 3>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주요 변화

주: 자료: 김재진, 담배산업관리 적정화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보건복지부, 금연사업안내, 2004

<표 4> 간접흡연규제의 현황

주:  1) 1천 제곱미터 미만소형건물 

2)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음식점          

자료: 보건복지부, 2011년 건강증진사업안내: 금연클리닉사업편

구분 완전규제 부분규제 규제없음

실내사업장

교육시설 ●

보건의료시설 ●

보육시설 ●

민간사업장 ● ●1)

정부청사 ●

운수업 및 자동차 ●

대중교통

항공기 ●

기차 ●

지상대중교통(버스) ●

택시 ●

실내공공장소
문화시설/체육시설

음식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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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의 담배규제정책동향과 시사점

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 현황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가 주관하는 첫번째 조약임. 높은 수준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근거중심의 조약이며, 약물의 중독성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감소를 중요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흡연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을 담배회사의 초국가적인 마케팅전략에서 찾고, 담배회사의 초국경 

광고 및 판촉, 국제적 마케팅, 자유무역, 투자방식의 변화, 담배의 불법거래 등을 포함함

   담배규제기본협약은 2차례의 실무회의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20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192개 WH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2005년 2월 27일에 정식 국제법으로

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2010년 11월 당사국총회때 보고된 바에 의하면 당사국의 약 78%가 담배규제를 위

한 국가역량을 갖추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 5월 16일 비준함

※ 주요 의무사항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협약 발효 3년이내 ⇒ 2008년

▶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 2010

년까지

▶  제21조 이행보고서 제출: 협약비준후 2년, 5년차, 8년차에 제출(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 이행보고

서 제출)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강증진기금*

(백만 원, A)
38,818 30,542 35,501 534,186 775,587 903,584 1,424,431 1,907,627 1,776,826 1,758,278

금연사업예산*

(백만 원, B)
646 1,825 4,283 7,814 6,703 8,002 25,961 31,502 31,195 28,136

예산비율

(B/A×100,%)
1.66 5.98 12.06 1.46 0.86 0.89 1.82 1.65 1.76 1.60

담배소비량

(백만 개비)
95,960 104,944 98,917 91,956 96,925 106,510 82,316 87,772 91,829 94,921

<표 5> 담배소비량과 금연사업예산의 비교 

주: 금액은 예산액 기준(국민건강보험지원 등은 제외)으로 지방비를 포함하지 않은 국비 기준임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및기금운용계획 해당년도, 보건복지가족백서 해당년도

자료: 최은진 외(2009).  흡연예방을 위한 합리적 담배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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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국 총회 현황

▶  2011년 2월 현재 172개국이 당사국임

▶  당사국총회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제5차 당사국총회는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임

·		제1차	총회	2006년	2월	6일~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		제2차	총회	2007년	6월	29일~7월	6일	태국	방콕

·		제3차	총회	2008년	11월	17~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		제4차	총회	2010년	11월	15~20일	우르과이	푼타델	에스테

나. 담배가격정책

   2010년 협약사무국의 보고에 의하면 협약당사국들의 담뱃세 부과형태는 소비세 90개국(67%), 수입세 39개

국(29%),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금부과 71개국(53%) 등이었음(조사대상국은 135개국)

부속서 관련 협약조항 주요 내용
의정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승인 현황

제2장 

목적, 기본원칙 및 일반
의무

제3~5조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  당사국이 지침으로 따라야 하는  
기본원칙 및 포괄적인 일반의무 규정

- 제5.3조 가이드라인(3차총회에서 승인)

제3장 

담배수요 

감소 조치

제6~14조

- 가격 및 조세 조치(제6조) 

- 비가격조치(제7조) 

- 금연구역 설치(제8조) 

- 담배성분의 조사(제9조)

- 담배성분의 공개(제10조)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제11조)

- 교육·훈련(제12조) 

- 광고·판촉·후원 규제(제13조) 

- 금연 프로그램 활성화(제14조)

- 제8조 가이드라인(2차총회에서 승인)

-  제9조 및 10조(가이드라인 개발을 위
한 작업반 운영, 4차총회에서 부분적 
승인)

- 제11조 가이드라인(3차총회에서 승인)

-  제12조(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작업
반 운영, 아국참여, 4차총회에서 승인)

- 제13조 가이드라인 (3차총회에서 승인)

-  제14조 (3차총회에서 가이드라인 개발
을 위한 작업반 신설, 아국참여, 4차총
회에서 승인)

제4장 

담배 공급 

감소 조치

제15~17조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제15조)

-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제16조)

-  담배공급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동자, 경작자 
등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제17조)

- 제15조 관련 의정서 개발중

-  제17조 및 18조(3차총회에서 가이
드라인 개발을 위한 작업반 신설)

제5장 

환경 및건강 보호
제18조

-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 있는 환
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 있
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

<표 6> 제4차 당사국 총회 이후 FCTC 협약의 부속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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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율은 평균 50.2%였고, 최대 95%, 최소 9.9%의 부과율을 보였음. 담배 20개비당의 가격은 평균 2.53달

러이며 우리나라의 2.33달러보다 높은 수준임. 담배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11.98달러인 노르웨이였음

다. 금연구역정책의 동향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조(담배연기노출로부터의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협약비준당사국은 비준후 5년 이내

에 전반적인 금연구역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010년 담배규제협약사무국이 분석한 103개 당사국중 84%가 실내작업장에서 완전금연 또는 부분금연을 실

시하고 있었음. 대중교통에서 완전금연 또는 부분금연을 실시하는 경우는 83%였음. 실내공공장소에서 완전금

연 또는 부분금연을 실시하는 경우는 78%였음. 문화시설에서의 경우 47%는 완전금연, 음식점에서의 금연정

책은 30% 정도의 국가에서 완전금연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규제정책의 동향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비준후 3년 이내 이행의무사항인 담배제품의 라벨규제 중 건강경고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30%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그러나 협약비준이후 5년간 건강경고문의 크기증대나 그림경고부

착등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음.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담배갑 포장라벨에 오도성문구의 

사용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마.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정책의 동향

   협약사무국의 2010년 보고에 의하면 협약당사국들이 비준후 5년 이내에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인 담배광고

구분
담배세의 비율(%) 담배20개비당 가격(USD)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아프리카 12.3 85.1 44.8 0.01 3.73 1.31

아메리카 10.7 75.4 39.1 0.41 8.41 2.87

동남아시아 31.0 85.0 57.7 0.47 2.14 1.13

유럽 9.9 79.0 56.2 0.11 11.98 3.7

동지중해 25.0 95.4 55.0 0.37 1.96 1.21

서태평양 18.2 71.4 48.9 0.53 7.26 2.6

모든지역

(국가)

9.9

(카자흐스탄)

95.4

(예멘)
50.2

0.01

(수단)

11.98

(노르웨이)
2.53

<표 7> WHO의 지역별 담배 조세부담의 현황

* 우리나라 담배세의 비율 62%, 담배가격 2.33 USD

  Barbados, Belize, Bulgaria, Jordan, Madagascar, Marshall Islands, Panama, Republic of

  Korea, Romania, Serbia, Sri Lanka, Thailand and Uruguay 등은 담배세에서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등을 위한 목적세를 갹출함     

자료: 2010년 11월 제4차 당사국총회에 제출된 협약사무국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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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후원의 규제를 준수하는 국가는 55% 수준임. 담배광고에 오도성 광고를 금지하는 경우는 49% 정도였고, 

담배광고에 건강경고문 부착은 37%, 담배판촉을 위한 직간접적인 보상의 사용제한은 45% 정도였음

   담배회사로 하여금 담배광고판촉후원의 지출액을 정부관계자에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는 12% 정도로 낮은 수

준이었음. 담배회사의 후원규제는 국제적 행사에의 후원제한 47%, 이벤트 참가자에 대한 후원제한 48%였음

바.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과 관련된 해외정책사례의 시사점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본격적으로 국제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협약

당사국이 되고 있으며 강력하게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흡연율도 감소추세에 있음. 이는 담

배규제기본협약에서 점차 많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공급되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됨

   금연구역확대는 공공기관 및 실내작업장의 금연구역 확대 국가가 많은 편이고 음식점이나 문화시설 등에서의 

금연구역 추진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담배갑포장라벨규제는 많은 당사국들이 오도성 문구사용금지를 추진하고, 건강경고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그

림경고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담배광고판촉후원의 규제는 오도성 광고금지, 이벤트 등 각종후원의 금지 등의 차원에서 규제를 실시하는 국

가가 늘고 있음

   국제사회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정책추진의 사례를 보면, 점차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

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정책들이 흡연율 감소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담배규제기본협

약이 국가의 금연정책을 제고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과 같은 부속서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보조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음

최은진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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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모유수유 추이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1. 모유수유의 중요성 

   모유수유는 출생아와 모성 건강을 물론 장기적으로 성인기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도 기여함

▶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으로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인공수유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있음

▶  WHO와 UNICEF에서는 모유수유를 받은 아동이 인공수유를 받은 아동에 비하여 호흡기질환이나 소화

기계 질환, 변비, 알러지 이환율이 낮으며 정신적 안정감을 갖는데 기여함

▶  더불어 모유수유는 수유 여성에게도 유방암과 난소암, 제2형 당뇨병 발생을 감소시키며, 임신전 체중 수

준으로 빨리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줌

▶  최근에는 모유수유아로 자란 아동은 아동기 비만 위험이 낮고, 성인이 된 후에도 혈압과 콜레스테롤치가 

낮고, 비만, 2형 당뇨병을 앓을 위험도를 낮추며, 지능지수도 높은 것으로 역학적으로 규명되고 있어 모

유수유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음

   이러한 모유수유의 장점을 고려하여 WHO, 영국 등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exclusive breastfeeding)

를 영아 영양의 기본으로 권장하고 12~24개월까지 모유수유를 지속하면서 적절하고 안전한 보충식을 먹이

도록 권고하고 있음

2. 국내 모유수유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는 매 3년마다 전국규모로 이루어지는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전국적인 모유수유

율이 파악되고 있음

▶   모유수유율은 1970년대 90.0% 정도였으나, 전국표본조사에 의한 모유수유율이 1982년 68.9%, 1985

년 59.0%, 1988년 48.1% 1994년 11.4%, 1997년 14.1%으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를 보였다가 최근 10년 동안은 모유수유율이 향상되고 있음

▶  이것은 최근 모유수유 교육과 홍보·캠페인으로 인하여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모유

수유를 지지하는 정책과 사업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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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09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사에서는 2007년 1월 이후부터 2009년 8월까지 출

생한 최종출생아 975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아의 출생후 14개월까지의 수유실태를 월령별로 파악하면 

<표 1>과 같음

[그림 1]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주:  1) 모유수유율(A)은 주로 모유수유만 먹인 경우이며, 모유수유율(B)은 모유수유와 보충식을 같이 먹인 경우를 합한 모유수유율로 산출함 

2) 2003년에는 모유+이유식에 대한 항목은 조사되지 않고 모유수유에 포함되어 조사됨

자료: 각 연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구분 완전모유
모유
+

인공유(분유)
인공유(분유)

모유
+

보충식(이유식)

인공유(분유)
+

보충식(이유식)

보충식(이유식)
+ 

유아식
계(N)

생후 1주 73.0 17.3  9.7 - - - 100.0 (975)

생후 2주 72.0 17.1 10.8 - - - 100.0 (973)

생후 3주 70.8 17.8 11.4 - - - 100.0 (973)

생후 4주 70.4 17.7 11.9 - - - 100.0 (968)

1~2월 미만 65.6 19.0 15.4 - - - 100.0 (964)

2~3월 미만 61.2 16.6 22.1 - - - 100.0 (938)

3~4월 미만 57.0 14.7 27.7  0.4  0.2 - 100.0 (917)

4~5월 미만 49.4 11.7 31.5  3.5  3.9 - 100.0 (885)

5~6월 미만 36.2 10.4 26.2 14.8 12.31  0.1 100.0 (838)

6~7월 미만 13.6  5.5 16.0 34.7 29.8  0.4 100.0 (799)

<표 1> 출생 월령별 생후 14개월간의 모유수유 양상(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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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여부, 모자동실 운영과 모유수유실 확보 등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제도와 환경적 지지,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제왕절개 분만여부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모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출생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 모유수유율은 모성의 취업상

태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임(그림 2)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부인에서 여전히 모유수

유율이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반하여 직장에서의 여건이 미비하여 취업여성의 모유수유

율이 낮음. 이것은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지지환경의 부족과 함께 모유수유의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구분 완전모유
모유
+

인공유(분유)
인공유(분유)

모유
+

보충식(이유식)

인공유(분유)
+

보충식(이유식)

보충식(이유식)
+ 

유아식
계(N)

7~8월 미만  6.4  3.9 11.7 37.6 39.6  0.7 100.0 (771)

8~9월 미만  4.1  2.9  7.8 37.2 46.0  2.1 100.0 (734)

9~10월 미만  3.4  1.5  5.7 36.0 49.5  3.9 100.0 (720)

10~11월 미만  2.5  1.0  4.2 35.3 50.7  6.3 100.0 (694)

11~12월 미만  1.9  0.4  3.3 32.6 50.6 11.2 100.0 (662)

12~13월 미만 0.8  0.5  1.9 24.5 38.4 33.9 100.0 (626)

13~14월 미만  0.5  0.4  1.6 17.5 35.2 44.8 100.0 (592)

14~15월 미만  0.2 0.2  1.7 13.0 33.8 51.0 100.0 (563)

주: 조사 당시 1~20개월 이하인 대상아를 조사대상으로 생후 14개월까지 대상아의 해당 월령에서의 모유수유 양상을 조사함          

자료: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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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모유수유율 추이를 보면 1980년대, 1990년대 까지는 높았으나, 산업화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모

유수유 지지 정책 부재로 2000년에는 최저수준을 보이다가 그 이후 최근 10년간 모유수유율이 향상되었음. 그러나 

6개월시 완전모유수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점을 볼 때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파악됨(그림 3)

[그림 2]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월령별 모유수유율(2009년) (단위: %)

자료: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그림 3] 모유수유율 추이(영아월령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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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모유수유 현황과 추이 

   외국의 모유수유율에 대한 자료는 국가마다 다양하고, 자료의 질이나 모유수유에 대한 정의나 조사방법의 차

이도 커서 직접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WHO의 영아영양(infant feeding) DB, UNICEF 통계, 국가별 모유수유율 통계 등을 통하여 이용가능

한 국가의 모유수유율을 제시하면 <표 2>과 같음

▶  스웨덴의 모유수유율은 매우 높으며, 영국이나 미국의 모유수유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국가 연도 지역 표본수

모유수유

경험율

(Ever BF)(%)

완전모유수유율, 개월별(%)

1주 1 2 3 4 5 6 <4 <6

네덜란드
1999 전국 2,534 76 47 31 23 18 14 11 30

2000~2001 전국 3,335 75 53 39 32 23 17 19 37

스웨덴

1998 전국 98

1999 전국 98

2006 전국 104,584 98 87.5 74.6 59.8 14.9

2007 전국 97.3 96.0 71.9 56.2 12.3

영국

1990 전국 62

1995 전국 9,130 66

2000 전국 9,492 69.0 29 25 20 17 13 10 23

2005 전국 12,290 76.0

미국

1999 전국 68.3

2000 전국 70.9

2001 전국 71.6

2002 전국 71.4

2003 전국 72.6 29.6 10.3

2004 전국 73.1 31.5 12.1

2005 전국 74.2 31.5 11.9

2007* 전국 33.0 13.3

2007~2008 전국 73.9 33.1 13.6

<표 2> 가구규모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보험 가입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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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정책 방향  

   WHO에서는 모유수유 지지를 위해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5가지 기본 지표(모유수

유 도입 시기, 완전 모유수유율, 6~9개월의 보충식 실천율, 모유수유 지속율, 모유수유 기간)를 사용하고 있

으며, 6~23개월 영유아를 위한 모유수유와 보충식 가이드라인(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practices, 

IYCF)를 권장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모유수유율 감소에 대응하여 WHO와 UNICEF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모유수유 캠페인을 벌

이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국가 주도로 모유수유정책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모유수유 보호를 위한 모유대체

식품에 대한 판매규제와 광고규제의 입법화를 촉구함. 또한 1989년 의료기관의 모유수유 실행지침인 ‘성공적

인 모유먹이기 10단계’의 권장에 이어, 1992년부터 ‘아기에게 친절한 병원 만들기’(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 지정사업, 모유수유의 보호와 장려 및 지원을 위한 Innocenti Declaration 채택을 각국 정부와 

관련단체와 함께 권고하고 있음

▶ 각국에 모유수유위원회 설치 권장 

▶ ‘아기에게 친절한 병원 만들기’(BFHI) 사업 전개

▶ 분유 등 모유수유대체식품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규제 입법화 권고

▶ 모유수유에 불리한 직장여성의 여건 개선 권장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사업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전개되고 있음

▶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 모유수유 서비스를 모자보건 대상과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모유수유를 영유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식이로 인식시킴

▶ 모유수유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법령, 규정 등 제도적 장지를 마련하도록 함 

주: 모유수유경험율(Ever breastfed rate): 모유수유를 한 경험이 있는 12개월 미만 영유아

      * 미국 NIS 데이터         

자료:  The WHO Global Data Bank on Breastfeeding and Complementary Feeding 

미국 CDC, National Immunization Survey, 2008

국가 연도 지역 표본수

모유수유

경험율

(Ever BF)(%)

완전모유수유율, 개월별(%)

1주 1 2 3 4 5 6 <4 <6

일본

1995 전국 46 43 38 36 34 31 45

2000 전국 10,021 45 42 39 36 41

2001~2002 전국 46,569 21.0

독일 2003~2006 전국 76.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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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모유수유 여성을 보호하고, 지지하도록 함

   미국의 모유수유 증진활동 

▶  미국의 모유수유 증진활동은 1991년 이후 모유수유에 관한 Sugeon General의 워크숍 후속조치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 1990년대에 모유수유위원회(USBC)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후생부 산하 HRSA 

모자보건국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1990년에는 모유수유 정책 실행계획과 목표를 마련함

▶  또한 국가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NPAO(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Program to Prevent 

Obesity and Other Chronic Diseases) 프로그램에서 6가지 핵심전략 중 하나로 모유수유 증진을 채택

하여 주 정부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주요 모유수유 증진 활동은 다음 9가지로 요약됨

① 모유수유 지지를 위한 제도

·		2007년	5월	현재	미국의	38개	주와	Puerto	Rico에서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법	규정을	가지고	있으

며,	2009년	6월	하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유수유	증진법(Breast	Feeding	Promoion	

Act)’을	상정한	바	있음

·		직장에서	모유수유하는	여성이	차별을	받거나	해고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시민권	

수정

·		직장에서	독립적인	모유수유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모유수유	기구	설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	부여

·	안전하고	효과적인	breast	pump	사용	지침	제공

·	모유수유	장비	구입과	상담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제공

②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통한 모유수유 증진

·		의료기관의	모유수유	규정,	인력에	대한	모유수유	기술	훈련,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출산	초기의	모유수

유	실천	독려,	모자동실(rooming-in),	산모친화적인	‘아기에게	친절한	병원	만들기(BFHI)’	채택,	인공젖

꼭기	사용	제한,	병원	스탭의	산모	모유수유	독려와	유인	역할	강화,	모유수유	그룹의	활동	지지	등

③ 직장의 모유수유 지지 환경 조성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산전	모유수유	교육,	모유수유실	설치,	출산후	직장	복귀	여성에	대한	전문적	모유

수유	상담	온라인사이트나	상담전화	접근성	제고	

④ 어린이 보육시설 

·		출산후	여성,	특히	취업여성의	모유수유를	지속하기	위해서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영아	탁아시설	확대

⑤ 사회문화적 지지를 위한 일반 대중 모유수유 캠페인과 지지 활동           

·		국립여성건강정보센터는	모유수유	피어	카운셀러	훈련	지원과	함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

록	임산부와	남편,	가족은	물론	보건전문가에게	모유수유의	장점,	모유수유	기술에	대해	Help-line을	

통해	상담과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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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⑥ 임산부의 모유수유 교육과 정보제공 및 Help-line 운영

·		임산부와	모유수유	엄마들이	모유수유	실천을	지지,	격려,	상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	교육

⑦ 전문가 지지

·		WHO의	모유수유대체품의	판매	국제규약에	따라	분유제조회사의	판촉활동이	모유수유를	저지하지	않

도록	규제

⑧ 모유수유대체식품(분유 등)에 대한 마케팅 규제

⑨ 국가 모유수유율 조사 연구와 모니터링

·		미국	CDC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National	Immunization	Survey에서	사회경제	계층별,	지역별	모유

수유	실태	조사하며,	최근에는	모유수유조사	결과지표와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과정지표를	9가지로	선

정하여	Breastfeeding	Report	Card	제도를	도입	주별로	모유수유를	모니터링함

  영국의 모유수유 증진 활동

▶  영국에서 모유수유 정책과 사업은 보건부에서 모자영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영양에 대한 국가 정책 자

문기능을 수행하는 영양에 대한 과학자문기구인 영양위원회(SACN)는 보건부 및 식품기준기구(FSA)에

서 공동으로 모유수유 정책과 연구사업을 담당함

▶ 영국 정부의 모유수유 활동은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음

①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통하여 모유수유 권장 

·		NHS의	주요	사업으로	모유수유를	선정하여	취약지역의	모유수유	증진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며,	

2003~2006년	우선순위	사업의	하나로	모유수유를	선정하여	취약지역의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는	계

획	추진

② Food Standard Agency의 모유대체식품 규제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공

·		FSA는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규제와	함께	추구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독자적인	패널을	확보하

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분유규제	법령에	동조하는	개정된	규정을	2008년부터	마련하고,	모유수

유에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③ Healthy Start 사업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권장 사업 실시

·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신부와	4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우유와	채소,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

공하는	Healthy	Start	사업을	통해	임신,	모유수유,	건강한	식사에	대해서	보건전문가의	도움을	받도

록	연계하고	있으며,	건강형평성	측면에서	Healthy	Start	사업을	영향평가

④ 국가 모유수유조사와 지역별 모유수준 모니터링 

·		National	Infant	Feeding	Survey를	과학자문영양위원회(SCAN)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NHS	트

러스트는	영아영양	감시도구(Local	Infant	Feeding	Audit	tool,	LIFA)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모유수

유	실천수준을	간략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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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에 모유수유 포함

·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족부가	 공동으로	 2008년	 1월	 ‘Healthy	 Weight,	 Healthy	 Lives:　A	

Cross-Government	Strategy	for	England’를	추진하고,	여기서	모유수유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체중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다음	시책을	마련함

·	모유수유	여성에게	Helpline	제공

·	Breastfeeding	Buddy	initiative:	Best	beginnings에서는	모유수유	DVD	제작	배포

·	건강불평등	완화조치의	일부로	‘모유수유	친화적	병원(BFHI)'를	위한	지원

·		Breastfeeding	Friendly	Places	initiative에	따라	모유수유	친화적	상점	지정하여	모유수유가	상점,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환영받는다는	메시지	제공

5. 모유수유 증진 정책 과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 모유수유 증진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에

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모유수유율이 낮은 인구집단, 특히 취업 여성과 고학력 여성

의 모유수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지환경 조성, 보건의료인의 역할 강화, 임산부 자신의 모유수유 실천을 위

한 인식 제고와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기술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적 정책 강화

▶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정책이 캠페인, 보건소를 통한 모자보건사업 정도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국가적 모유수유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담당기관들의 명확한 역할 설정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의 모유수유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와 보건의료인력 교육

▶  모자동실 운영에 대한 보험급여를 좀 더 현실화하여 병원의 모자동실 설치를 유인하고, 지역내 모유수유

를 권장하는(모자동실) 분만기관에 대해 공개 홍보하여 모유수유 지지 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조성함

으로서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 제고

▶  대부분의 산전관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모유수유에 관한 올바른 지

식전달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지지

하도록 모유수유 훈련과 교육 실시

▶  산후조리원에서의 낮은 모자동실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보건소가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

후조리원 운영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를 대상으로 정기

적으로 모유수유 권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직장내 모유수유 증진 환경 조성과 홍보 강화

▶  ‘아기에게 친근한 직장’ 선정 및 공개:‘모유수유실’ 등을 구비한 기업에 대해서 ‘아기에게 친근한 직장

(Baby Friendly Office)’이라는 심볼마크를 개발하여 부여하고, 해당 기업을 홍보하여 사업체가 모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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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 증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직장내 ‘모유수유실’ 설치 권장과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비만, 알러지, 영아사망 원인인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성인기 만성질환 예방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김혜련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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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생 85년 비전

: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리디자인1) 

1. 검토배경

   「인생 85년 시대」의 도래

▶  일본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생 85년 시대」가 도래하는 동시에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이 다양화되는 

속에서 평균수명이 50~60세이었던 전후시기에 형성된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강구하게 되었음

▶  현재의 일본과 다른 문화·가치관·생활양식 등도 참고하면서 향후 일본인의 생활, 근로, 인생설계에 대

한 이미지를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대해 폭 넓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  2008년 12월에 후생노동성대신이 전문가 18명을 모집하여 ‘인생 85년 비전간담회’를 창설하여 보고서

를 발표하게 되었음

▶  보고서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설계를 다시 디자인 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  특히 일·생활·학습·휴식 등에 있어‘생애 현역의 생활 만들기’를 수행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2. 충실한 인생을 위한 기초 만들기

   「인생 85년 시대」를 활력이 넘치고 충실하게 보내는 데 불가결한 기초만들기의 관점에서, 건강 확보와 여러 가

지 학습, 그리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소득확보,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제언함

  생애에 걸친 건강 확보

▶ 충실한 인생을 보내는 데, 자신의 건강을 생애에 걸쳐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임

▶ 질환 중에는 식습관과 운동습관 같은 생활습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할 것임

▶  편식하지 않은 식사,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등 기본적 생활습관을 습득하고 이러한 습관을 지속시키는 생

활 습관 형성이 출발점이 됨

▶  직장에서의 과중한 노동의 완화 및 정신보건 대책의 추진과 스포츠를 국민에게 더욱 더확대 시키는 대처

1)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 人生85年 ビジョン 懇談會 報告書, 2008’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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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국민의 자조노력에 의한 건강 만들기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를 보편적이고 효과적

으로 제공할 체제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확실히 구축해야 함

▶  인생의 최종 장을 모든 사람이 존엄을 가지고 품위 있는 죽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의료보험, 개호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한층 더 정비해야 함

▶ 사회 또는 국가에서 충분한 케어를 제공하는 일을 강구해야 함

  전생애에 걸친 학습과 능력개발

▶  인생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 자기 즐거움과 직업능력의 재개발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에서 학습을 주체

적으로 행하며, 스스로 다양한 경험 축적을 계속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함 

▶  기업에서는 지금부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스스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지속시키는 직업능력의 착실한 향상을 그려나가는 역할이 기대됨

▶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노동을 하면서 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것을 쉽게 하도록 근무시간면에서의 배려, 

종업원의 경력에 대하여 상담체제의 충실 등의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음

▶  행정에서는 이러한 기업조직에서의 지원조치의 충실과 광범위한 교육훈련기회의 제공등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리고 민·관의 연결 하에 노동자의 직업능력과 교육훈련의 성과를 적정하

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의 쌍방이 출입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배움과 능력개발을 구하는 노동자에 대해 실

천적인 사회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임

  죽음과 마주한 보다 좋은 생활을 위한 Curriculum 만들기

▶  생활의 변화에 따라 학습의 큰 기둥이 되는 “죽음을 마주한 보다 좋은 생활의 Curriculum”을 만들어 내

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

▶  고속경제성장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기회가 감

소하고 있는 것은 최근 생로병사에 대한 자각 부족이나 생사관의 결여, 자기스스로 받고 싶은 의료서비

스에 대한 의욕의 희박함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희망자가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함께 “죽음과 마주하는 보다 좋은 

Curriculum”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립적인 생활의 한계와사람 수명의 유한성을 배우

는 것이 가능해짐

▶  이러한 학습이 사람들간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붕괴 위기에 있는 가족, 지역과 사회

의 재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됨

   문화를 즐기는 환경 구축

▶  문화와 교양은 사람의 마음을 풍부해지게 하고, 긴 인생의 과정에서 퇴출과 고독, 우수에 직면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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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줌

▶  변화로 가득 찬 자연환경에서 문화적 전통에서도 다양한 자연이 엮어내는 바, 화가(일본고유의 정형시)

나 회화 등 다양한 작품 속에서 계절의 변화가 묘사되고 있음

▶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가운데 잊혀져가는 경향이 있는 자연과의 일체가 되는 전통을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에 대해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과 지역에 있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함

▶  이러한 대응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 발전에 대한 힘을 지향한 일본에 있어 등한시하게 된 마음의 

풍부함을 육성하고, 매력있는 생활 방식을 넓히면, 국가의 문화력을 향상시켜 세계에의 발전에 연결되도

록 고려해야 함

  고령기를 중심으로 한 소득확보, 경제적 안정

▶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노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조적인 사고

방식의 원칙을 포함하면서도 세대내·세대간 불공평의 시정에 유의하면서, 사회전체에 부담하는 것이 중

요해지고 있음

▶  현역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근로방식을 선별하게 하고 일을 통해서 필요한 소득을 획득해 나가면서 계획

적인 자산형성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고 스스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된다는 자각을 갖는 것이 필

요함

▶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간병에 즈음하여 취업을 계속 희망하는 사람들이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와 한번 이직을 한 여성이 희망에 대응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의 실현, 

증가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취업지원에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 등을 확실히 구축해나가야 함

▶  고령기에 있어 소득확보, 경제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

어야만 할 모양과 그것의 실현방책에 대하여 국민적여론을 탐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3. 생활방식·노동방식의 재설계

   생활방식과 노동방식을 둘러싼 오늘날의 과제에 대하여 직업 경력, 즉 직업경험을 통하여 능력을 형성해 가는 

시간적 개념과 생활방식·근로방식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역사도 의식해 나가면서 제언함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자기 만들기

▶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활습관·경험 등을 구체화하고, 학교에서

도 다양한 사회인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 체험을 늘려나가면서 스스로가 목표로 장래

의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아동·중 고교생의 발달단계에 대응한 경력 교육의 충실, 인턴십 등 다양한 직장체험기회의 제공 등을 관

계자들의 협력 하에 더욱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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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동들이 자신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스스로가 타인의 지원에 의해서 성장해간다

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이후의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대처의 적극적 추진이 기대되고 있음

▶  노동관계법제 등 사회에 나올 때에 필요한 법제도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제공에 대해서도 사

회인의 기초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더욱 대처가 필요함

   학교에서 직업까지의 원활한 이행

▶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담당할 젊은이들의 고용·생활의 안정을 유지

하는 것은 젊은이의 희망을 실현하고 본인의 생활설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

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관점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젊은이에게 생활에서의 활력 있는 이행을 지원하는 일과 함께 안정적인 취

업을 희망하지만 프리터 등에 머물러 있는 젊은이의 정규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프리터에 대해서는 실업에 있어 매우 세밀한 취직 지원, 실천적인 직업훈련과 훈련기간중의 생활비 지원

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 가는 동시에 이직을 방지해 나가는것도 필요함

▶  기업에 있어서는 새롭게 졸업하는 대학생들의 일괄채용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여

겨져야 하고, 신입사원 채용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응모기회의 확대와중장기적인 시점에 입각한 계획

적인 인재육성에 힘써야 함

▶  이러한 노력은 격차의 확대와 고정화를 방지하면서 사회 지원의 손길을 증가시키고, 「인생 85년 시대」의 

국가 기반을 강화해나가는 것으로서 관계기관, 단체의 연결 하에 강력히 진행되어야 함

  근로전성기의 장기휴가

▶  「인생 85년시대」의 직장인은 직업경력의 단계마다 충전과 자성, 방향 전환을 위한 준비등이 중요한 의미

를 가짐

▶  40대의 시기는 많은 기업에서 관리직로의 승진시기와 맞물리고, 일이 능숙해지는 한편가정책임이 증가

하고,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해 나가는 인생을 둘러싼 변화를 맞이하는시기임. 이러한 시기에, 좀 더 긴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직장에서의 복귀 후넓은 시야를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좀 더 많은 심신의 전환은 인생을 숨이 차지 않으면서 달려 나가는 것이 지속되도록 하는 충전기회가 된

다고 생각해야 함

▶  쇠퇴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의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의 교육훈련 휴가를 지원하

여 새로운 성장분야의 일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시행하고 원활한 노동이동을 실현해 가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짐

   언제라도 노동이 가능한 사회 만들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희망에 대응하여 근로를 지속하게 하는 “생애현역사회”의 실현은 노동하

는 사람의 생활기반이 되는 소득을 시작하게 하고 활력 있는 건강을 만들어가면서 고령화의 가운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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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세대의 사회보장부담의 완화, 인구감소에 있어서 노동력의 확보 등에 투자해야 함

▶  청년시기부터 계획적으로 스스로 투자를 행하는 것에서 축척을 형성하며 긴 인생을 통해서 필요한 공급

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됨

▶  일률적인 정년제가 아닌 직업생활에서부터 은퇴시기를 근로하는 사람 한사람이 선택가능하게 하는 제도

만들기가 기대됨

▶  강하게 존재하는 연공서열적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한 연령단계마다의 분절적 사고방식을 가능한 완화시

키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  직업인생의 각 단계에 있어서 개개인의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육아·간병·자기개발·지역 활동 등의 생

활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균형이 잡히고 인간적 리듬이 있는 근로방식과 생활방식을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함

▶  노동자세대의 과반수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방식과 자녀육성 지원 등은 이러한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남녀의 고정적인 역할분담 의식도 여전히 남아있음

▶  또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곤란하고 급속한 저출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과 고령자 등의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람 있고 충실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

는 지원, 건강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시간의 확보, 모든 사람이희망하는 생활방식, 근로방식의 선

택이 가능한 사회 만들기 등이 과제가 되고 이러한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노사의 자주적 대처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제에 의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시간 노동 등의 특징으로 결부된 종래의 남성정직원의 근로방식의 모델을 재검토하면서, 다양한 선별

이 가능하고 유연성이 높은 근로방식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차세대 육성 지원에도 투자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향한 서비스의 존재방식의 재고찰

▶  연중휴무의 24시간 영업의 편의점, 패밀리 레스토랑, 소품종 소구운송과 지정시간 배달등, 소비자입장

에서 본다면 다양한 이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서비스의 확대는 이용편의성 추구의 대체라고 하는 과제를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던지는 것임

▶  노동인구의 감소가 전망되는바 귀중한 노동력을 마모하지 않으면서 유효하게 활용해 갈 필요가 있고, 기

업 측에서는 영업시간과 서비스 제공의 존재방식의 검토가 필요

   개성이 충만한 근로방식의 구축

▶ 취업자에 차지하고 있는 고용자의 비율은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예를들면, 세금과 사회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담당자가 되므로 근로인력들은 스스로가 어느 정도 공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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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지불해 가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인으로서 자립심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  기업이 종업원의 개성 발휘와 근로방식을 중시해가는 것, 직업인으로서의 생활방식·근로방식에 대한 사

회전체를 평가하는 것, 행정과 경제계가 창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 농림수산업에의 전직과 신입입직을 충

족시켜 나가는 것 등을 통하여 개성이 충만하고 다양한 근로방식과 생활방식의 실현에 대처해 나가는 것

이 당연함

4. 지역사회에 있어 공조와 교류

   「인생 85년 시대」에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희망에 따른 생활

만 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 의미 있게 연결하면서 타인으로부터의 승인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펼쳐나

가는 것이 불가결함

   이 의미에서 타인과의 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 있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동하며 서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교류를 촉진해 가는 것이 과제임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재생

▶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가운데 일찍이 지역사회 연결의 중심이 되었던 농업종사자와 상점주 등의 자

영업주, 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사람의 연결이 희박해지고 있어, 직업인으로서 자립심

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  지역사회의 인재육성기능 등도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아동들의 인간관계를 둘러싼 문제행동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독거자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사람과의 유대를 

재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지역에의 교류가 진행된다면, 혈연에서 조부모와 손자, 지역에서 노인과 아동, 각기상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풍이 태어나는 것도 기대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사람들과의 유대의 재생을 위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의 존재방식의 고찰 등도 포함된 대처가 필요함

   세대 간 교류의 무대가 되는 Public과 Private의 중간 영역의 확보

▶  연공서열의 의식이 강하고 다양한 제도와 연령계층에서 횡적으로 구분 짓는 일이 많은바, 흥미와 관심에 

따라 종적으로 구분되며 세대를 초월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성은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와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세대는 달라도 같은 흥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교류가 나타나

며 그것이 자극이 될 때 연령에 상관없는 상호 교류도 생겨남

▶  이러한 공통의 가치관에 기반한 그룹 교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일이 끝나고가정에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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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들르는 극장, 영화관, 살롱, 미술관, 콘서트홀, 스포츠 시설 등이 있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Public(근로시간, 극장)과 Private(생활시간, 가정)의중간영역에 많이 있음

▶  이러한 사회공간으로서의 중간영역을 확보해 가는 것이 교류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식하고 예를 들

면 이러한 장소에서의 고령자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것들과 이러한 중간영역의 충만이 넘치는 마을 만

들기를 진행시키는 것 등은 「인생 85년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연금 생활자의 지방 및 해외로의 이주

▶  비교적 주택 가격과 물가가 싼 지방도시에서의 생활에 매력을 느끼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하는 것도 고려

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에 대응해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이들 지방도시에의 이주를 

충족시켜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방도시에서는 이주자를 위한 질 높은 개인서비스 수요가 창출되며 파

생효과로서 고용기회가 창출되는 효과와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젊은이들이 자기지역에서의 취업과 U턴 

취업자의 증가가 기대됨

▶  도시와 지방의 경제격차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의한 재분배를 통해서 시정해왔지만 현재의 재정상황에

서 이러한 재분배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은 곤란해지고 있음

▶  「인생 85년 시대」의 절반에서 인생설계를 검토하고 주거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선택가능한 개성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며 타 지역에서의 이주자와 제2지역 주거자 등의 적극적인 수용에 의해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

▶  젊은 시기부터 국제적인 활동을 경험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따뜻한 기후와 물가가 싼 해외에서의 생활에 

매력을 느끼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하는 것도 고려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각 개인의 요구에 답하는 고령기의 생활을 실현해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음

5. 시사점

   지속적인 학습과 고용체계의 개선 및 세대 간의 교류 필요

▶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

▶ 성별과 연령을 구별하지 않는 채용과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의 고용 시스템 구축

▶ 파트타임, 프리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활의 안정

▶ 문화와 예술 활동, 스포츠 등 공통의 관심으로 세대 간의 교류 구축

▶  학교, 기업, 지역이 노인의 질환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케어에 참가하는 등 죽음을 마주 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생활 Curriculum 보급 필요

   여성의 능력 발휘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방식의 개선

▶ 일과 육아·학습 등이 양립하기 쉬운 유연한 근로방식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필요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101

건
강

증
진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Ⅱ
▶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처와 직업경력의 단계마다 심신의 충실과 직업능력의 연마를 위한 체제 

정비

   지역사회 정비 및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협동 관계 필요

▶ 예술, 문화, 스포츠 등 교류기회의 확대와 이러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비필요

▶  보육·교육, 환경 등 각 분야의 활동에 있어 다양한 세대의 주민 참여를 위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 

간의 협동 관계 필요

정진욱 (건강증진연구실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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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Food Bank)1) 등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1.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1998년 푸드뱅크 도입

▶  1998년 푸드뱅크(Food Bank) 사업이 도입된 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상차림의 문화로 음식물쓰레기

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음식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식품분야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직 등 비자발적인 사회 위기 하에 국가차원의 복

지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었음

·		이런	필요성에	의해	1998년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과천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도입,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2006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1998년 설치 이후 사업 충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미국,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우

리나라도 2006년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식품기부 확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2008년 푸드마켓 설치

▶  한편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저소득계층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결식계층이 급속히 증

가함에 따라 정부는 푸드뱅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음

·		특히,	2009년	6월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식품지원	강화를	위해	푸드마켓	및	식품기부함(350

개)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와	함께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강화를	위한	물류센터가	

대전에	설치되었음

2. 국내 운영 현황 문제점

   전담인력부족,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별적인 정부보조, 홍보부족, 인프라 열악, 기부인식 저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1)  푸드뱅크는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기부자와 이용자를 연결, 조정
하는 창구로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연결과정을 통하여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시식 가능한 식품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식품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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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행정

기획
- 1998년 4개 시범지역(서울, 부산, 대구, 과천)으로 출발

- 2011년 현재 전국푸드뱅크 중앙 및 16개 시·도지역으로 확대 운영

조직체계

중앙

-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가 역할수행(1998~1999)

-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가 역할 수행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가 중심 역할

지역
-  16개 시·도 

(2011년 1월 현재 중앙 및 16개 시도에서 총 407개소 운영)

운영체계

이용자

- 여성복지단체연합회 소속의 모자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시작

-  긴급지원대상자 등 다양한 지원대상층으로 확대운영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등)

기부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식품모소매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일반가정 등 다양화

  · 개인기부시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업체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세금감면혜택 제공

자원

물적자원

- 기존 복지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사용 

-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시설 및 장비투입(냉동냉장 1톤 탑차)   

- 기부식품 유형에 따른 수거·운송·보관 장비지원

- 기부식품은 주식류, 간식류, 식재료, 부식류 등 다양

인적자원

-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부족으로 확충 필요

- 자원봉사자 등의 비정규인력의 일부 지원

- 공공근로(지자체), 사회복무요원 일괄지원 필요

법
- 식품기부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6)

- 현재 기부품 종류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출

위생안전
- 냉장고, 냉동차, 보관창고 등의 시설 및 장비 확충

- 현재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내의 식품만 기부 가능

재정 재원

민간 - 각 개별운영주체기관별 자체적으로 예산지원

정부
- 지자체 단위의 예산 차등 지원

- 푸드마켓 설치를 위한 정부보조금(1억 8천만 원)지원 

사회

문화

사회적함의 - 기부자, 이용자 등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회적 지지의견 수렴 미약 

홍보
- 공익광고 추진 필요

- 각 광역단위 홍보 및 기초단위 홍보가 동시에 추진되어야함

정보 정보체계화 - 푸드뱅크(마켓)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시스템 활성화 필요

<표 1>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현황과 문제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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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계

▶  푸드뱅크의 운영체계는 [그림 1]처럼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로 조직되어있고 전국

푸드뱅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3. 세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푸드뱅크 운영 기관은 2011년 1월 기준 현재 407개로, 서울 15.5%(63개소), 경기 16%(65개소), 

인천 6.6%(27개소)등 운영기관의 약 38%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운영주체별로는 각종 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33.26%(148개소), 시설 법인 및 지원 법인에서 운영이 

28.54%(127개소), 사회복지 단체, 종교단체 등의 운영이 20.9%(93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푸드뱅크의 운영체계

지역별 계 법인 단체 이용시설
시·군·구 

직영
생활 시설

자원봉사 
센터

기타

전체
407 118 81 148 9 34 12 5 

(100.0) (28.99) (19.9) (36.36) (2.21) (8.35) (2.95) (1.23)

<표 2> 푸드뱅크 운영 기관 현황

자료: 전국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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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0년 푸드뱅크 재가 이용자는 전년도 대비 29.89% 증가한 71,115명으로 푸드뱅크 재가 이용자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은 전년대비 115.76% 증가한 54,75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푸드뱅크 재가 이용자 중 독거 어르신의 비율이 29.82%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 가정 27.90% 

순이고, 한부모 가정 및 결식아동의 이용비율은 각 7.99%와 5.87% 였음

  2010년 푸드뱅크 기부 업체수는 전년 대비 30.71% 증가한 6,163개소임

▶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푸드뱅크 기부 업체수는 연평균 13.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푸드뱅크 기부 업체 유형은 31.38%(1,934개소)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즉석판매 및 제조 가공업체가 9.48%(584개소), 식품 도소매업체는 전체의 16.87%(1,040개소)

로 집계되었음

구분
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재가

장애인

저소득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명 증감률

2010 71,115 29.89
4,174 21,208 324 5,475 19,841 585 5,680 13,828

(5.87) (29.82) (0.46) (7.70) (27.90) (0.82) (7.99) (19.44)

2009 54,751 115.76 
2,493 19,639 328 4,337 18,389 210 3,187 6,168

(4.55) (35.87) (0.60) (7.92) (33.59) (0.38) (5.82) (11.27)

2008 25,376 39.34
2,014 11,479 276 1,590 6,153 32 1,036 2,796

(7.94) (45.24) (1.09) (6.27) (24.25) (0.13) (4.08) (11.02)

2007 18,212 -5.62 
558 5,666 121 1,437 8,724 1 464 1,241

(3.06) (31.11) (0.66) (7.89) (47.90) (0.01) (2.55) (6.81)

2006 19,297 -11.06 
1,279 5,874 256 1,746 7,350 4 990 1,798

(6.63) (30.44) (1.33) (9.05) (38.09) (0.02) (5.13) (9.32)

2005 21,696 -
1,155 8,460 340 2,153 6,022 21 873 2,672

(5.32) (38.99) (1.57) (9.92) (27.76) (0.10) (4.02) (12.32)

<표 3> 연도별 푸드뱅크 재가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자료: 전국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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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등록된 식품 관련 업체 수는 총 979,059개소 중 0.42%인 4,082개 업체가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음 

▶  식품제조 가공업은 총 24,751개소 중 2.49%가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전체

의 0.74%인 627개소가 참여하고 있음

  2010년 기부총액은 전년 대비 25.31% 증가한 약 697억 원으로 나타남

▶  2005년에서 2010년 5년간 기부액 연평균 증가율은 12.5%로 기부자 증가율 13.6% 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조가공업은 전체의 0.74%인 627개소가 참여하고 있음

▶  기부자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가 전체의 36.75%인 약 25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도

소매업은 24.33%인 약 165억 원, 즉석 판매 및 제조업체는 전체 기부액 중 13.33%인 약 90억 원을 기

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 2005.01.01~2010.12.31 기준임

자료: 전국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 통계자료

구분
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도소매업
일반가정 기타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개소 증감률

2010 6,163 30.71
1,934 584 1,040 5,10 1,888 126 81

(31.38) (9.48) (16.87) (8.28) (30.63) (20.40) (1.31)

2009 4,715 46.29
617 627 1,231 633 1,303 175 129

(13.09) (13.30) (26.11) (13.43) (27.64) (3.71) (2.74)

2008 3,223 11.91
467 456 914 390 735 142 119

(14.49) (14.15) (28.36) (12.10) (22.80) (4.41) (3.69)

2007 2,880 -7.93
486 456 779 395 542 114 108

(16.88) (15.83) (27.05) (13.72) (18.82) (3.96) (3.75)

2006 3,128 -3.78
400 425 695 596 657 154 201

(12.79) (13.59) (22.22) (19.05) (21.00) (4.92) (6.43)

2005 3,251 -
434 472 824 493 593 148 287

(13.35) (14.52) (25.35) (15.16) (18.24) (4.55) (8.83)

<표 4> 연도별 푸드뱅크 기부자 현황 (단위: 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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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조세지원 

▶  1998년 1월 서울 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실행된 푸드뱅크사업의 기부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식품제조업체가 물품을 기부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즉,	생산품을	기부할	경우에	출고가(생산원가와	세액)를	기부	명세서에	기입하는	업체의	경우	장부가

액은	출고가액이	되고,	구매한	물품을	기부할	경우는	소비자가격이	장부가액이	되고	있음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기부당시 안전한 식품(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내 제품)

을 기부하였을시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기부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

로 명문화되어 기부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단,	기부대상품목이	식품류로	한정되어	있음

구분
합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도소매업
일반가정 기타

식품 
접객업

집단급식소
총액 증감률

2010 68,200,663 13.80
25,066,579 9,093,618 16,593,164 1,458,220 3,919,644 660,036 11,409,403 

(36.75) (13.33) (24.33) (2.14) (5.75) (0.97) (16.73)

2008 48,673,374 18.67
20,907,751 8,593,899 15,018,287 1,043,275 4,325,050 610,108 9,432,323 

(34.89) (14.34) (25.06) (1.74) (7.22) (1.02) (15.74)

2006 36,647,851 -4.94
17,973,550 6,017,082 12,103,949 1,001,015 5,063,700 617,751 5,896,326 

(36.93) (12.36) (24.87) (2.06) (10.40) (1.27) (12.11)

2007 2,880 -7.93
15,172,215 5,729,143 8,425,789 724,248 4,713,730 832,070 5,420,168 

(36.99) (13.97) (20.54) (1.77) (11.49) (2.03) (13.21)

2006 3,128 -3.78
13,035,661 3,870,691 8,942,495 645,118 3,841,207 576,529 5,736,151 

(35.57) (10.56) (24.40) (1.76) (10.48) (1.57) (15.65)

2005 3,251 -
16,242,382 2,807,972 7,286,582 618,575 3,560,998 869,239 7,166,061 

(42.13) (7.28) (18.90) (1.60) (9.24) (2.25) (18.59)

<표 5> 연도별 푸드뱅크 기부액수 현황 (단위: 천 원, %)

주: 2005.01.01~2010.12.31 기준임

자료: 전국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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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통기한 운영

▶  현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내의 제품만 안전한 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유통기한은	소비만료일(expiration	dat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기한(Sell-by	date)을	의미하

여	일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설탕

- 식염

- 빙과류

-  주류(유통기한표시대상인 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맥주, 탁주, 약주

-  유통기한 생략가능식품: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 식염,  
맥주, 탁주, 약주 이외 주류,  
품질유지기한 표시식품

- 장기보관식품

- 쨈류

- 당류

- 다류 및 커피류

- 음료류(멸균제품)

- 장류(메주 제외)

- 조미식품(식초, 멸균 카레제품)

-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 조림식품(멸균제품)

- 주류(맥주만)

-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만)

<표 7> 우리나라의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자료: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문, 약청고시 제2010-97호, 2010.12.30 개정

기부자에 대한 지원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후(後)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전(前)

조세지원제도

-  식품제조업체가 물품을 기부시 기
탁식품 원가(장부가액)의 100%를 
손금산 입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
법 개정, 1998)

-  식품제조업 및 유통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이 식품을 기탁하였을 경우 
전액(100%)을 손비로 인정함(소득
세 및 법인세법 개정, 2001)

-  음식료품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
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
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
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
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전액(100%)
을 손비로 인정함(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표 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전후 세재 지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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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현황

   푸드뱅크 사업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푸드뱅크인 St. Mary’s Food Bank는 1967년 미

국의 피닉스에 설립되었음

▶  미국은 기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물론 공공 휴양지의 저가 이용 등이 제

공되고 있음

▶  미국의 푸드뱅크의 기부대상 품목은 매우 다양하여 식품류를 비롯하여,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등의 개

인 위생용품류, 식품과 관련된 주방용품인 세제류, 키친타월 등과 어린이 기저귀 등의 생활용품 등이며, 

신용카드, 유가증권에 의한 기부도 받고 있음

▶  미국은 1981년에 텍사스에서 Good Faith Donor Act라는 법령이 제정되어 1996년 이후 미국 전역의 

기부회사를 보호하고 있음

   캐나다의 푸드뱅크 사업은 자연환경에 의한 재난시 해당지역내 모든 계층에 지원하고 있음 

   유럽은 1984년에 미국에서 전파되어 프랑스의 천주교 단체에서 처음 푸드뱅크사업이 시작되었음

▶  1986년에 유럽연합 조직이 설치되어 브뤼셀에 유럽연합의 중앙본부가 있음

▶  개인보다는 주로 업체의 기부를 받으며, 다국적 식품업체가 주요 기부주체임

▶  독일도 이중 한 국가로 2006년 8월 독일에서 첫 번째 아헨푸드뱅크가 설립되었고 드레스덴, 슈트트가르

트, 나움부르크 등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기부대상 품목은 생활용품을 포함하고 있음

·		즉,	계절상품,	과량생산	제품,	표시오류,	포장하자,	유통기한	짧게	남은	식품	등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성이	없는	식품을	폐기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50Euro/톤)이	높기	때문에	겸사	푸드뱅크에	기부

하고	있음

·		주요	취급품목은	식품과	생활용품으로	구분되며,	특히	생활용품으로는	부엌에	사용하는	종이롤,	티슈	

등	주로	식품과	관련이	있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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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전방향 

   기부물품 종류 확대

▶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이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기부물품의 종류를 현재 식품에서 생

활용품까지 확대하여 기부량을 증가시켜야함

  세제혜택 현실화

▶  현재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장부가액은 각 업체와 법인에 따

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금액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부활성화 차원에서 출고가액보다는 미

국의 경우처럼 생산원가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상한선을 정한 후 생산원가와 판매 이익의 절

반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지방세감면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감면도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소세	등의	감면	등임

   기부확대를 위한 특화된 공익홍보

▶  우리나라 푸드뱅크 운영기관은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38%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이 지자체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함. 한편 중앙정

부차원의 공익광고 실시 등 홍보 노력이 필요함

  인프라 확충 

▶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서 부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푸드뱅크 조직을 향후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에 의한 기부 확대에 따라 관리업무 강화 및 홍보 및 마켓팅 업무 추진을 위해 현 조직의 확대 개

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약 80%에 달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전담인력 확보비율을 100%로 끌어 올려야하겠고 더불어 

냉동탑차, 컴퓨터 등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지원과 또한 운영비

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건전한 육성을 위한 관리 강화 

▶  현재 지자체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이 전무한 상황으로,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

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연계 강화에 의한 균형적 발전 방안 마련

▶  현재 설치된 푸드마켓에 대한 업무진단을 통해 푸드마켓의 추가 설치가 결정되어야 하고, 푸드마켓을 지

원하던 예산 일부를 푸드뱅크에 지원하여 두 기관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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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즉,	기부품의	배분시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기부품은	우선	푸드마켓에서	이용자에게	배분토록하고	일

정기간이	지나	유통기한이	짧아진	기부품은	푸드뱅크에	지원하여	신속한	배분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기혜 (연구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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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과 건강영향평가 

1. 환경보건 영역의 확대

   2000년대 들어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환경 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증대되었으나,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

할 목적으로 추진된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은 실질적인 국민 체감 오염도를 개선하지 못함

   환경오염과 유해영향 또는 질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면서 매체별 오염물질 

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의 관리로, 행정지표에서 건강지표로 환경관리 목표를 전환하는 등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환경보건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해당부처는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였고, 「환경정책기본

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유해 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산업단지 조성이나 

에너지 개발 사업, 그리고 대량의 폐기물이나 분뇨 처리시설 등에 국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건강영향 검토 항목이 대기질(악취포함), 수질(음용수에 활용할 경우에 한함), 토양,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요인에 국한되어 있음(이영수, 2009)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
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에너지 개발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
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
발전소의 설치사업  

<표 1> 환경보건기본법 내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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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환경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의 대상을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

한 물리적 건강결정요인에 국한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 사회경제적 요

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해서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환경보건 분야에

서도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음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도는 법에서 정한 사업들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함

으로써 예측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임

▶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데,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

관 포함)를 말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환경을 말함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자가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된 평가

서 초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평가대상지역의 설정과 환경현황조사, 대안의 분석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각 항목별 개략적 예측 및 저감방안,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함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3.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 시설

  2)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
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
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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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된 초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후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 요청되는데, 환경부

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필요시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하는 절차를 거침1)

▶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사업, 항만건

[그림 1] 환경영향평가 절차

1) 환경부,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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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인 동시에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사업들임

3. 환경보건법내 건강영향 항목 평가

   기존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대신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삭제된 인구에 관한 영향

평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안)」을 2007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 3월 21일자로 제

정·공포되었음

   환경보건법 중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법 제13조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환경

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즉, 환경영향평가법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 시 건강영향평가서도 함께 협의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강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은 건강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검토를 하면서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의 검토·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건강영향 검토·평가의 대상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표 1>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됨

   환경보건법내에서 실시되는 건강영향평가는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규제

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4.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2)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태생적 이유로 해서 주로 환

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나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2) 서미경 외,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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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연스럽게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와 일정 부분 공유하는 내용이 인정되었으며, 이 부분은 건강영

향평가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도구로서 작용하였는데, 바로 환경위해성평가임

▶  여기서는 환경위해성평가를 포함한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와 건강영향평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건강영향평가 개념이 주는 혼동을 막기 위함임

    환경보건학적 연구는 환경 유해인자와 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즉 환경보건학적 연구

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유해인자와 인간의 관계에서 출발하며 동시에 이에 귀결됨

   반면 건강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로서 건강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환경

의 유해인자를 고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해인자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됨

▶  따라서 건강영향평가의 관심은 유해인자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책/사업과 인간의 관계임(그림 2)

[그림 2] 환경보건연구와 건강영향평가의 구조 비교

자료:	서미경	외,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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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보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시각3)

  유해인자와 인체노출에서 출발하는 시각

▶  건강영향평가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유해인자와 그 인체노출에서 시작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아님. 다만 물리적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 그 분석 대

상의 특성이나, 방법적 한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서미경 외,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요인 세부내용

유해인자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화학물질: 중금속, 독성유기화합물

물리적인자: 소음, 분진, 방사선, 진동

환경

물, 음식, 공기, 토양 등의 변화

폐기물 관리

물리적 안전

질병 매개체

노출조건

인체노출경로: 음식, 공기, 물 등

공공 노출

직업적 노출

고위험집단 파악

육체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항

사망률

이환율: 전염성/비전염성, 급성/만성

사고, 부상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

고위험집단에 대한 영향

기존 건강상태의 악화(천식 등)

누적 효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 필요의 증가

전통적 의료서비스의 대체

사회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소득, 사회경제적 상태, 고용에 대한 효과

지역사회 차원의 수입(지방 산업 등)에 대한 효과

거주 이전

사회적 건강 효과(문화, 생활양식에 대한 효과 포함)

서비스에 대한 효과(교육, 복지 등)

심리적 안녕에 대한 효과(스트레스, 불안 등)

건강에 대한 긍정적 효과

<표 2>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할 건강결정요인: 캐나다

자료: Canadian Handbook on Health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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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를 유해인자의 인체노출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은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

키는 경우에서 잘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예를 들 수 있음(표 2)

▶  평가를 환경성 유해물질에서 출발하므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범위가 좁혀지며, 따라서 

건강영향평가 도구의 개발이나 법제도화가 단순 명료해짐

▶  만약 이러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물리적 환경 관련 정책 이외의 여타 정책에 대하여

서는 별도의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적, 제도적 틀이 필요함

  건강결정요인에서 출발하는 시각

▶  건강결정요인에서 출발하는 건강영향평가의 분석 방식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모

두를 검토 대상으로 하므로 평가가 포괄적이기는 하나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분석 대상

인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상 어떤 건강결정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 그 분석 범위를 결정하

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건강결정요인으로 물리적 환경 이외에 다양한 사회환경과 제도적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포괄적 검

토가 필요한 종합발전계획이나 건강도시 프로젝트 등에 적용하기에 유리함

▶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분석모형으로 대표적인 것에 Lalonde의 모형이 있음. 건강구성모형의 네 가지 건

강결정요인(인체, 환경, 생활양식, 의료조직)4)별 접근은 건강영향평가의 포괄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환

경요인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데 용이함(그림 3)  

[그림 3] Lalonde의 건강구성모형과 건강영향

자료:	서미경	외,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4) Marc Lalonde. 1974.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Ottawa. pp.31-34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119

건
강

증
진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Ⅱ
▶  환경요인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을 포함함.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가를 포

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환경의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할 때 사용될 수 있음. <표 2>에서 보이듯이 캐나다

의 경우 유해인자와 환경, 노출조건의 세 가지를 건강결정요인의 중심으로 두고 육체적 건강,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포함시켰는데, 균형을 갖춘 모형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그림 3]은 건강구성모형의 네 가지 요인과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의 건강을 중

심으로 두고 관련된 요인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검토하는 방식이 되는 것임. 네 가지 요인이 그 특성 면

에서 서로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영향의 중복 고려 등을 피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수행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

류하는데 매우 유리한 틀을 제공함

▶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제안된 건강결정요인들이 주로 이러한 형태의 구분에 의거하고 있음(표 3)

▶  이러한 요인별 구분은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를 내용적으로 잘 구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현존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적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김동진 (건강증진연구실 부연구위원)

적용분야
건강결정요인

개인/가족 물리적환경 사회적환경 공공서비스

교통
교통상해의 위협

운동선택
공해, 교통사고 사회적 단절, 배제

속도규제, 사고대응 
부서

농업
음식안전

음식선택
관개수질, 농약잔존물 농촌 생계 문제

음식안전 및 가격  
규제

주거
거주,

안락, 존엄

습기, 온도,

실내공기오염
지역별 범죄율

토지사용계획, 

건축법규

에너지 에너지 빈곤 가스 및 미립자 배출
발전소위치, 에너지  
가격정책

산업 산업안전 및 보건 화학 안전 고용기회 환경감시기구

광업 이주 분진, 폭발, 수질오염 주거밀집상태 산업환경규제

물 위생행태
화학, 미생물학적

오염물질
물부족 갈등 상수원보호, 정수

<표 3> 평가 대상 분야(적용 범위)별 평가 내용: WH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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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 

1. 서론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섭취와 기호만족이라는 식품의 기존 기능 이외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이라는 특성을 가

진 식품으로 바이오 연구의 발달과 함께 향후 큰 발전이 예상됨

▶ 소비자의 높은 관심 속에서 그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국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규모는	2005년	6천	8백억	원에서	2009년	9천	2백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마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장	규모는	2조	원	정도로	추정됨1)

·		국제적으로는	2000년	1,435억	불	규모였던	세계	시장은	2008년	2,697억	불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973억	불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수입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2011,	김연석,	재인용)

1)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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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향후 인간게놈 지도를 바탕으로 질병과 식품간의 관계

가 밝혀지고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식품(designered food)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큰 전환점

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인간게놈지도가	완성된	이후,	유전자형에	따라	개개인이	특정	질환에	걸릴	감수성이	다름이	규명되었

으며,	향후	특정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도군(high	risk	group)의	예비	환자에	대해	환경적	

요인들을	조절하고	수정함으로써	감수성이	있는	질환의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임

·		식품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개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개

발되면	기존	식품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국민들에게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02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올해로 만 9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나, 소비자들이 상식에 입각해서 표

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 그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이

유로 앞으로도 개별법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2)

·긍정적	성과로는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건강기능식품이	퇴출된	사례를	들	수	있음

[그림 2] 연도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자료: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2011,	김연석,	재인용)

2) 건강기능식품 개념, 기능성 범위 및 표시·광고 합리화에 대한 연구(곽노성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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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전문판매장으로	제한한다는	점3)과	함께,	같은	제품

이	건강기능식품법은	물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도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기능성	표시를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법령을	이원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처럼 법

령이 이원화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기존 법령 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

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해 기존 식품안전 법령과는 별도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선진국 중 우리처럼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해 식품이나 의약품과는 별도의 법령 체계를 수립·운영하

는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함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법령 이원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이 제시하는 사

례가 캐나다임

2. 캐나다 제도 개요

가. 정의 및 범위4)

   캐나다에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와 자연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라는 2개의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

▶  건강정보표시는 식품에 대해 허용되는 표시로 의약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표 1>에 제시된 3

종의 정보표시로 세분됨

·		건강정보표시	제품은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1일	권장량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저열량식품이나	

단일	품목으로	2살	이하의	어린이용	식단을	구성하는	제품에는	건강정보표시를	할	수	없음

3) 건강식품 판매 자율화를(한국경제신문, 2011.1.14)

4) Managing Health Claims for Foods in Canada: Towards a Modernized Framework, 2007, Health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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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표시는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데,	영양기능	정보표시나	일

반	건강정보표시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건강정보표시	이외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는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기능(organic	function)

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환원하는	내용의	표시,	즉	의약품에	사용하는	표시로	분류됨

·		지금까지	보건부는	<표	2>에	제시된	6종의	건강정보표시를	허용하였으며,	이들	목록은	식품의약품규

정(Food	and	Drug	Regulation)에	명시되며	있음

구분 내용

질병발생 위험 및 

치료 정보표시

(Disease risk reduction 
and therapeutic claims)

식단,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특성과 이들의 질병발생위험 또는 치료효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표시

기능정보표시

(Functional claims)

건강 또는 활동과 관련된 식품과 식품성분의 특정 생리적 효과에 대한 정보표시. 이중  
영양기능 정보표시는 건강이나 일반적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 또는 에너지의 검증된 
기능에 대한 정보표시

일반 건강정보표시

(General health claims)

건강한 식생활 또는 식생활지침을 통해 건강을 증진한다는 일반적인 정보표시. 이들  
정보표시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병, 건강상태에 대해 언급할 수 없음

<표 1> 캐나다 건강정보표시의 종류5)

5) http://www.hc-sc.gc.ca/fn-an/label-etiquet/claims-reclam/qa-qr_claims-allegations-eng.php

구분 건강정보표시

허용

1. 귀리제품과 혈관의 콜레스테롤 저하 (Oat Products and Blood Cholesterol Lowering)

2. 식물성 스테롤(Plant Sterols, Phytosterols)

3. 칼슘과 골다공증(Calcium and Osteoporosis)

4. 과일, 야채와 암(Fruits, Vegetables and Cancer)

5.  식이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과 심혈관질환(Dietary Fat, Saturated Fat, Cholesterol, 
Trans Fatty Acids and Coronary Heart Disease)

6. 나트륨과 고혈압(Sodium and Hypertension)

불허용

1. 식이지방과 암(Dietary Fat and Cancer)

2. 식이섬유 함유 곡류, 과일, 야채와 암

   (Fibre-Containing Grain Products, Fruits and Vegetables and Cancer)

<표 2> 캐나다의 허용 및 금지 대상 건강정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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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건강제품은 질병이나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 등을 진단, 치료, 경감, 예방하거나 인체의 유기적 기

능을 회복 또는 보정하거나 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해 기능을 보정하기위해 제조·판매·진열

되는 제품으로 <표 3>에 제시된 물질이나 이들 물질의 조합과 대체의약품(complementary medicines)

이나 전통의약품(traditional remedies)을 말함

·		다른	의약품이나	담배	등은	포함되지	않는	대신,	박테리아	등	미생물로	만든	의약품,	동종요법	의약품

(homeopathic	pharmacy)은	자연건강제품에	포함됨

·		자연건강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치약,	샴푸	등도	자연건강제품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음6)

나. 영업 관리

   연방제 국가인 캐나다에서 식품업소에 대한 관리는 주(州) 단위로 이루어지며, 식품가공업소에 대한 연방·

주·시정부의 소관품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대상물질

1.  식물 또는 식물질, 조류,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사람 이외 동물질(A plant or a plant material, an alga, a bacterium, 
a fungus or a non-human animal material)

2.  1차분자구조가 추출, 정제 이전에 동일한 1항의 추출물 또는 분리성분(An extract or isolate of a substance 
described in item 1, the primary molecular structure of which is identical to that which it had prior to its 
extraction or isolation)

3.  비타민(vitamin A, vitamin B6, vitamin B12, vitamin C, vitamin D, vitamin E, vitamin K1, vitamin K2, biotin, folate, 
niacin, pantothenic acid, riboflavin, thiamine)

4. 아미노산(amino acid)

5. 필수지방산(essential fatty acid)

6. 2항부터 5항에서 기술된 성분의 합성 복제품(A synthetic duplicate of a substance described in any of items 2 to 5)

7. 무기질(mineral)

8. 생균제(probiotic)

<표 3> 자연건강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연방정부(캐나다 식품검사청, CFIA) 주정부 주정부

주 경계를 넘어 거래되는 식육제품, 유제품, 과채가공품,  
벌꿀·메이블, 난제품, 생선

유가공품 기타 모든 가공품

<표 4> 식품가공업소 영업 인허가 신고 기관(알버타 주)7)      

6) http://www.hc-sc.gc.ca/dhp-mps/prodnatur/about-apropos/cons-eng.php#a4

7) http://www1.agric.gov.ab.ca/$department/deptdocs.nsf/all/agdex9995#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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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식품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은 품목별로 인허가 권한과 동일하며, 수입식품 검사는 연방정부가 담

당함

▶  건강정보표시가 된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해 표시 승인 이외에 별도의 인허가 제도는 없음

   자연건강제품은 크게 보면 의약품의 한 종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의약품처럼 개발·판매는 

물론 공장의 신설 등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품 승인은 신청 후 60일 이내 처리되며, 보건부는 각 제품에 대해 제품번호를 부여함

▶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번호가 부여되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우수품질관리제도(GMP)가 적용됨

▶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다. 과학적 평가

  건강정보표시 식품은 다른 식품과 동일하게 안전성 평가를 거치며 표시사항에 한하여 별도의 심사를 실시함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기존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

성 평가를 실시함

▶  건강정보표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는 평가 대상인 식품과 건강상 효과를 확정한 후, 13단계를 거쳐 표

시의 타당성을 평가함8)

  자연건강제품에는 일반 식품에 적용되는 안전성 및 효융성 평가와는 별도의 안전성 및 효용성 평가를 실시함

▶  2004년 자연건강제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판매되던 제품은 캐나다 보건부의 내부 정책에 따라 일단 

이전과 같이 판매하되, 별도의 사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라. 표시 및 광고

   건강정보표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표시는 관보를 통해 공개되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

는 모든 제품에 표시를 할 수 있음

▶  건강정보표시에 대한 사전 표시·광고 사전 심의제는 운영하지 않음

  자연건강제품은 비처방 의약품(OTC)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표시·광고 관리를 받음9)

▶  자연건강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고 승인번호(Clearance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함

·		의약품	광고자문위원회(Pharmaceutical	Advertising	Advisory	Board,	PAAB),	캐나다	광고기준기

구(Advertising	Standards	Canada,	ASC),	방송심의기구(MIJO,	formerly	Broadcast	Clearance	

8) Guidance Document for Preparing a Submission for Food Health Claims(2009.3, Health Canada)

9) http://www.hc-sc.gc.ca/dhp-mps/advert-publicit/report-rapport/guide-ldir_consult_consum-consom-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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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가	현재	자연건강제품의	심의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음10)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판매 건강제품에 대한 소비자 광고 기준(Consumer Advertising Guidelines 

for Marketed Health Products)”에 정리되어 있음

3. 제도 운영 현황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자연건강제품 제도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는 외

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좋은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

면해 있으며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건강기능제품에 대한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11)

▶  2004년 법령이 제정되면서 도입한 사전승인 제도는 이미 기존 시장에서 판매되던 많은 제품의 판매 중

지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보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신청을 하면 위반

제품으로 판매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정책을 수립· 운영하였음 많았음

▶  그런데, 이들 제품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면서 2010년 캐나다 의약품규제기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harmacy Regulatory Authorities)는 결과적으로 5년 넘게 법을 위반한 제품이 계속 팔리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하에 회원들에게 이들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였음

·		2004년	제도	시행이전부터	판매된	제품은	9953종으로,	“drink”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	사례를	살

펴보면,	76종	중	모두	76종의	제품	중	승인을	받은	제품	1종,	판매가	금지된	제품	5종,	아직	심사가	필

요한	제품	70종임

▶  그 결과, 기존 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캐나다 보건부는 이번 기회에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

선한다는 취지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보건부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

으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승인	신청을	한	후	180일	이내에	보건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공

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제품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자연건

강제품 법령의 제정 취지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함

   둘째, 식품과 자연건강제품을 구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식품 형태보다는 캡슐 등 의

약품의 형태를 띤 제품이 대부분 자연건강제품으로 승인을 받고 있음

▶  식품과 자연건강제품 중 어떤 제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소관 법령은 물론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이 크

10) http://www.hc-sc.gc.ca/dhp-mps/advert-publicit/pol/role_apa-pca-eng.php

11) http://www.hc-sc.gc.ca/dhp-mps/alt_formats/pdf/prodnatur/legislation/acts-lois/gazette1/regul-regle_cba-aca-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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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게 달라지므로 특정 제품이 식품과 자연건강제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함

·		자연건강제품으로	분류되면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영양성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

니라,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는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음

·		안전기준	설정과	집행을	분리한	캐나다	식품안전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소관	연방부처도	달라져	자연건

강제품이면	보건부가	제품의	인허가·회수	등을	담당하지만,	식품은	농림부	소속인	CFIA가	담당하게	됨

▶  보건부에서는 「식품과 자연건강제품간 경계 제품의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Classification of Products 

at the Food·Natural Health Product Interface: Products in Food Formats)」을 통해 제품성분, 

사용법, 심볼, 문구 등 제품 표현, 1회 섭취량 명시 여부와 같은 제품 형태, 일반인식과 사용역사12)이라

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생균제(probiotics)라도	 식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정장작용

(promotes	regularity)”이라는	표시만	가능한	반면,	자연건강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장건강	향

상(improves	gut	health)이나	면역기능	지원(supports	immune	function/system)이라는	표시도	

할	수	있는데,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들	표시	모두	식품에	허용되고	있음

▶  이러한 분류 체계의 혼란 속에서 그간 주로 캡슐 등 의약품의 형태를 띤 제품이 자연건강제품으로 승인을 받았음

·		장(gut)과	관련해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252개	품목을	살펴보면,	모두	캡슐,	타블렛	등의	의약품	형태

로	제조되었으며	요구르트와	같이	일반적인	식품	형태를	띤	제품은	승인받은	사례가	없었음

·		“drink”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34종의	제품도	대부분	타블렛	등의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물에	타먹는	제품

들이었으며,	일반	드링크의	형태를	띤	제품은	외국에서	개발된	코카콜라(미국)와	레드불(스위스)	정도였음

4. 시사점 

   캐나다의 자연건강제품 제도는 국민건강보호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

제적인 흐름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제도를 기획하다보니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이원화된 법률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가 제

한되고 영업자가 적용 법률을 선택하면서 법령체계의 근본이 흔들리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볼 때, 건강기능식품을 특별한 표시를 식품의 한 종류로 인식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영업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고, 건강기능식품에만 

적용되는 기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기능식품법으로 통합하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당초의 건강

기능식품법 제정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될 것으로 기대됨

12) Classification of Products at the Food ?Natural Health Product Interface: Products in Food Formats(2010. 6, Health Canada)

곽노성 (건강증진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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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1. 조사 개요

   가정상비약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 일반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의

사,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소독약 등’으로 정

의할 수 있음

   본 조사의 목적은 가정상비약 구입에 따른 불편과 사용 과정에서의 부작용 경험 여부를 조사하고, 가정상비약

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2. 조사 결과

  가정상비약 구입시 불만사항

▶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경우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가 61.4%로 가

장 많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은 9.0%, ‘약품구입시 약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8.0%로 나타

났음

▶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64.7%로 높은 반

면,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은 46.7%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가격이 비싸다’가 13.0%로 높게 나타났음

▶  20대~40대 등의 연령군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이 비율이 낮고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2011. 9. 26~29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자료수집방법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표 1> 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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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상비약 구입시 불편함 경험 여부 및 대처 방법

▶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려고 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

하여 응답자의 78.3%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농어촌지역 거주자(67.4%)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80.8%)의 경험률이 높았음

·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직장근무	등으로	야간에	상비약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고,	야간이나	공휴일

에	사회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자녀양육	연령층이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사료됨

[그림 1] 가정상비약 구입시 가장 큰 불만사항

[그림 2] 가정상비약 구입시 야간•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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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냥 참았

다’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고, ‘영업중인 약국을 찾아다녔다’가 28.6%,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18.8%로 나타났음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의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

▶ 응답자의 83.2%가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 거주지역별 가정상비약 구입시 야간•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어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

[그림 4] 야간•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한 경우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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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찬성률(84.6%)이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의 찬성율(77.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

·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30~50대 연령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고학력인	경우	및	30~50대	연령층인	경우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거지역과	학력,	연령	중	어느	요인이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에	주요하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말하기는	어려움

▶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71.2%가 약국외 

판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1)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

정상비약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

1) 김재영·백병성, OTC의약품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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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상비약 구입시 약사로부터의 설명 경험 여부 및 설명의 도움 정도

▶  전체 응답자의 48.0%가 지난 1년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 실제 약사로부터 사용방법을 설명들은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0.5%로 나타남

구분 찬성 반대 잘 모름

전체 83.2 15.7 1.1

거주지역** 

도시 84.6 14.6 0.9

농어촌 77.2 20.7 2.2

연령***

20대 74.4 25.6 -

30대 88.3 11.7 -

40대 89.1 10.0 0.9

50대 89.2 10.2 0.5

60대 79.3 18.0 2.7

70대 이상 66.7 28.0 5.4

학력***

중졸 이하 74.7 21.7 3.5

고졸 81.8 17.6 0.6

전문대졸/대졸 88.4 11.6 -

대학원졸 이상 85.3 11.8 2.9

<표 2>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대한 의견 (단위: %)

** p<.05   *** p<.01

구분 있음 없음 구분 있음 없음

거주지역** 연령***

도시 46.1 52.6   20대 49.4 49.4

농어촌 56.5 41.3   30대 43.0 55.6

  40대 48.6 50.9

학력***   50대 42.5 57.0

중졸 이하 54.5 41.9   60대 54.1 43.2

고졸 50.0 48.6   70대 이상 59.1 35.5

전문대졸/대졸 43.5 56.0

대학원졸 이상 44.1 52.9

전체1) 48.0 50.5

<표 3> 가정상비약 구입시 약사로부터 사용방법 설명을 들은 경험 (단위: %)

** p<.05   *** p<.01

주: 1) ‘지난 1년간 가정상비약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15명(1.5%)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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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가정상비약 구입시 약사들이 해주는 설명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81.3%의 응답자들이 ‘도움이 된다’(매

우 도움이 된다: 21.5%, 도움이 된다: 59.8%)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음

   가정상비약 사용시 부작용 경험 여부 및 부작용의 심각도 

▶  지난 1년 동안 가정상비약을 사용하다가 본인이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응답자는 29명(2.9%)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97.1%로 조사되었음

[그림 6] 가정상비약 구입시 의사로부터 사용방법 설명의 도움 정도

주:	분석대상	수는	‘약사로부터	사용방법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480명임

[그림 7] 가정상비약 사용시 부작용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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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심각도에 대해서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 29명 중 22명은 ‘가벼운 증상이어서 저절로 나았다’고 

응답하였고 ‘저절로 낫지 않아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했다’는 경우는 7명이었음

   일반가정에서 상비약으로 구비가 필요한 약

▶  소화제 등 10종류의 약을 제시한 후, 일반가정에서 상비약으로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

▶  조사 결과 외용제(95.4%), 소독약(92.7%), 소화제(92.0%), 파스(87.4%), 진통제(87.2%), 감기약

(69.1%)등의 순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음. 반면 자양강장제(27.8%)와 제산제(48.6%) 등은 

가정상비약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음

[부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중 81.6%가 본인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한다는 응답은 

18.4%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절반씩(남성: 49.1%, 여성: 50.9%)이었고, 연령군은 40대(22.0%), 30대(21.4%), 

50대(18.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학력수준은 전문대졸/대졸이 41.4%로 가장 많았고, 고졸 35.2%, 중졸 이하 19.8%, 대학원졸 이상 3.4%등의 순

   직업은 전업주부가 24.1%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 종사자 17.8%, 서비스 종사자 1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 9.9%, 판매 종사자 9.0% 등으로 분포

[그림 8] 일반가정에서 가정상비약으로 구비가 필요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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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구분 N(%)

지역 성별

도시지역 46.1 52.6 남자 491 49.1

농어촌지역 56.5 41.3 여자 509 50.9

직업

연령군 관리자 12 1.2

20대 54.5 4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9 9.9

30대 50.0 48.6 사무 종사자 178 17.8

40대 43.5 56.0 서비스 종사자 132 13.2

50대 44.1 52.9 판매 종사자 90 9.0

60대 농림어업종사자 43 4.3

70대 이상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9 2.9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 1.4

학력 단순노무종사자 16 1.6

중졸 이하  198 19.8 전업주부 241 24.1

고졸 352 35.2 학생 41 4.1

전문대졸/대졸 414 41.4 무직 72 7.2

대학원졸 이상 34 3.4 기타 32 3.2

전체 1,000 100.0

<표 5> 응답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박실비아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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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1. 조사 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라 일부 개발사업 및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건강영향 평가가 실시

되고 있으나, 이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책·사업·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음

▶  현재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물공공처리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대기질(악취 포함), 수질(음용수에 한함), 소음·진동에 대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2. 조사결과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38.1%가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모든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5%는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88.6%의 국민들이 건강영향평가 확대

의 필요성에 찬성하였음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2011. 9. 20~28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성별·지역별·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자료수집방법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표 1> 조사의 개요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381 38.1

필요하다 505 50.5

보통이다 69 6.9

<표 2> 건강영향평가 확대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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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 단계의 건강영향평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9.8%에 달하였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건강영향평가가 더 필요한 곳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 48.7%가 중앙

정부, 38.1%가 지방자치단체를 들었음  

·		이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정책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도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필요 없다 25 2.5

전혀 필요 없다 8 0.8

잘 모르겠다 12 1.2

합계 1,000 100.0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170 17.0

그렇다   528 52.8

보통이다 194 19.4

그렇지 않다 28 2.8

전혀 그렇지 않다 20 2.0

잘 모르겠다 60 6.0

합계 1,000 100.0

<표 3> 정책추진상의 부담을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확대 실시의 필요성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중앙정부 487 48.7

지방자치단체 381 38.1

잘 모르겠다 130 13.0

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표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건강영향평가가 더 필요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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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영역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영역으로 환경분야를 지적한 응답자가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으며, 복지분야가 12.1%, 교통 11.5%, 건설 9.5%, 산업 9.5%, 문화 8.0%, 교육 7.8%, 스포츠 7.0%, 

관광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정책영역별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이유 

〈환경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환경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27.2%가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

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22.8%는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

어서’라고 응답하였음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환경 302 30.2

복지 121 12.1

교통 115 11.5

건설 95 9.5

산업 95 9.5

문화 80 8.0

교육 78 7.8

체육 70 7.0

관광 44 4.4

합계 1,000 100.0

<표 5>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영역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82 27.2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하고 있어서 50 16.6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69 22.8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45 14.9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40 13.2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16 5.3

합계 302 100.0

<표 6> 환경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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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복지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33.1%가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일수록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필

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교육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교육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37.2%가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

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라서’라는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학교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9 37.2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하고 있어서 9 11.5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10 12.8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1 14.1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13 16.7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6 7.7

합계 78 100.0

<표 8> 교육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2 18.2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하고 있어서 19 15.7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24 19.8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40 33.1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7 5.8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9 7.4

합계 121 100.0

<표 7> 복지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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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문화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25.0%가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

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라서’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22.5%가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

장 도외시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하였음

·		문화정책분야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

  정책영역별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이유

〈교통정책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교통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34.8%가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

는 영역이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9%였음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4 20.9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하고 있어서 13 11.3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40 34.8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7 14.8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11 9.6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10 8.7

합계 115 100.0

<표 10> 교통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17 21.3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하고 있어서 18 22.5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20 25.0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4 17.5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8 10.0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3 3.8

합계 80 100.0

<표 9> 문화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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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분야〉

▶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건설분야를 선택한 응답자중 22.1%가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

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와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21.1%와 17.9%를 차지하

였음

〈산업정책 분야〉

▶  산업분야의 경우 38.9%의 응답자가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건강영향평

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각 26.3%와 15.8%가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와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 하고 있어서’ 건강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5 26.3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하고 있어서 15 15.8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37 38.9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1 11.6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3 3.2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4 4.2

합계 95 100.0

<표 12> 산업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본래 이 분야가 국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 20 21.1

현재 이 분야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도외시하고 있어서 21 22.1

가장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17 17.9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정책이라서 11 11.6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필요가 높은 영역이라서 9 9.5

이 분야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17 17.9

합계 95 100.0

<표 11> 건설분야를 건강영향평가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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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구집단

▶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노인 24.4%, 아동 24.2%, 영유아 

23.0% 등이었으며 청소년과 가임여성은 각각 16.0%와 12.1%으로 나타났음

·		이는	노인,	아동	및	영유아의	경우	스스로	건강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

▶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0.6%와 60.7%를 차지하였음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영유아 230 23.0

아동 242 24.2

청소년 160 16.0

가임여성 121 12.1

노인 244 24.4

기타(주부) 3 0.3

합계 1,000 100.0

<표 13> 건강영향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206 20.6

필요하다 607 60.7

보통이다 123 12.3

필요없다 11 1.1

전혀 필요 없다 4 0.4

잘 모르겠다 48 4.8

무응답 1 0.1

합계 999 99.9

<표 14> 건강영향평가 결과공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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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인식

▶  부정적인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될 경우 ‘정책내용 수정 후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자

가 59.4%, ‘내용 수정 후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5.0%였음

3. 조사결과의 시사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거친 후에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였음

▶  이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국민들의 인식을 앞서가는 제도로서, 사회정책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제

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건강영향평가가 더 필요한 곳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적한 응답이 비슷한 비율은 보임에 따라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세부시책이나 사업(project), 프로그램(program) 등에 대

한 미시적 수준(micro-level)의 건강영향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  

▶  아울러 선진국에서와 같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정책담당자들의 건강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가이드 라인(guide line)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정책영역으로 환경, 복지, 문화, 스포츠, 교통, 건설,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사회정책영

역이 지적되었음 

▶  따라서 각 정책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사회정책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가 제도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정책효과 등에 대한 근거(evidence) 수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평가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을 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와 정책부서 

담당자들의 책임감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건강영향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부정적 건강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전면 폐지해야 한다 112 11.2

내용 수정 후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594 59.4

내용 수정 후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50 25.0

그대로 실시해도 된다 14 1.4

잘 모르겠다 30 3.0

합계 1,000 100.0

<표 15>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평가될 경우의 조치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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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1. 조사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기본 모형을 개

발하여 인지행동단계에 따른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넓힐 수 있는 전략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기후변화에 관련된 인지, 이해, 확신 및 행동 등 4단계별 인식지수 측정이 필요하고, 기본모형을 바탕으

로 종합지수 및 단계별 지수를 도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

시함

2. 조사결과 

   종합 인식도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인지도, 이해도, 확신도, 행동도의 4가지 항목과 종합 인식도를 통

해 보여주고 있음

·		종합	인식도는	4가지	항목의	평균값으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	이해,	확신,	행동의	종합

적인	인식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임

▶ 종합 인식도는 74.8점으로 나타났음

·		인지도와	이해도는	각각	78.5점,	78.7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확신도와	행동도는	각각	71.3점,	

70.7점으로	인지도와	이해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 수준에 비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의 

구분 내용

조사대상 일반국민

조사기간 2011.10.19~23 

표본규모 297명

표본추출방법 20세 이상 성인 대상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방법 온라인 웹조사

조사내용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의견

<표 1>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인식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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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요성에 대한 확신과 실천행동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남

▶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50대 이상에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에 대한 종합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

  인지도

▶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에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음(p〈0.05) 

▶  기후변화 현상을 모르는 비율은 9.1%, 기후변화가 식품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모르는 비율은 

7.1%로 비슷한 반면, 기후변화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모르는 비율은 16.2%로 2배 

높은 수준이었음

[그림 1]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

[그림 2]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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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도

▶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남성보다 여성에서, 그리고 연령층에 비해 50대 이

상에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일반국민 대부분이 온난화, 해수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폭염 및 폭우, 가뭄 및 사막화 등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현상’ 및 식품매개질환 증가, 수자원 고갈, 지하수 오염, 유해미생물 발육 촉진, 

세균 및 바이러스 변동, 생태계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대부분에	대한	이해가	80〜90%를	상회하는	반면에	국제

적인	협력,	식품안전	연구,	기후변화	관련	취약계층	연구,	DB	구축	등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

화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노력’에	대한	이해	비율은	30〜70%정도로	다소	낮은	수준

을	보였음

[그림 3]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인지도

[그림 4]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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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수행에	대해서는	30%대,	식품안전의	경우	50%대로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았음

   확신도

▶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에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확신도가 높았음(p〈0.05)

▶ 세부항목별 확신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생산	단계별	(재배,	가공,	유통,	등)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	중에서,	식품이	생산되는	‘자

연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는	식품	가공이나	판매,	가정에서의	관리	필요

성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일반국민들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시	되어야	할	항목을	생산

지의	자연환경	관리로	인식하고	있었음

·		식품	종류별로는	농·수·축산물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방사선조사식품	관리에	대해서	‘매우	높음’이	

50%	로	나타났고,	일반가공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사료는	30%대의	낮은	수준임

[그림 5]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이해도

[그림 6]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확신도



148  l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		다른	식품에	첨가하거나	혹은	혼입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서는	환경오염물질(다이옥신,	

PCBs,	프탈레이트	등)과	중금속(수은,	비소,	납	등)에	대해서	60%	이상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음

·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식품생산	유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50%	이상이	‘매우	높음’

으로	평가된	반면	자연독소는	38.0%로	낮은	수준임

·		일반국민들	대부분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기후변화	현상이	‘대체로	심각하다’는	47.1%,	‘매우	심각하다’는	43.4%로	전체의	90.5%가	심각하다

고	생각함

·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문제의	심각성은	‘대체로	심각하다’는	53.9%,	‘매우	심각하다’는	28.6%로	

전체의	82.5%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행동도

▶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에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행동도가 높았음

(p〈0.05)

 ▶  일반적인 실천항목과 식품관련 실천항목에 대한 행동의 동의 정도와 책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

타났고,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낮게 나타남

·		대부분의	실천항목에서	일반국민들의	70%대가	동의하였고,	책임의식을	느끼는	정도는	65%대로	약간	

낮았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20%대로	낮은	수준이었음

·		다른	실천항목에	비해	특히	“재활용품	구매”와	“물건	재활용”에	대한	동의정도와	책임의식이	낮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다른	세부항목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특히,	재활용품	구매에	대해	불편함

을	느끼는	정도는	30.0%로	다른	실천항목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  식품관련 실천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책임의식을 느끼는 정

도는 각각 72.1%, 64.3%로 다른 실천항목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식중독 예방 3원칙 실천이 각각 

68.4%, 58.6%로 나타났음

[그림 7]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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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구매	시	탄소발자국,	탄소성적표시,	녹색식품	확인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책임의식을	느끼는	정도

는	각각	36.0%,	34.0%로	다른	실천항목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불편한	정도	역시	30.0%

로	다른	실천항목에	비해서	10%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정책에 대한 인식 요약

▶ 일반국민들의 94.6%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른 기관들의 식품안전 대응 정도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WHO, FAO 등의 국제기구는 

52.8%로 높은 편이었고, 식약청 36.7%, 환경부 31.7% , 농식품부 29.7% , 보건복지부 29.6%의 순으

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산업체(생산, 유통 등)는 12.5%와 18.5%로 대응 정도가 낮게 평가되

[그림 8] 일반적인 실천항목에 대한 행동 비교

[그림 9] 식품관련 실천항목에 대한 행동 비교



150  l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변화에 따라 식품안전분야의 필요 인프라로 일반국민들의 40.4%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가

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으며, ‘부처 간 및 국제적 협력 등의 체제 강화’ 18.2%, ‘법 규제 강화’ 17.5%, ‘전

문 인력 확보’ 16.2%의 순이었고, ‘필요예산 확보‘는 7.7%로 필요성이 가장 낮았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 정책들의 중요도에서 일반국민의 80% 이상은 ‘정부부처간의 일관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기후변화 대응 식품

안전 위기대응체계 및 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강화’가 중요하

다고 응답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93.9%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 41.8%이었고, 식품안전

에 대한 관심은 13.8%로 낮은 수준임

▶  일반국민들의 69.4%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보도로 얻고 있고, 

21.2%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92.9%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시사점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와 이해 수준은 높았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

응 항목들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과 실천행동 수준은 낮게 나타남

▶  기후변화 현상을 인지하고 기후변화가 식품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후변화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수준임

▶  대부분의 일반국민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현상’ 및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의 문제점

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특히 식품 관련 환경 및 식품의 생산단계, 농·수·축산물 및 수

입식품, 식품 관련 유해물질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함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관련된 실천항목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에 비해 책임의식을 느끼는 정도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실천하는데 불편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강화와 함께 부처 간 및 국제적 협력 등의 체제 강

화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차원의 홍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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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		기후변화가	자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한	국가차원의	정보제공이	필요하겠음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대응을	위한	여러	실천항목들에	대한	홍보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	등

을	통해	국민들의	실천	의식을	강화	시켜야	할	것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탄소발자국,	탄소성적,	녹색식품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	제도임에

도	불구하고	그	실천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실천	의식

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 마련의 필요성

·		전문	인력의	확보와	함께	국제기구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

전	정책	강화가	필요하겠음

·		특히	정부는	식품법규제의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생산	주체인	식품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

할	필요성이	큼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해	미생물	및	오염물질	분포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	식중독균의	새로운	감염경

로가	생기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환경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푸

드	체인의	시작인	생산단계의	식품안전성	문제가	증가할	수	있음

·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변화,	식중독균이나	곰팡이	독소	등의	분포	변화	등의	식품	관련	환경	변화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음

·		생산단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노력	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관

리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냉장	유통	온도	재설정	등의	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방법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전반적

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김정선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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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현황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도 급격히 증가    

·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증가율(15.7%)은	일반예산증가율(8.8%)의	1.78배에	달함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순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포함 총 26조 5,342억 원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은	국고보조사업이	23조	297억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87%에	해당

·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대응	의무로	인해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지

는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경우 전국평균 약 19%

구분 계
정책사업

재무활동
보조사업 자체사업

사회복지 265,342 230,297 33,328 1,717

기초생활보장 85,616 82,132 3,123 359

취약계층지원 35,119 28,845 6,021 254

보육·가족 및 여성 59,287 54,112 4,887 288

보인·청소년 66,494 56,595 9,528 371

노동 7,369 5,895 1,456 18

보훈 1,120 256 854 10

주택 7,126 654 6,164 307

사회복지일반 3,211 1,809 1,292 111

보건 22,250 13,076 9,135 39

보건의료 21,929 12,978 8,912 39

식품의약안전 321 98 223 -

<표 1>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현황(2010년) (단위: 억 원)

* 순계예산 규모 기준

자료: 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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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도별 사회복지부문 지출            

▶  시·도별로 보았을때,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본청이 29.1%, 자치구가 56%

로 평균 27.9% 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시로	본청이	12.8%,	군이	13.5%,	자치구가	40.7%로	

순계기준	평균	14%	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	경기도는	17.4%로	나타나고	있음

▶ 1996년에서 2008년까지 광역자치단체 시도별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		시·도별로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큰폭으로	증가

시도별
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평균 19.0 21.4 25.3 20.1 15.2 40.5

서울 20.1 21.2 - - - 32.1

부산 23.5 25.0 - - 13.6 50.7

대구 23.9 23.4 - - 22.6 52.6

인천 14.0 12.8 - - 13.5 40.7

광주 27.9 29.1 - - - 56.0

대전 24.3 25.3 - - - 46.1

울산 17.1 17.9 - - 23.9 34.9

경기 17.4 - 22.5 19.3 15.1 -

강원 16.5 - 22.6 20.5 12.8 -

충북 19.0 - 27.2 22.9 16.1 -

충남 16.7 - 25.5 17.8 15.5 -

전북 21.8 - 33.5 26.0 14.8 -

전남 17.9 - 26.9 21.3 15.5 -

경북 18.2 - 29.1 18.9 14.0 -

경남 18.3 - 26.5 19.8 15.6 -

제주도 16.4 - 16.0 - - -

<표 2>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시·도별 현황(2010년) (단위: %)

자료: 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156  l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예산: 자치구의 높은 사회복지예산 비중             

▶  특별시의 사회복지비중은 21.2%, 광역시는 21.5%, 도는 25.9%, 특별자치도는 16%, 시는 20.1%, 군은 

15.2%, 자치구는 40.5%

▶ 사회복지예산비중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전부 자치구

▶ 비중이 40~50% 미만인 자치구가 14개, 50%를 넘는 자치구도 22개에 달함

▶ 군의 경우 79개 군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10~20% 미만에 해당 

   기초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격차          

▶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광주 북구로 64.3%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

장 낮은 자치구는 서울 서초구로 17%임

▶  시의 경우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전주시로 31.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장 낮

은 곳은 경기 김포시로 9.4%임

▶  군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울주군으로 23.9%이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

군으로 4.5%로 나타났음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균 21.2 21.5 25.9 16.0 20.1 15.1 40.5

최고
21.2 29.1 33.4 16.0 31.7 23.9 64.3

서울본청 광주본청 전북본청 제주본청 전북전주시 울산울주군 광주북구

최저
- 12.8 22.5 - 9.4 4.5 17.0

- 인청본청 경기본청 - 경기김포시 경북울릉군 서울서초구

<표 3> 지자체 유형별 사회복지예산 비중(2010년) (단위: %)

* 총계예산 규모 기준

자료: 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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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재정부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부담       

▶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많은 경우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증가	

·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요

인으로	작용	

▶  2010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문의 국고보조사업은 약 14.8조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28.8조 원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소요는 약 7조 원에 이르고 있음 

구분 합계 비율 시·도 시 군 자치구

합계 246 100 16 75      86 69

10% 미만 3 1.2 - 1 2 -

10~20% 미만 121 49.2 3 37 79 2

20~30% 미만 63 25.6 12 36 5 10

30~40% 미만 23 9.3 1 1 - 21

40~50% 미만 14 5.7 - - - 14

50% 이상 22 8.9 - - - 22

<표 4> 지자체 유형별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유형별 분포현황(2010년) (단위: 단체수, %)

자료: 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예산 (A) 91.1 97.5 98.9 107.1 115.5 128.0 144.4 156.7 139.91)

사회복지예산(B)2) 9.2 10.0 14.1 26.0 29.5 34.2 23.6 26.1 28.8

(B/A) (10.0) (10.2) (14.3) (24.3) (25.6) (26.7) (16.2) (16.6) (20.5)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C)3) 7.05) 7.45) 8.75) 9.55) 11.55) 13.55) 11.76) 13.46) 14.86)

<표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추이 (단위: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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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재정 부담  

▶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05년 지방이양사업된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사업은 총149개 사업 중 현재 69개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의 비중은 지방이양이후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자체사업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후	2008년	부터는	

자체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	역시	다른	해와	비교	했을	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C/A) (7.7) (7.6) (8.8) (8.9) (10.0) (10.5) (8.1) (8.6) (10.6)

(C/B) (80.5) (92.5) (89.7) (86.4) (83.9) (78.5) (50.0) (51.5) (51.6)

국비(D)4) 4.9 5.1 6.1 6.5 7.9 9.2 6.6 7.2 7.8

(D/C) 70.0 68.9 70.1 68.4 68.7 68.1 56.4 53.7 52.7

지방비(E)5) 2.1 2.3 2.6 3.0 3.7 4.2 5.1 6.2 7.0

(E/C) 30.0 31.1 29.9 31.6 32.2 31.1 43.6 46.3 47.3

주:	1)	당초예산기준	임.	’02~’09는	최종	예산	기준임

2)		’02~’04-사회보장과	보건비	포함한	금액임;	’05~’07-사회보장	및	복지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를	포함한	금액임;	’08~’09	
-사회복지와	보건을	포함한	금액임	

3)	’02~’07-감사원	평가원,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2007;	’08~’10	국회예산처,	2010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편람

4)	국비는	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를	제한	금액임

5)	’02~’07-감사원	평가원,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2007;	’08~’10-국회예산처,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2010

자료:		국회예산처,	2010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편람	;	국회예산처,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20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단체예산개요,	각연도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연도;	감사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운영실태,	2008;	감사원	평가원,	사회복지	국고	
보조금	개선방안,	2007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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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에서 지방이양사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이양이후 부족한 재

원의 보충이라는 측면에서 교부되기 시작한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는 지방비 부담에 비하여 부족하였기 때

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로	연동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내국세	증가율을	상회하

는	수준이므로,	사회복지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였음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의 증가율은 13%로 지방이양사업의 증가율 12.5%와 

분권교부세 증가율 11.8%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분야사업의 지방이양이후 지방비 부담이 증

가하는 사실에 대한 가능한 설명중 하나를 제공하고 있음

구분
이양전 이양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예산 91.1 97.5 98.9 107.1 115.5 128.0 144.4 156.7 139.91)

자체사업예산2) 20.4 23.8 28.6 32.6 32.9 29.8 57.6 62.8 59.2

(B/A) (22.4) (24.4) (28.9) (30.4) (28.5) (20.6) (39.9) (40.1) (42.3)

<표 6>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중 자체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조 원, %)

주: 1) 당초예산기준임  ’02~’09는 최종 예산 기준임

2) ’02~’07- 감사원 평가원,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2007 ; ’08~’10-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자료: 감사원 평가원,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2007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감사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운영실태, 2008

구분

이양전 이양후 연평균증가율

’02 ’03 ’04 ’05 ’06 ’07 ’08 ’09 ’10 이양전 이양후 전체

총예산 (A)1) 9,112 9,753 9,889 10,706 11,547 12,804 14,445 15,670 13,986 4.2 5.5 5.5

사회복지예산 (B)2) 916 1,002 1,409 2,597 2,952 3,421 2,356 2,607 2,876

24.5 2.0 15.4

(B/A) (10.0) (10.3) (14.3) (24.3) (25.6) (26.7) (16.2) (16.6) (20.5)

지방이양사업 (C)3) 92 104 130 168 192 225 253 270 -

18.3 12.5 16.5

(C/A) (1.0) (1.0) (1.3) (1.5) (1.6) (1.8) (1.8) (1.9) -

국비/분권교부세 (D)3) 42 49 61 55 70 77 91 86 -

20.4 11.8 10.8

(D/C) (45.7) (47.1) (46.9) (32.7) (36.5) (34.2) (36.0) (31.9) -

<표 7>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예산추이 (단위: 백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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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가와 지자체간 격차             

▶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광역단체와 기

초단체를 포함한 전체 지자체의 예산 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치구에서의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광역시의	자

치구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하게	큼

·		복지예산	비중과	복지수요가	큰	자지구일수록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		광역시	자치구는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방비의	여력이	적고,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지	않

는등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수준에	대한	지자체간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

정적	측면도	나타내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사회복지지출

  지방재정의 세입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지방자체 재원 부족과 자치단체간 재원불균형임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의 사무분권은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의 지방세제는 자율적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		현행	국세	대	지방세	세입	비율은	79:21이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에	불과

▶  지방분권적 재정원칙의 강화를 위한 지방 자체재원 확보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세

원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격차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구분

이양전 이양후 연평균증가율

’02 ’03 ’04 ’05 ’06 ’07 ’08 ’09 ’10 이양전 이양후 전체

지방비(E)3) 50 55 68 113 122 147 162 184 -

 16.6 13.0 20.3

(E/C) (54.3) (52.9) (52.3) (57.3) (63.5) (65.3) (64.0) (68.1) -

주:	1)	당초예산기준	임.	’02~’09는	최종	예산	기준임

2)		’02~’04-사회보장과	보건비	포함한금액	임;	’05~’07-사회보장	및	복지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를	포함한	금액임;	’08~’09	
-사회복지와	보건을	포함한	금액임	

3)	’02~’06-국가예산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원인,	2009;	’07~’09-국회의원	주승용사무실,	2010

자료:		감사원	평가원,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200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국가예산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	2009;	국회의원	주승용	사무실	보도자료,	2010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161

사
회

보
험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Ⅲ
▶  자체재원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대, 혹은 책임감 있는 지출로 연결될 지에 대하여서는 확신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현행의	지방과	중앙의	재정관계하에서는	관행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에	대한	의존성과	지자체의	자체	

세입확대	유인의	감소가	존재

·		지자체	자체세원확대등	지방재정의	분권화가	진행된다하더라도	지방세의	증가	및	지자체	세입의	증가

가	지자체의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음

  시도별 세입유형과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광역시지역과 경기도에서는 지방세가 의존재원보다 높은 수준이

며, 기타 도지역은 지방세가 의존재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사회복지지출은 서울을 제외한 시지역과 경기도에서는 의존재원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

며, 서울의 경우는 의존재원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을 보여주고 있음 

▶  기타 도지역은 지방세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을 보여주고 있음

▶  도지역의 사회복지지출수준은, 시와 경기도의 사회복지지출에 비교하여 비교적 예년수준에서 증가폭이 

작게 움직이고 있음

▶  도지역의 경우 자체사업인 사회복지지출이 적고, 지방세등 지방비가 대부분 사회복지지출에 사용됨을 관

찰할 수 있음



162  l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그림 1] 시도별 사회복지지출 추이(1996~2008년) (단위: 백만 원)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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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과제

   현행의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와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을 놓고 보면,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부문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 시점에서 지방이양사업이후 사회복지지출 부담과 관련된 과제는 재원의 부족이나 분권교부세의 문제

보다는, 보다 진일보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및 투명성 강화를 위

해 지방과 중앙의 재정관계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급증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	및	교부체계의	개선	

·		포괄보조금인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지방재정부담의 격차 해소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방안	

·		지역별	서비스	불균등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차등보조율을	확대하는	방안

·	재정부담이	가장	큰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포함	

   단기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완화와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포

괄보조금의 도입 등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실정               

▶  현재의 여건변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의해 향후 지방자체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국면을 포함

▶  사회복지지출의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향후에도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

비 부담의 비중이 높음을 고려

▶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관련한 과중한 의무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복지 지출관련 재정부담과 지역간 격차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관련 보조율의 조정, 차등보조율의 개선, 혹은 사회복지지출 보조금의 포

괄보조금화등의 구조변경을 통해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대비한 사회복지관련 재정부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최성은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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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지출 추계방법 평가를 통한 

기존 전망치의 과소판단1)   

1. 보건복지지출 추계방법과 기존연구 고찰을 통한 추계방법 평가

가. 보건복지지출 추계방법과 그 특징

   대표적인 보건복지지출 추계방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음2)

▶  인구학적 변수를 주요변수로 하고 제도와 법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모형(autonomous 

actuarial model), 몇 가지 거시변수를 사용하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추계하는 계량경제학 모형

(econometric model), 그리고 가능한 외생변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수리적 모형과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혼합모형(mixed model)    

▶  이러한 추계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추계의 내용을 구성요인으로 분해해서 추계한 후 합산하는 조성법

(component method)을 사용할 수 있음    

   상기한 추계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보험수리적 모형의 주요변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이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됨

·		경제적	매개변수와	함께	향후	있을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임

·		반면	많은	양의	초기자료를	요구하는	등	가능한	자세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음

▶  계량경제학 모형은 과거의 평균값을 가지고 미래의 행태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선정된	소수의	거시변수만을	사용하여	미래의	값을	추정하므로	비교적	적은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회귀분석은	과거의	제도나	법의	평균적인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의	변화를	미래의	추정

에	반영할	수	없거나	하여도	아주	제한적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짐

▶  혼합모형은 외생변수의 수를 가능한 줄이기 위하여 보험수리적 모형과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조합한 모형임

·		사회보장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보험수리적	방법과	경제적	변수만을	고려하는	계량경제적	방법을	혼합

함으로써	실제	경제상황과	사회보장	간의	연계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음

1) 다음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보완 수정한 내용임. 유근춘 외,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  Laora Crescentini and Federico Spandonaro,"Methodological developments in forecasting techniques," i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Qualitative Analysis and the Planning of Social Protection, Geneva, 1992. 박능후 외, 중장기 사회보장비 적정규모 분석,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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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 대표적 기존연구의 고찰을 통한 추계방법 평가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2000년 이후의 보건복지지출에 대한 기존연구를 고찰하였음(연도와 저자순)

▶  박능후·최현수·이승경, 『중장기 사회보장비 적정규모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문형표·오

영주·이희숙,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

방향』, pp.3~84, 2000; 문형표,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과제”, in 고영선(편), 『재정지

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p.95~138, 2004; 백화종·최병호·김수봉·김태

완, 『사회보장발전의 중장기 전망과 방향- 사회보장지출 및 부담-급여 형평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3; 고영선, “분야 간 재원배분의 현황과 개선방향”, in 고영선(편), 『재정지출의 생

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p.29~93, 2004; 최준욱·류덕현·박형수, 『재정지출의 분

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재정의 비전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윤석명·신화연,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조세연구원, 2009

▶  상기한 연구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보험수리적	모형의	성격을	주로	갖는	연구에는	ILO	Social	Budget	모형을	근간으로	한	박능후	외

(2000)와	윤석명	외(2006)가	속함.	ILO	Social	Budget	모형은	혼합모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계량경제학적	모형에는	백화종	외(2003),	고영선(2004)이	속함	

·		문형표	외(2000)도	보건복지	분야를	네	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정한	후	더하는	조성법을	사용하지만	보

험수리적	추계를	하는	한	개의	분야(연금·재해보장부문)를	제외하고는	회귀분석을	통한	추계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최준욱	외(2005)는	복지지출과	관련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복지지출	결정요인	간의	여러	관계를	살펴보고,	장래전망은	복지지출분야를	여

럿으로	나누어	추계하여	더하는	조성법을	사용함.	각각	분야의	추계는	주로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보

험수리적	방법을	사용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은	보건복지지출	분야를	여럿으로	나누어	추계하여	더하는	조성법을	사용

함.	각각의	분야의	추계는	해당	부서에서	구한	앞으로의	제도변화에	대한	일정과	비전	2030에	예상된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함.	제도구성에	주로	근거한	보험수리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박형수	외(2009)는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해	인구부문,	거시경제부문,	재정부문을	나누어	모형을	구

축하고	있어	혼합모형의	성격을	가짐.	사회복지지출은	10개	항목별로	나누어	조성법을	사용하고	있고,	

각	항목별로는	보험수리적	방법을	사용함

  상기한 보건복지지출 추계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후 추계방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제비교를 위한 보건복지지출 자료로는 OECD SOCX 자료를 사용함. 필요에 따라 OECD의 국민계정 

일반정부자료와 IMF의 GFS자료를 사용함

▶  보건복지지출 추계방법 중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까지를 반영할 수 있는 보

험수리적 모형을 중심으로 발전한 방법에 의한 추계를 실제 보건복지지출 추계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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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장기에서	실제	법과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계량경제학	모형을	통

해	얻은	추계는	고려하는	여건을	통제했을	때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보건복지지출	추계로	해석하여	두	

가지	추계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보험수리	중심의	모형을	중심으로	발전한	방법에	의한	추계는	ILO의	사회예산모형(Social	Budget	

Model)이	대표적임.	박형수	외(2009)와	같은	혼합모형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짐

·		이에는	자연적	증가와	예정된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	이	방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자연적	증가와	예정

된	변화를	반영하는	추계치를	별도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다른	특별한	적정기준의	제시가	독립된	이론에	의해	가능하지	않은	한	동일한	여건	하에서	여러	

국가의	실제경험	상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회귀분석의	지출추계치를	적정지출을	판단하는	기준치로	사

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이를	위해	통상	국내	추계치보다는	국제	추계치를	사용함

▶ 회귀분석시 복지선진국을 고복지 지출국과 저복지 지출국으로 나누어 분석에 반영함

▶  실제 복지국가유형 분류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르고, 이 중 북구형과 대륙형은 고

복지 지출국으로 분류하고, 영미형은 저복지 지출국으로 분류함. 복지국가 유형은 복지철학과 사회보험

제도의 성숙도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는 회귀분석 결과를 근거로 적정지출을 추계하는 경우 저지출국과 고지출국을 구분하여 구할 수 있게 함

▶ 회귀분석의 설명변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내용적인	상관관계를	먼저	확립하여	이에	따

라	변수가	정해지는	경우	사용되는	함수는	구조적	함수(structural	function)임

·		그러나	현재	연구에서	통상	행해지는	회귀분석모형	결정방식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근거로	상관관계

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모두	모아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변수수량값	간의	변화	상관관계에	의

해	결정되는	계산과정을	통해	유의성이	높은	변수를	선정하는	임기응변적인(ad-hoc)	방법이	통상	행

해지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실제의	결정요인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즉	

실제의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설명변수

에	대해	실제를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가능하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만일	지출에	관한	구조적	함수형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격과	수요량이	변수로	사용되어야	하겠지

만	결정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현재	통상	행해지는	임기응변적인	

함수(ad-hoc	function)를	사용할	수	있음3)	

·		그러나	이를	사용함에도	좀	더	이론적	설명을	하고,	직관적	수용성이	높은	요인을	고르는	노력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이를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쉽게	그	결정요인으로서의	위치가	받아들여지는	소득변수를	가장	포괄적이

 3) 이외에 구조적 함수와 임기응변적 함수를 결합한 혼합함수(hybrid function)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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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	기본적인	실제결정요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실제	추정에서	다른	요인과	같이	사용되면	소득변수의	유의미성이	약화되는	경

우가	있다는	것임.	이	경우	문제는	함께	들어가는	설명변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임	

·		다른	추가	설명변수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건복지지출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중에서	여

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소득보다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	이에는	노령인구비율인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복지국가	유형변수가	속함	

·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설명변수	중	기존의	연구를	통해	불안정,	일관성	결여	등의	이유로	제외	된	변수

들은	노인부양률,	실업률,	총인구	중	15세	미만의	비중	등이	있음

2. 회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기대 적정치 산정 

가. 소득변수와 노령변수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과거추이 

  소득 변수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과거추이       

▶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국지적 등락을 하면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고복지철학을 갖는 북구형과 대륙형은 상대적 저복지철학을 갖는 영미형보다 전체 연구기간에서 

5%p 이상 지출이 높고, 고복지 지출국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도 북구형이 근소하나마 대체적으로 더 높

은 지출의 경향을 보여 이들 복지유형 국가 간에 구조적인 지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

[그림 1] 1인당 GDP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유형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 추출평균은 전형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은 본 연구의 12개 복지선진국의 평균, 전체평균은 전 OECD 국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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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 이를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더미변수를 도입하여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복지선진국의 과거 추이를 보면 과거 경험에 근거해 볼 때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상한은 GDP 대비 약 30% 

수준이고, 하한은 GDP 대비 약 15%라 유추해 볼 수 있겠음

   노령 변수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과거추이     

▶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인당 GDP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이 뚜렷하

게 증가하고 있음

▶  고복지국가군인 대륙형과 북구형이 저복지국가군인 영미형보다 고령화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이 높음

▶  또한 동 연구기간의 추이를 보면 북구형 및 대륙형과 영미형 사이에는 1인당 GDP에서와 같이 구조적으

로 지속되는 지출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차이 또한 1인당 GDP의 경우와 같이 약 5%p 수준을 유

지할 것으로 보여 짐

▶  이는 복지국가 유형 간에 고복지와 저복지의 차이를 보이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어 복지국가 유형변수를 

설명변수로 선정한 것을 역시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됨

나. 회귀분석결과와 우리나라 기대 적정치 

  회귀분석 방법으로서는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패널자료 분석을 함     

▶ 다음은 패널분석(random-effects GLS regression)의 결과임

·		Hausman-test에	의해	fixed	model과	random	model	사이에서	결정함.	prob>chi2가	0.1029여서	

귀무가설인	radom-effects	가정을	기각할	수	없음

[그림 2] 고령화율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유형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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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R-square	값은	약	0.76임.	p-value를	보면	상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0.001에

서	유의함

·		고령변수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0.01)증가하면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0.0094	

증가함.	1인당	GDP가	1$(PPP	US$)	증가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약	0.000000473

이	증가함

·		대륙형	국가들은	영미형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GDP대비	비중이	약	0.06이	높고,	북구형	국가는	약	0.07

이	높음.	이는	앞의	그림에서	영미형이	북구형이나	대륙형보다	1인당	GDP는	물론	65세	이상	인구	비중

의	변수의	각	수준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이	약	5%정도	낮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대 적정추정치               

▶  앞의 기존연구 고찰의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다른 독립된 이론에 근거한 특별한 적정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회귀분석의 평균적 기대치를 적정지출을 판단하는 기준치로 사용함

·		회귀분석에	의한	추계치는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과대추계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정에	사용된	변

수값들의	기간(1980~2005년)에서	10년	이후인	연도(2015년)의	근방까지	추계를	보는	것이	적정하

다고	생각됨

·		따라서	다음에서	2010년,	2013년,	2015년,	2020년의	4개	연도에	대해	상기	추정회귀식에	의한	추계

치를	추정하고자함

·		추정회귀식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변수값의	추정치	중	일인당	GDP는	본	연구의	장기적	가정4)에	근

거하여	구한	것이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다음의	표는	상기한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패널분석의	결과를	사용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

출의	GDP	대비	비중에	대한	추정치임.	이	추정치의	의미는	1인당	GDP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라는	

<표 1> 패널분석 결과

4)  2005년 조세개혁특위의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가정임. 이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의 경우 장기전망치는 KDI(2004)의 잠재성장률계산의 중간값을 
사용함. 최근의 세계금융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불확실하여 이전의 장기전망을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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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통제한	경우에	국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저지출국(영미형)과	고지출국(대륙형,	북구형)의	추

계치임.	이를	다른	특별한	적정기준의	제시가	독립된	이론에	의해	가능하지	않는	한	적정지출을	판단

하는	기준치로	사용하고자	함

3.  기존 대표 전망치와 추계방법 평가 및 회귀분석에 의한 기대 적정치의 비교를 통한 전망

치의 과소판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전망치의 과소판단을 하고자 함 

▶  보건복지지출 추계방법의 특성 및 장단점을 고려하고, 기존 대표연구의 고찰을 통해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추계를 실제추정치로 하고, 국제자료를 사용하여 고복지국가와 저복지국가를 구분한 회귀분석의 결

과를 다른 적정성 기준이 없는 한 기대 적정치로 상정함

▶  우리나라의 현 여건을 사회재정의 공공부문이 취약한 복지개발도상국으로 하여 과소판단5)

   기존 전망치를 큰 순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  표의 값들은 정확히 일치된 가정과 기간을 갖는 연구들이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전망치들이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음

·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전망치	추계가	이루어졌고,	OECD	SOCX의	개념에	기반을	두는	등	어느	정

도	추계의	틀이	비교가	가능하므로	제한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표의 값들은 기존 문헌 고찰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음

·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치	3개가	가장	큰	3개의	추정치를	이루고	있음.	이는	추계방법의	특징에서	예기되던	

바와도	같음.	이는	회귀분석으로	실제치를	추계하는	것은	과대추계의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함을	나타냄

5)  유근춘 외(2008, 118~122)의 분석에 의거 우리나라는 시장우선의 영미형 국가들에서보다 국가책임의 정도가 아주 낮고, 반면에 시장에서 사
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여건도 발달되어 있지 못함

구분 / 연도 2010년 2013년 2015년 2020년

1인당 GDP(US$) 24,344 29,744 33,965 46,872

65세 이상 인구비중 0.1096 0.1213 0.1295 0.156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중

영미형(저지출국) 0.1493 0.1628 0.1725 0.2035

대륙형(고지출국) 0.2076 0.2211 0.2308 0.2618

북구형(고지출국) 0.2194 0.2329 0.2426 0.2736

<표 2>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중 기대 적정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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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사용한	두	연구의	추계치가	가장	낮은	두	개의	연구를	구성함

·		ILO	모형과	같이	보험수리적이면서	혼합모형의	성격을	띤	박형수	외(2009)가	다음으로	낮음.	이	연구

는	자연적	변화와	함께	제도의	변화를	고려했음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	현재의	제도가	불변

임을	전제로	한	최준욱	외(2005)	보다	낮은	점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정확한	추계를	위해	이유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제도적인	변화를	최대로	고려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추계치가	중간적인	위치이면서	보험수리적	수치

에	더	가까운	점은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추계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생각됨

   추계치의 과소판단 

▶  기존 연구 중에 문형표 외(2000)는 우리나라의 현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고령화, 국민소득 그리고 사회

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출 수준이 낮지 않고,

·		또한	자동적으로	최소한	장기적으로	저지출	선진국이나	OECD	평균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양적확대를	

지향하기	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하는	질적	개선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이는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즉	우리나라가	복지에	관한	후발국으로서	선진국의	경험에

서	얻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질적	개선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은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국민소득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면	낮지	않아	질적개선을	양적	확대보다	우

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회귀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실제치의	과대추정을	근거로	볼	때	타당성이	없음

▶  2020년의 기대 적정추정치를 <표 3>과 같이 저지출국의 20.35%로 보고, 실제치를 박형수 외(2009)의 11.18%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12.32%로 보고, 연금이 성숙되는 2030년과의 자연성숙분 차이 4%를 모두 고려할 

때 달성시기를 조절한다 해도 각각 약 5%p와 4%p를 양적으로도 늘릴 여지가 원론적으로 있음

출처/연도 2010년 2013년 2015년 2020년

저지출국 기대적정추정치(본 연구, 2008년) 14.93 16.28 17.25 20.35

백화종 외(2003년) 9.82(2007년) - - -

문형표 외(2000년) 10.26 - 12.19 14.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년) 9.40 10.44 11.01 12.32

최준욱 외(2005년) - -- 11.7

박형수 외(2009년) 8.85 8.94 9.87 11.18

박능후 외(2000년) 8.11 - 9.55 11.59

윤석명 외(2006년) 5.8(6.97, 7.06) - 6.9(8.2, 8.39) 8.3(9.78, 10.05)

<표 3>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기존 전망치의 비교

* 백화종 외(2003)는 2007년의 추정치여서 여건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면 문형표 외(2000) 보다 큼

* 윤석명 외(2006)의 괄호안의 수치는 각각 박능후 외(2000)와 문형표 외(2000)에서 비 사회보험 부분을 도출하여 더한 수치임

유근춘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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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1. 총사회복지지출의 수준과 추이

   노령·질병·실업 등 사회위험에 대한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다층체계를 추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사회복

지지출 규모(2009년)는 129조 6,660억 원으로 GDP대비 12.17%임

▶  다층체계는 3개의 공급주체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복지:	사회복지관련	정부의	재정지출과	노령연금,	건강보장,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급여	등

·		법정민간복지:	고용관련	기업	법정급여로	법정퇴직금(기업연금),	질병유급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		자발적민간복지:	민간단체의	공동모금,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기업의	자발적	복지	등임

   총사회복지지출이 추계된 지난 19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로 동일기간 경제성장률 9.45%, 국민부담률 

11.1%에 비해 1.6~1.9배 높음. 이런 현상은 우리의 복지제도 확충과 성숙에 기인함

▶  3공급주체 중 자발적민간복지의 증가율이 29.0%로 가장 높고 공공복지 16.7%, 법정민간복지 16.3% 순임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12.17%, 2009년)은 멕시코(7.4%), 터키(10.5%), 칠레(11.7%)에 이어 낮은 

수준이며 OECD평균(GDP대비 21.77%)의 과반수 수준임 

▶  캐나다, 일본 22%, 영국, 미국 26%, 스웨덴, 프랑스 30% 이상 임

연도
총사회복지지출

공공복지(A) 법정민간복지(B) 자발적민간복지(C)
금  액 A+B+C

1990 6,051 3.29 2.82 0.26 0.08

1995 22,542 5.65 3.24 0.31 1.95

2000 45,673 7.48 4.80 0.74 2.03

2005 76,067 8.73 6.46 0.57 1.76

2006 90,052 9.79 7.38 0.58 1.95

2007 99,851 10.12 7.59 0.62 2.04

2008 109,906 10.95 8.34 0.62 1.75

2009
129,666 12.17 9.56 0.82 1.79

(100.0) (78.5) (6.7) (14.7)

연평균증가율 17.5 16.7 16.3 29.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제	비교,	2011

<표 1>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의 추이(1990~2009년) (단위: 경상GDP 대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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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반면 우리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13.6%)은 OECD국가 중 에스토니아

(15.3%), 멕시코(13.3%)와 더불어 가장 높은 국가군을 이루고 있음

·		연평균증가율은	독일	0.9%,	일본	1.1%,	스웨덴	3.7%,	프랑스	4.2%,	영국	5.9%,	미국	6.6%

2. 순사회복지지출의 수준과 추이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부담은 공제하고 조세혜택은 더한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 규모(2009년)는 132조 

8,750억 원으로 GDP대비 14.04%로 추계됨

▶  순사회복지지출이 추계된 지난 14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3.7%로 총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13.3%) 보다 

높음. 이러한 이유는 조세부담보다 조세혜택이 더 높게 기여하였기때문임

·		조세부담(2009년)은	요소GDP	대비	0.69%,	조세혜택	1.03%

(참고)	조세부담은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와	사회보험료를,	조세혜택은	민간급여를	촉진

할	목적의	장애인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용의료용품관세감면,	비영리법인의	재산세	등	감면,	근로소득

공제	등임

[그림 1] 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년) (단위: 경상GDP 대비 %)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제	비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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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차이크기는 국가의 조세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조세부담보다 조세혜택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유일

▶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의 크기가 비교적 유사한 국가(차이가 2%포인트 이하)는 캐나다, 일본, 미국, 호주 등

▶  반면 조세부담이 비교적 높은 국가(차이 5%포인트 이상)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총사회복지지출이 고지출국가(요소GDP 30% 이상)와 비교적 높은 중지출국가(25~30%)가 조세제도를 반영

한 후 순사회복지지출은 약 25% 수준에서 수렴함

[그림 2] OECD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차이 비교(2007년) (단위: 요소GDP 대비%)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에서	재구성

구분 한국 멕시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OECD평균

총지출(A) 11.58(13.70) 8.2 33.9 35.5 31.6 29.9 28.6 24.3 24.8 25.5

순지출(B) 11.87(14.04) 9.0 25.3 27.8 25.8 26.9 27.5 23.4 24.0 22.2

(B-A) 0.29(0.34) 0.8 -8.6 -7.7 -5.8 -3 -1.1 -0.9 -0.8 -3.3

주:	(		)안은	2009년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표 3>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년) (단위: 요소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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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복지지출의 증가요인 

가. 사회보험의 성숙

  연금보험 수급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국민연금 도입(1988년) 이후 노령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급여가 2003년 이후 꾸준

히 증가

·		특히	2008년	이후	완전연금	수령자가	발생하였고	향후	연금지출의	증가가	예상됨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지출 증가

▶  건강보험(1977년) 도입 이후 점진적 수혜범위 확대와 수급자 수 증가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2008년	7월	1일)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예상

나.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맞춤형 복지욕구 증가

▶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산장려금, 아동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의 복지욕구 증가

▶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일자리나누기,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 새로운 욕구 증가

▶  가족해체와 새로운 가족 유형의 등장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욕구 증가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변화

▶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2000년 11.2%에서 2050년 65.6%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OECD, 2011)

다.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절반 가량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2009년 49.2%)

▶  저출산으로 인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

▶  아동보육과 노인 돌봄의 사회화

▶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증가와 동업종의 산업재해 증가

·		2010년	전체	재해자	98,645명	중	넘어짐	재해	21.5%(21,242명),	이	중	서비스업에서	넘어짐	재해	

51.4%(10,914명)가	발생

라. 공동모금의 점진적인 성장, 종교계의 참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증가

   자발적민간부문의 지출이 2005년 1.75%에서 2009년 1.79%로 일정수준이 지속적으로증가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에 따라 후원금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부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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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참여가 적극적임(전체시설의 약 46%를 종교계가 운영)

▶ 1993년부터 시작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에 따라 급격히 확산

4. 사회복지지출의 성과분석

가. 빈곤율 감소 효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부담 전·후 가구의 빈곤개선율 효과는 전체가구로 볼 때13.9%(2009)임

▶  빈곤개선율 효과는 노인가구(20.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동(12.4%), 여성가구주 가구(10.0%) 순으

로 나타남

   OECD국가의 빈곤개선율은 14%에서 404%까지 분포하며, OECD평균이 149%로 우리나라(약 14%)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음

▶  빈곤개선율은 스웨덴이 403.8%로 가장 높고 프랑스 332%, 독일 205%, 일본 80%, 멕시코 14% 순임

구분 전체가구주) 노 인 아 동 여성가구주 가구

시장소득 빈곤율(A) 23.8 58.3 27.2 37.5

가처분소득 빈곤율(B) 20.9 48.3 24.2 34.1

빈곤개선율(A-B)/
B×100

13.9 20.7 12.4 10.0 

주:	원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이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일반가구(1인가구	포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통계연보,	2010에서	재구성

<표 4> 공적이전소득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빈곤개선율(2009년) (단위: 가구, 만 원)

구분 스웨덴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멕시코

시장소득 빈곤율(A) 26.7 30.7 26.3 26.4 33.6 24.5 32.7 26.9 26.3 21.0

가처분소득 빈곤율(B) 5.3 7.1 8.3 10.6 11.0 11.7 12.4 14.9 17.1 18.4

빈곤개선율 
(A-B)/B×100

403.8 332.3 216.9 149.1 205.5 109.4 163.7 80.5 53.8 14.1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표 5> OECD국가의 빈곤율 비교(가처분소득, 중위소득의 50%, mid-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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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부담 전·후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분포 개선율은 2009년 6.2%임. 최근 6년간 개선율의 

추이를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6%대임

▶  개선율이 2003년 3.7%에서 2009년 6.2%로 약하게 증가하는 추세

   OECD국가의 전체인구에 대한 소득분포개선율은 26~87%까지 분포함. 우리나라는 6.2%로 OECD국가들에 

비해 약 1/17에서 1/4의 낮은 수준임

▶  소득분포개선율은 스웨덴이 87%로 가장 높고, 프랑스 71%, 호주 60%, 미국 26% 순임

   노인인구의 소득분포개선율은 우리나라가 17.5%로 OECD국가개선율(63~191%)에 비해 약 1/11에서 1/4의 

낮은 수준임

▶  우리의 복지제도가 노인의 소득분포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아직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장소득 Gini계수(A) 0.333 0.335 0.336 0.349 0.355 0.357 0.358

가처분소득 Gini계수(B) 0.321 0.322 0.322 0.331 0.334 0.335 0.337

소득분포 개선율 
(A-B)/B×100

3.7 4.0 4.3 5.4 6.3 6.6 6.2

주:	원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이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일반가구(1인가구	포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통계연보,	2010에서	재구성

<표 6>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개선율 추이(전체인구, 2003~2009년)

구분 스웨덴 프랑스 영국 OECD평균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시장소득 Gini계수(A) 0.43 0.48 0.46 0.45 0.51 0.44 0.48 0.44 0.48

가처분소득 Gini계수(B) 0.23 0.28 0.34 0.31 0.30 0.32 0.30 0.32 0.38

소득분포 개선율
(A-B)/B×100

86.9 71.4 35.3 45.2 70.0 37.5 60 37.5 26.3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표 7> OECD국가의 소득분포개선율 비교(전체인구, mid-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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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인구의 소득분포개선율은 우리나라가 6.7%로 OECD국가 개선율(16~54%)과 비교할 때 약 1/2에서 1/8

수준으로 분석됨

   근로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소득분포개선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6배(노인인구 개선율 17.5/근로인구 

6.7) 높음에 비해 ‘OECD평균’은 4.5배로 더 높음

5. 정책과제

가. 제도측면

   우리의 복지정책이 당면한 과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제도 개발과 확대,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불

구분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OECD평균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시장소득 Gini계수(A) 0.47 0.64 0.82 0.60 0.67 0.76 0.56 0.77 0.68 0.65

가처분소득 Gini계수(B) 0.40 0.22 0.31 0.27 0.29 0.27 0.27 0.28 0.34 0.40

소득분포 개선율 
(A-B)/B×100

17.5 190.9 164.5 122.2 131.0 181.5 107.4 175.0 100.0 62.5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표 8> OECD국가의 소득분포개선율 비교(65세 이상 인구, mid-2000년)

구분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OECD평균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시장소득 Gini계수(A) 0.32 0.37 0.41 0.41 0.40 0.43 0.41 0.39 0.38 0.43

가처분소득 Gini계수(B) 0.30 0.24 0.28 0.34 0.31 0.30 0.32 0.27 0.31 0.37

소득분포 개선율 
(A-B)/B×100

6.7 54.2 46.4 20.6 29.0 43.3 28.1 44.4 22.6 16.2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표 9> OECD국가의 소득분포개선율 비교(근로인구(18~65세), mid-2000년)

[그림 3] 소득분포개선율 비교: 한국, OECD평균주) (단위: 요소GDP 대비%)

주:	한국	2009년,	OECD평균은	2000년	중반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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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등 감소, 복지지출규모의 확대 등

▶  복지-고용-조세의 조화로운 연계(trampolin)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하

는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성과제고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맞춤형	복지제공으로	빈곤진입

·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조세제도(in-work	tax	credit)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한	탈빈곤	및	자립정책	강화

▶  기업복지의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화로 야기된 복지혜택의 불평등 감소 방안 모색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정복지	격차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법정복지의	격차	해소

▶ 복지지출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

·		국가와	기업,	가족,	사회	등	다양한	복지주체의	상호책임	강화

나. 재원측면

1) 공공부문

   복지제도의 성숙과 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함

▶  우리의 낮은 조세부담률(2009년, 19.7%) 상황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정한 조

세부담·적정급여에 대한 개혁과 함께 다양한 재원의 발굴

·		만성적	적자구조의	공적연금	개혁

·		세수확대를	위한	소비세,	재산세	등의	증세	방안과	사회복지세의	도입

·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민간부문

   자발적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  정치자금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정당 및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하는 반면,

▶  개인 기부금의 특별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6항)는 사회복지후원금 등에 대한 조세혜택(15~50%)

이 상대적으로 낮음

   종교계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자체 재원조달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촉진

▶  종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혜택 확대 

고경환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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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현황과 전망

1. 도입배경 및 현황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배경

▶  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계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2009년 8월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음

·		극단적인	경우	공무원연금에	19년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여	총	28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적연금	연계제도임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내용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

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예로	공무원연금에	10년	가입한	뒤	국민연금에	추가로	10년	가입하면,	즉	양	연금제도의	총	가입기간

이	20년	이상일	경우	양쪽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만큼	해당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공

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의	주요골자임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 현황

▶  2008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적연금	연계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

년	이상’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

구분
신청건수

지급건수
계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합    계 967 781 92 93 1 48

2009년 212 137 34 40 1 10

2010년 755 644 58 53 0 38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1> 연계제도 신청 및 지급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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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할	수	있음

▶  2010년 11월 말 현재 공적연금 연계신청 가능건수가 55,334건인 반면, 연계 신청건수는 1,000건 이하임 

·		연계	신청건수가	가능건수에	비하여	적은	원인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0세	이상

인데	비해,	직역연금은	60세	이전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받고	연계를	포

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향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의	연금	수급연령이	모두	60세	이상이	되면	연계신청이	증가할	것

으로	판단됨

▶  연계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월)은 2010년 11월말 현재 최고 1,130,550원, 최하 16,890원, 

평균 459,759원임

2.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1) 

  연계제도 인지 여부

▶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3%가 ‘알고 있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하

였고, ‘모른다’는 49%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계제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40대와	50대	응답자의	경우	‘연계제도를	알

고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의	비중이	60%	이상	차지함

·		29세	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학생시절	파트타임	근무,	잦은	직장이동경험	등으로	인해	본인이	연계제도	

대상자임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58.5%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1)  보건복지부에서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1주년(2010년 8월 7일)을 맞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 2천 명과 일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
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재정리하였음(자세한 내용은 윤석명 외(2010)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조사」 참고)

구분 알고 있다 들은 적 있다 모른다 관심없다 계

전체 412(29.2) 298(21.1) 690(49.0) 9(0.6) 1,409(100.0)

29세 이하 23.1 17.9 58.5 0.5 571(40.5)

30대 29.2 23.8 46.2 0.8 651(46.2)

40대 49.3 23.2 27.5 0.0 142(10.1)

50대 44.4 17.8 35.6 2.2 45(3.2)

주:	본	문항은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1,409명이	응답하였음

<표 2> 연계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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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신청 안내받은 경험

▶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계신청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퇴직 시 관련 연

금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이 13.9%, 이직 시는 14.5%,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55.5%임

   연계제도 신청여부

▶  연계제도 신청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1,410명의 응답자 중 31명(2.2%)만이 연계제도를 신청한 것으

로 나타났음

·		연계제도의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계법상	60세에	도달해야	연계제

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임

-		향후	잠재신청자가	60세에	도달하여	연계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두	번째	이유로	현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이동자	중	40~50대	대부분이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임

-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이므로	연계제도	신청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했다고 응답한 3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계제도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 

·		전체	응답자	31명	중	77.4%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노후준비	수단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12.9%임

구분 퇴직 시 이직 시 받은 적 없음 기타 계

연계신청 안내받은 경험 234(13.9) 244(14.5) 934(55.5) 270(16.1) 1,682(100)

<표 3>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계신청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신청 미신청 계 기타

연계제도 신청여부 31(2.2) 1,377(97.8) 1,408(100.0) 270(16.1)

<표 4> 연계제도 신청여부 (단위: 명, %)

주:	본	문항은	2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1,408명이	응답하였음

구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음
다른 노후준비  
수단이 없음

계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

기타

연계제도 신청이유 24(77.4) 4(12.9) 3(9.7) 31(100.0)

<표 5> (현재 연계제도 신청자 중) 연계제도를 신청한 이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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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연계제도를 신청할 의향을 알아본 결과, 총 1,378명 중 43.4%

가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다’는 20.7%, ‘잘 모르겠다’는 35.9%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높은	연령일수록	신청할	의향이	높아지며,	잘	모르겠다는	비중	또한	감소하였음

▶  향후 연계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598명을 대상으로 신청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응답자	중	77.6%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

으로	‘금융상품	등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라는	응답이	12.9%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연령이	낮아질수록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짐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598(43.4) 285(20.7) 495(35.9) 1,378(100.0)

29세 이하 42.7 17.9 39.4 564(40.9)

30대 40.8 23.9 35.2 639(46.4)

40대 53.0 17.4 29.5 132(9.6)

50대 60.5 18.6 20.9 43(3.1)

<표 6> (현재 연계제도 미신청자 중) 향후 연계제도 신청할 의사여부 (단위: 명, %)

구분
노후생활에 도움
이 될 것 같음

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호감을 가짐

다른 노후준비  
수단이 없음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

기타 계

전체 464(77.6) 6(1.0) 31(5.2) 77(12.9) 30(3.3) 598(100.0)

29세 이하 70.1 1.7 7.9 15.4 5.0 341(40.3)

30대 81.2 0.0 3.1 13.0 2.7 261(43.6)

40대 84.3 1.4 5.7 7.1 1.4 70(11.7)

50대 92.3 3.8 0.0 3.8 0.0 26(4.3)

<표 7> (현재 연계제도 미신청자 중) 향후 신청하려는 이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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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2%가 ‘연금 간 이동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의무적으로 연계제도를 안내’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TV·신문광고 등 매

체를 통한 홍보’가 28.9%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중이	많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선호하고	있음

▶  이 외에 ‘노후준비 차원에서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고, 기타의견으로는 ‘

제도 불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방안 필요’, ‘정보를 대상자에게 확실히 전달할 것’ 등이 있음

▶  향후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퇴직 또는 이

직할 때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의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1%가 ‘그때 가서 결정 하겠

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연계제도 신청’(19.4%), ‘연금 수령’(16.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연계제도를	신청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

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때	가서	결정	하겠다’는	응답비중이	증가함

구분
매체 통한  

홍보

이동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안내

인터넷광고,  
홈페이지 등  
통해 홍보

노후준비차원에서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실시
기타 계

전체 407(28.9) 722(51.2) 97(6.9) 144(10.2) 39(2.8) 1,409(100)

29세 이하 32.6 46.1 7.5 11.7 2.1 571(40.5)

30대 27.2 54.7 6.3 8.8 3.1 651(46.2)

40대 25.4 52.8 7.7 9.9 4.2 142(10.1)

50대 17.8 62.2 4.4 13.3 2.2 45(3.2)

<표 8>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단위: 명, %)

주:	본	문항은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1,409명이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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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응답한 119명을 대상으로 연계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전

체 응답자 중 ‘노후준비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계제도를 잘 

몰라서’(20.2%), ‘노후대책이 충분해서’(18.5%), ‘당장 써야할 곳이 많아서’(16.0%)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대책이	충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준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기타	의견으로는	대체로	‘연계제도나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와	‘미래의	불확실성’	등이	있었음

▶  현행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응답

자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	외에도	개별적으로	연계제도를	안내해	줄	것,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성	제고,	연금	간	

이동을	했을	경우	복잡한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계해	줄	것	등의	의견이	있었음

구분
노후대책이  
충분해서

연계제도를  
잘 몰라서

당장 써야할  
곳이 많아서

노후준비에 별 도
움 안 될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22(18.5) 24(20.2) 19(16.0) 45(37.8) 9(7.6) 119(100.0)

29세 이하 14.6 27.1 8.3 47.9 2.1 48(40.3)

30대 16.1 16.1 23.2 33.9 10.7 56(47.1)

40대 30.0 20.0 20.0 20.0 10.0 10(8.4)

50대 60.0 0.0 0.0 20.0 20.0 5(4.2)

<표 10> (직역연금 수령(예정)자 중) 향후 신청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연금을 수령 연계제도 신청 그 때가서 결정 관심 없다 계

전체 119(16.4) 141(19.4) 436(60.1) 29(4.0) 725(100.0)

29세 이하 15.2 18.1 63.8 2.9 315(43.4)

30대 17.7 17.7 59.9 4.7 317(43.7)

40대 13.9 29.2 50.0 6.9 72(9.9)

50대 23.8 33.3 42.9 0.0 21(2.9)

<표 9> 향후 직역연금수급권 확보시 퇴직 또는 이직할 때 국민연금 추가가입 의향여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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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인 시사점 및 제도발전방향

   연계제도 인식관련

▶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들이 노후준비의 시급성 및 공적연금제도를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수단

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금제도	간	이동자의	대다수(86.6%)가	노후준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응답비율(38.2%)도	높아,	노후준비가	시급하며	노후준비과정에

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향후	연계연금을	신청하려는	이유로	연계제도가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

답(77.6%)에서	알	수	있듯이	연계제도를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

계제도가	큰	무리없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계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중이 높은 반면에, 공적연금제도 간 이동자의 49.0%가 연계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자 대상으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연계제도 홍보방향

▶  연계연금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방안으로는 연금관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될 것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금관리기관을	통해	연계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47.7%)이	가장	높았고,	연계

연금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연금제도	간	이동	시	연금기관의	안내(51.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지금보다	더	소요될	지라도	연금관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제도를	홍보하

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통상	한	연금제도로부터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할	때,	즉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경

과한	후에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홍보노력이	필요함

▶  공적연금간 이동자가 이직할 때 1차적으로 기존에 가입했던 제도 관리기관에서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이 이동자가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에 해당 연금관리기관에서 재차 연계제도를 안내하

는 방향으로 홍보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연계제도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노력과	함께,		관련	공문	등을	통

해	대상자들이	쉽게	연계제도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방안 모색 필요

▶  공적연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연계제도 도입효과를 살펴보면 제도도입 초반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억제됨

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재정개선 효과가 있으나, 연계선택으로 인한 연계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

점부터는 연계제도 도입전에 비해 급여지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윤석명 외(2010)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연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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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조사결과와	유사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의	50%가	연계를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연

계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여	2040년대부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70년에는	약	3조	5

천억	원(2010년	불변가)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2)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계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안내 및 홍보노력에 치중하는 한편,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제도가 공적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할 것임

 윤석명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신화연 (사회보험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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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비지출(SOCX)의 장기전망

1. 공공사회복지비지출 구성항목

   OECD SOCX는 5개의 유형별 지출지표(공공사회복지지출, 민간사회 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

출, 순사회복지지출)와 9개의 기능별 지출지표(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

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를 생산하고 있음

▶  SOCX통계 중에서 국가예산상의 복지비지출과 가장 유사한 기준은 일반정부지출과 사회보험급여만을 포

함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임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추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보사연의 공공

사회복지지출비의 추계는

▶  중앙부처의 복지관련 예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요세출예산만을 포함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 지방정부

가 Matching형식으로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지출을 포함하였음

▶  사회보험영역은 4대 사회보험과 3개 직역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포함함

   본 연구에서 장기추계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항목들의 지출액을 합계하면 2009년도 기준 OECD 공공사회복

지지출비의 77%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문 내용

세입세출예산부문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중  
주요 급여 및 서비스 항목

기초생활보장의 4개 급여

장애인 관련 수당 및 연금

보육료지원 및 보육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지방재정 복지지출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재정복지지출비

사회보험부문

4대 사회보험급여 +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3개 공적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표 1> 보사연 사회복지지출장기추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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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고 건강보험급여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보사연의 추계항목은 OECD 공공사회복지비 지출의 100%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임

2.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장기전망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 중 추계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요 급여성 성격의 지출만을 포함

▶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보사연–사회복지지출장기추계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부문별로 살펴

보면 아래 <표 3>과 같음

▶  추계에 포함되는 세출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총세출예산의 85.48%인 17조 6,894억 원으

로 분석됨

·		생계급여,	연금,	수당,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현물급여(32%)와	의료급여,	각종	보육료지원,	장기요양

보험지원,	건강보험지원,	돌봄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	또는	서비스급여(68%)	등이	추계대상에	포함됨

·		또한	이들	항목은	인구구조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장기재정추계에	포함시켜	장기적	추

이를	관찰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음

구분
OECD SOCX  

공공사회지출비(A)
보사연 장기추계대상  

사회지출비(B)
B/A(%)

2005 558,880  447,623 80.09

2006 670,920 513,446 76.52

2007 739,590 586,590 79.31

2008 855,690 675,276 78.90

2009 1,017,800 790,791 77.60

<표 2>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비와 보사연-복지지출비추계 (단위: 억 원)

부문 2011년 세입세출 예산총액(A) 장기추계대상 예산항목(B) 비중(%) B/A

기초생활보장 75,167 72,672 91.09

생계급여 24,460

주거급여 5,987

교육급여 1,299

의료급여 36,724

자활사업 4,202

<표 3> 보사연 사회복지지출 장기추계에 포함되는 세출항목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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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지출추계에 포함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자격급여(서비스)는 아래 <표 4>와 같음

   보건복지부의 주요자격급여(총세입세출예산의 84%)의 장기지출전망은 인구가정1 (통계청 중위가정: TFR 1.28)

을 기준으로 추계되었음

▶  2015년에 주요자격급여의 지출규모는 27조 8,597억 원(2011년 대비 59.5%상승)이 될 것으로 전망됨(

연 평균 14.8%증가)

▶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지출은 7조 7,386억 원으로(2011년 대비 45.2%)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정부는 자체예산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 이외에도 타 부

처의 복지사업에 대해 Matching하고, 또한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도 함

▶  본 연구는 장기추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단순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재정에 의한 

복지지출만을 추계의 대상으로 함

부문 2011년 세입세출 예산총액(A) 장기추계대상 예산항목(B) 비중(%) B/A

아동·장애인 등 10,460 3,902 37.3

장애인연금 2,887

장애수당 1,015

보육 및 저출산 25,107 24,194 96.36

영유아보육료 지원 19,346

보육돌봄 서비스 3,950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 지원 898

노인 37,145 33,858 91.15

기초노령연금 28,253

노인돌봄서비스 1,00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4,603

건강보험 46,471 40,797 99.99

건강보험지원 40,797

기타예산항목 12,571

합계 206,921 175,423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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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분야 최종예산은 29조 1,600억 원1)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지출예산

은 5조 6,183억 원으로 약 19%를 차지함

   보건복지부 소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규모는 <표 5>와 같이 추계됨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는 116조 9,070천억 원(GDP대비 7.35%)으로 전망됨

▶ 2025년에 10.03%로 절대액 규모로는 2011년 대비 4.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금 및 서비스급여부문 2008년 2009년 201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35,609 699,211 637,376

주거급여 167,349 185,346 158,960

교육급여 30,064 37,384 31,334

의료급여 1,203,004 1,107,030 1,102,484

아동·장애인 등
장애인연금 - - 73,275

장애수당 171,481 150,868 98,238

보육 및 저출산

영유아보육료지원 874,865 1,387,072 1,712,876

보육돌봄서비스 358,984 413,199 417,348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6,412 71,100

노인

기초노령연금 618,630 944,746 990,840

노인돌봄서비스 12,585 21,922 35,483

노인장기요양 257,812 635,156 707,063

합계 4,330,386 5,618,350 6,036,379

<표 4> 지방정부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세출예산 (단위: 백만 원)

1) 『 복지재정운영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

연도
국고+지방비 
+사회보험(A)

사회보험  
국비지원(B)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SOCX)(C)
GDP(D) GDP대비비중 C/D

2011 71,290 4,467 66,823 1,172,803 5.70%

2015 124,725 7,818 116,907 1,590,977 7.35%

2020 200,318 1,760 187,558 2,179,777 8.60%

2025 294,889 18,371 276,519 2,755,615 10.03%

2030 411,742 24,999 386,743 3,483,573 11.10%

2035 537,942 31,205 506,737 4,177,521 12.13%

<표 5> 보건복지부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장기전망 (단위: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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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3대 사회보험의 급여비지출규모를 추계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음

▶  2015년 국민연금급여지출액은 14조 8,290억 원, 노인장기요양 4조 810억 원, 그리고 건강보험급여지

출액이 82조 1,550억 원으로 전망됨

▶  2015년 3대 사회보험급여비지출규모는 GDP대비 5.16%를 차지하나, 2030년에는 9.05%, 2045년에는 

10.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
국고+지방비 
+사회보험(A)

사회보험  
국비지원(B)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SOCX)(C)
GDP(D) GDP대비비중 C/D

2040 700,141 38,209 661,932 5,009,708 13.21%

2045 871,784 44,868 826,916 5,864,229 14.10%

2050 1,062,177 51,757 1,010,420 6,864,508 14.72%

자료:	2011년도	사회보험급여는	2010년도	실적이	사용되었음

연도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합계(A)

GDP(B)
GDP대비 
비중 A/B

2010 7,870 2,571 33,683 44,124 1,172,803 3.76

2015 14,829 4,081 63,245 82,155 1,590,977 5.16

2020 26,888 6,551 103,336 136,775 2,179,777 6.27

2025 46,793 10,741 147,333 204,867 2,755,615 7.43

2030 73,255 16,275 198,646 288,176 3,483,573 8.27

2035 110,116 21,869 246,236 378,221 4,177,521 9.05

2040 169,042 27,866 300,296 497,204 5,009,708 9.92

2045 239,040 33,899 351,326 624,265 5,864,229 10.64

2050 321,820 39,579 404,741 766,140 6,864,508 11.16

<표 6> 보건복지부소관 사회보험급여지출비 장기전망 (단위: 10억 원, %)

자료:	2011년도	사회보험급여는	2010년도	실적이	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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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SOCX)의 장기전망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SOCX)의 장기전망결과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비지출비는 86조 4,820억 원이며 GDP대비 7.37%로 계산됨

▶  2020년에는 236조 7,980억 원으로 GDP대비 10.86%로 증가하다가 2030년에는 GDP대비 13.63%, 

2050년에는 GDP대비 17.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 

지출비(A)

고용보험+ 
산재보험급여(B)

공적지역 
연금급여(C)

공공사회복지 
지출 

D=A+B+C
GDP(E)

GDP대비 
비중 
D/E

2011 66,823 7,579 12,080 86,482 1,172,803 7.37%

2015 116,907 17,018 18,579 152,504 1,590,977 9.59%

2020 187,558 19,824 29,416 236,798 2,179,777 10.86%

2025 276,519 21,991 44,103 342,613 2,755,615 12.43%

2030 386,743 24,109 63,921 474,773 3,483,573 13.63%

2035 506,737 25,950 86,129 618,816 4,177,521 14.81%

2040 661,932 27,835 111,001 800,768 5,009,708 15.98%

2045 826,916 30,318 134,725 991,959 5,864,229 16.92%

2050 1,010,420 33,134 160,161 1,203,715 6,864,508 17.54

<표 7>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비 장기전망 (단위: 10억 원)

자료:	2011년도	사회보험급여는	2010년도	실적이	사용되었음

[그림 1] 보건복지부 소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비(SOCX)규모의 장기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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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구성비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가 2011년 77.27%로 가장 높고, 2050년에 

83.94%로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출산력 1.28을 적용하는 경우 급여비지출의 증가 속도가 다른 지출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어 비중도 2011년 8.76%에서 2050년에는 2.7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연평균성장률은 2011~2015년 연평균증가율은 고용보험+산재보험급여비

가 가장 높으나, 2025~2030년 기간에는 공적직역연금급여지출의 증가율이 6.2%로 가장 높고 2045~2050

년 기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증가율이 3.63%로 가장 높음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
사회복지지출비(A)

고용보험+ 
산재보험급여(B)

공적직역연금급여(C) A+B+C

2011 77.27 8.76 13.97 100

2015 76.66 11.16 12.18 100

2020 79.21 8.37 12.42 100

2025 80.71 6.42 12.87 100

2030 81.46 5.08 13.46 100

2035 81.89 4.19 13.92 100

2040 82.66 3.48 13.86 100

2045 83.36 3.06 13.58 100

2050 83.94 2.75 13.31 100

<표 8>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구성비 (단위: %)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

사회복지지출비A)
고용보험+ 

산재보험급여
공적직역연금급여(C) 공적직역연금급여

2011~2015 8.57 11.09 7.00 100

2016~2020 7.53 2.83 7.37 100

2021~2025 6.43 1.97 6.66 100

2026~2030 5.70 1.76 6.20 100

2031~2035 4.74 1.42 5.16 100

2036~2040 4.69 1.35 4.48 100

2041~2045 3.99 1.64 3.52 100

2046~2050 3.63 1.70 3.18 100

2050 83.94 2.75 13.31 100

<표 8>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구성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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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성숙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의 급증

이 예상됨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급여의 GDP대비비중은 2010년 3.76%에서 2015년 5.15%, 2020년 6.27%, 

2030년 8.27% 등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 예산총액과 지방비부담총액을 합친금액은 42조 5,693억 원이나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은 동년도 63조 2,450억 원으로 지출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증가속도는 국민연금이 2030년에 2011년 대비 9.3배, 노인장기요양이 6.3배, 그리고 건강보험급여비가 

5.9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미 절대액이 커, 2030년 급여비는 198조 6,460억 원, 2050년에는 

404조 7,410억 원으로 사회보험중 가장 지출규모가 큼

▶  2010년 노인인구는 560만 명에서 2020년 847만 명(1.51배 증가), 2030년 1,302만 명(2.3배 증가), 

2050년 1,754만 명(3.12배 증가)으로 급증하여 자격성급여 및 서비스지출의 급증 원인이 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급여 및 서비스로 인구고령화의 효과가 보

건복지부세출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전반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

원종욱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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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

1. 쟁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 순응 여부  

   본인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제3자 지불방식의 경우 의료이용 단계에서 추가부담(비급여 등)보다 얻게 

되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의료급여제도에서 수급자는 구조적으로 필요 이상의 소비(이용)를 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과소비 또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 설계 필요

▶  반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제도화하면 경제적 취약계층인 수급자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

거나 작게 이용하여 병을 키울 개연성이 있음

▶  따라서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합의 필요(동일한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조건과 재산의 소득환산제

에 대한 고민 필요)

나. 의료보장체계내에서 의료급여(건강보험과의 관계)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제도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통합을 전제한다면 자격, 급여 측면에서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에 준1)하는 형태로 유지 발전시켜야 하

나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는다면 급여내역 등에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시점에서 통합의 걸림돌

·		보장율의	차이:	건강보험(약	64%),	의료급여	1종(약	92%),	의료급여	2종(약	86%)	

·		현지자체의	예산	분담:	서울(50%),	광역(14%),	기초(6%)	자치단체의	예산은	통합후에	건강보험에	지

원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필요(전체적으로	의료급여	예산의	약	23%)

1) 급여범위, 수가 수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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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형평성: 

▶  능력에 맞게 부담하고 급여는 동일하게 한다는 사회보험(건강보험)의 원리와 최저생계 보장을 권리로써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의료급여제도간 정합성 문제

·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정의를	의료지출액(보험료+의료비)이	소득의	10%를	넘는	계층으로	하면	수급자

(의료급여)의	48.6%와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의	67.2%가	의료비	과부담(의료비가	소득의	10%	이상	

초과)	상태에	있음

▶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동일한 재원으로 최대의 인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은?

·		미국	Medicaid의	경우	수급자에게는	Generic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Original	처방을	원할	경우	차액

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Medicaid	수가는	Medicare	및	민간보험	수가에	비해	낮음	

2. 문제점 

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재정 현황: 2001년 이후 지난 9년간 의료급여의 년평균 급여비 증가율이 약 11.4%(건강보험의 경우 약 

10.98%)에 이르고 있음(2001년 1.8조 원에서 2010년에 4.87조 원으로 증가)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비고

자격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전 
국민

행불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자격 
누락자가 전국에 약 3만 명으로 
추정

급여범위 99% 동일

재원조달
중앙정부 일반회계(77%), 지방
자치단체(23%)

보험료(83.3%), 국고지원
(16.6%-건강증진기금 포함)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정신질환 및  
혈액 투석에 정액제)

행위별 수가제(7개 질환군에 대해 
DRG)

본인부담
외래(정액 천 원), 입원(없음-1종, 
10%-2종)

외래(약 30%), 입원(약 20%)

전달체계
3단계(1차-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2단계(1차-의원, 병원, 종합병원, 
2차-지정기관)

보장기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보장률 92%(1종), 86%(2종) 64%
의료급여는 2008년, 건강보험은 
2009년 기준

<표 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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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는 약 6.7조 원, 2020년에는 약 1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OECD 추정방식에 의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추정)

   일반회계 증가율은 약 5〜6%인 반면 의료급여 재정 증가율은 10%를 초과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재정을 충당

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드리우고 있음

▶  특히 의료급여 재정 증가는 다른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방

안이 시급함

나. 재정 증가의 원인  

   제도적 한계: 부담대비 얻게 되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사

회적 입원 등 도덕적 해이)

▶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시민단체 등은 경제적 취

약계층인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적극 반대

   기타 원인

▶  진료비 지불제도: 비용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 때문에 필요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음

▶  과도한 약제비: 약가 수준, 고가약 처방 비중, 처방전 당 약의 개수 등이 원인으로 파악됨

▶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 부합: 지방의 빈 병상, 물리치료 시설 등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급여비 1,841 1,982 2,165 2,565 3,176 3,853 4,132 4,357 4,645 4,865

<표 2> 의료급여 급여비 변화 (단위: 십억 원)

연도 예상GDP 재정소요액 GDP 대비 비율

2015 1,368,023 6,683 0.49%

2020 1,682,088 10,884 0.65%

2025 1,940,554 14,841 0.76%

2030 2,238,734 19,650 0.88%

2035 2,418,890 23,710 0.98%

2040 2,613,542 27,680 1.06%

2045 2,737,353 30,239 1.10%

2050 2,867,030 31,892 1.11%

<표 3> 의료급여지출 전망 2015~2050년(base year=2009년)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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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제도에 종속: 생계급여수급권과 연계되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변화에 의해 생계급여수급권자가 

증가하면 의료급여수급자도 자동으로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의료급여 또한 보장성이 

확대되어 재정관리의 독립성 부족

▶  지자체가 법적인 보장기관이나 실질적 관리능력 부재: 기초자치단체가 법적인 보장기관이나 수급자 선

정 외에 의료이용 행태 관련 관리 능력부재

·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은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업

무를	하는	데	한계

다. 의료사각지대 (수급기준, 급여 범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지불능력의 한계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상태를 의미함

▶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자격과 급여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자격 측면의 사각지대

▶  보험료 체납가구(6개월 이상: 약 160만 가구):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급여가 정지되어 의료 사각지

대에 놓이게 됨 

▶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 말소자, 행방불명자 또한 자격이 불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급여(보장성) 측면의 사각지대

▶  2009년 기준 보장률이 약 64%(OECD 평균 약 81%)에 머물러 고액이 소요되는 중증질환에 이환될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의료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

각지대에 놓이게 됨

[그림 1] 의료보장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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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의 엄격함으로 의료급여수급

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미흡함에 따라 의료이용에 한계를 경

험하고 있음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의료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비율이 약 

3~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경우 약 8~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허순임 외 

2007, 신현웅 외 2008, 신영전 외 2009 등)

▶  이러한 조사가 전국민을 대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성인의 약 108만 명~360만 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상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수급 빈곤층(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나 부양의무자 조건 또는 소득인

정액 개념 때문에 수급자로 편성되지 못한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의료 박탈 상태에 있음

▶  수급 빈곤층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수준이 건강보험적용자인 비수급 빈곤층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어 박탈비율이 비수급 빈곤층에 비해 적음

▶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정의를 의료지출액(보험료+의료비)이 소득의 10%를 넘는 계층으로 하면 수급자의 

48.6%와 차상위 계층의 67.2%가 의료비 과부담(의료비가 소득의 10% 이상 초과) 상태에 있음

   사각지대 관련 제도별 문제점

▶  건강보험(1차 의료안전망): 비급여의 과도함으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가 약 전 국민의 15.9%에 이르고 있고 약 160만 가구가 보

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상태에 있음

▶  의료급여(2차 의료안전망):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함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계층도 상당수에 이름

▶  긴급 의료지원제도(3차 의료안전망): 예산 때문에 지원금액 및 대상에 한계가 있어 마지막 안전망으로써 

역할 미흡

▶  기타 의료지원제도: 10개의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하여 대상자간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개별사업별 관리운영으로 사업운영의 비효율이 내재되어 있음

·		기존의	의료안전망이	불비하여	개별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의료안전망이	제	역할을	

찾아가는	즈음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의료안전망	내

에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라. 본인부담율의 왜곡  

   입원에 비해 외래가 외래에 비해 약국에 대한 보장률이 높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따라서 본인부담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OECD 국가의 평균 본인부담율은 약 19%임(입원>외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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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리운영체계  

   법적인 보장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고 심사는 심사평가원, 자격관리 및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

고 있음

▶ 지자체는 수급자 선정업무만 담당할 뿐 급여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다이용 수급자 대상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하기에는 관리사 1인당 수급자가 너무 많고 더욱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빈발

▶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위탁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해 관심 부족

3.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가. 재정 관리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급여제도는 일반회계로 재정이 충당되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증가율이 일반회계 증가율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대안 1)

  의료급여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 및 요양기관 종별 네트워크 구축 

▶  현재 보훈 대상자 전문 병원처럼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요양기관을 희망에 의해 선별하여 계약제 도입

▶  계약된 요양기관을 종별에 따라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미국의 HMO 방식): 수급자는 네트워크내에서 의

뢰 및 회송에 의해 요양기관 이용

▶  네트워크별 수급자 수에 따라 사전지불제 도입(총액)

▶  요양기관은 제공한 서비스의 상대가치 총점 비중에 따라 총액 배분

▶  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 병행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계 입원 외래 약국 계 입원 외래 약국 계 입원 외래 약국

2006 64.3 64.1 59.8 71.5 94.1 90.0 96.1 100 87.0 82.0 86.6 94.1

2007 64.6 66.5 58.7 70.8 93.6 90.4 96.5 98.0 85.8 77.5 87.3 95.2

2008 62.2 61.7 57.8 70.1 91.8 87.6 95.9 98.2 86.2 78.7 85.4 97.0

<표 4> 보장률(건강보험공단)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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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  입원은 DRG 도입,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면 확대하여 주치의제 도입, 정신과 수가는 현행처럼 

정액제 유지

▶  외래는 인두제, 입원의 DRG 수가는 사전에 책정된 재정규모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

▶  외래의 인두제 및 DRG에 약품비까지 포함

▶  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 병행

(대안 3) 

   수급자의 비용의식 고취 및 본인부담 구조조정 

▶   1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제 도입: 입원과 외래(5%), 약국(10%)에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되 본인부담 상

한을 한 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로 한정

▶  2종의 경우에는 현행 본인부담제를 유지하되 약국 본인부담율은 500원 정액에서 10%로 조정

▶  약국에서 조제는 Generic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Original을 원할 경우 추가분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제 도입 및 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현재 비급여 중 일부(검사 등)를 급여화

나.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의료급여 수급권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사

전에 보장

   건강보험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법정 급여 범위내) 세분화 적용

▶  소득 기준 하위 50% 이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 구간을 세분화하여 

30% 이하의 계층에게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인하

현행 개편(안)

소득 기준 하위 50%: 200만 원

소득 기준 상위 50~80%: 300만 원

소득 기준 상위 80% 이상: 400만 원

소득 기준 하위 30% 이하: 100만 원

소득 기준 하위 30~50%: 200만 원

소득 기준 상위 50~80%: 300만 원

소득 기준 상위 80% 이상: 400만 원

<표 5> 건강보험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법정 급여 범위내)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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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전 국민의 약 5%)에게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약 2,200억 원 정도 소요)

▶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소득자이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의 소득 환산제 등 때문에 의료급여 수

급자가 되지 못한 계층에게 보험료를 면제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소득 기준 하위 20%에게 입원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외래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경감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   지원 대상: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포함)가 일정 기준(예: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초과한 가구

▶   지원 방법: 대불하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예: 3년)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는 가구는 결손 처분

다. 관리운영체계 개편  

(대안 1) 

  광역자치단체별 관리운영 독립 

▶   미국 Medicaid 운영방식 채용: 중앙정부에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범위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마련

▶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수급자 기준 완화 및 급여범위 확대 가능

▶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하되 지역별 노인비율 편차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

▶   급여 사후관리 포함 모든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

(대안 2) 

  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 선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  

▶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 활용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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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지출증가와 효율적 관리방안

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및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8년에 이미 10.3%로 두 자리 숫자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고

령사회에,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인구추계, 2010)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이며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

가 OECD국가의 평균에 근접하고, 2011년 태어난 아이들이 30세가 되는 시점인 2040년경부터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수요, 공급, 제도 측면에서 건강보험 

급여비 변동요인을 분석한 김진수(200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인구증가는 의료비 지출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OECD Health Data를 이용하여 고령화 수준과 보건의료비 지출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1980년에 비

해 낮아지고 있지만 고령화와 보건의료비 지출 규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박종

연, 2002)

▶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질병 가능성, 특히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령화는 노인의료비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임(선

국가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호주 12.5 13.1 14.3 18.3 22.1 24.4 25.7

프랑스 16.1 16.7 16.9 20.4 23.5 25.5 26.1

독일 16.7 18.7 20.3 23.0 27.9 30.9 31.5

일본 17.2 20.0 23.1 29.21 31.8 36.4 39.5

한국 7.4 9.6 11.4 16.4 25.0 33.3 37.6

네덜란드 12.9 13.5 15.0 19.6 23.5 25.1 23.6

스웨덴 17.6 17.5 18.8 21.7 23.4 24.6 24.3

영국 15.6 15.9 16.9 20.2 23.4 25.6 25.8

미국 12.4 12.3 13.2 16.8 20.4 21.1 21.2

OECD 평균 13.7 14.4 15.5 19.0 22.8 25.9 27.6

주:	노인인구비율=총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자료:	Lobour	Force	Statistic	2008,	OECD	Factbook	2008

<표 1>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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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 1999; 장지연, 1995)

▶  노년기에 의료이용 행태는 질병의 특징상 일시적이고 속히 치료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급성기 질병은 줄

어드는 대신 노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과 같은 장기적이고 치료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만성적이기 때문에 빈번한 의료적 진료를 필요로 하므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임(심영, 

1997)

▶  핵가족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보호 대신 장기입원을 초래하여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오세영, 2005; 김미혜·김소희, 2002). 또한 65세 이상 노령층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하는 의료기관 특성으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제기되고 있음(국민

건강보험공단, 1992)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의료비(건강보험 급여비)는 매년 11.2% 이상 증

가하였고, 이중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절대액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불변가격의 변화, 경제성장률

을 고려한 GDP 대비 비중과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3년 이후 7년 평균 0.5%가 증가하였지만, 노인인구는 5.0%로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전체 인구의 의료비는 연평균 11.2% 증가한 것에 비해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은 6.9%p가 높은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2%였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32.2%로 11.0%p가 증가한 것에 비해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은 6.9%p가 높은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연령으로 갈수록 진료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대비 2010년 노인의 연령대별 1

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69세는 92.7%가 증가하였고, 70~74세는 107.9%, 75~79세는 138.7%, 

80~84세는 201.7%, 그리고 85세 이상은 33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건강보험 주요통계, 2010)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적용인구(천 명)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0.5

노인인구(천 명)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0

비율 (%) 7.5 7.9 8.3 8.6 9.2 9.6 9.9 10.2 -

총의료비(억 원) 207,420 225,060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1 11.2

노인의료비(억 원) 44,008 51,364 60,731 73,504 91,189 107,371 124,236 140,583 18.1

비율 (%) 21.2 22.8 24.4 25.9 28.2 30.8 31.7 32.2 -

주:	적용인구	및	노인인구에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만	포함

자료: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2> 노인의료비의 연도별 증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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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를 보면, 조사대상자 중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56%였으며, 의사 진단을 

받은 질병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은 82%였음

·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고혈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관절염,	요통/좌골신경통,	당뇨병,	골다공

증	등	순으로	많았으며,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82%	수준임.	또한,	약	또는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노인은	82%이고,	복용하는	약의	가지	수는	평균	2.4개로	나타남.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노인의료비	지출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2. 노인의료비 지출 특성 

   진료행태별 특성을 보면 입원 환자는 2002년 2.0%에서 2010년 4.3% 수준으로, 외래는 2002년 54.8%에서 

2010년 76.4% 수준으로 약국의 의료이용은 2002년 47.7%에서 2010년 64.9%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

석됨 

▶  2002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형태별 의료 이용율을 보면 2002년 65세 이상 노인 중 65.2%가 입원, 

외래, 약국 형태로 의료이용을 하였지만, 2010년말에는 82.8%로 약 17.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진료형태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내원일수를 보면 2010년의 경우 약 67.8일로 2002년 46.6일보

다 21.2일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4.8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입원은 2002년 3.4일에서 2010년은 

9.1일로 5.7일이 증가하였으며, 외래는 2002년 27.8일에서 2010년 38.5일로 9.7일이 증가함. 약국의 

경우는 2002년 15.4일에서 2010년 4.8일이 증가한 20.2일로 분석됨

구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2002년 65.2% 2.0% 54.8% 47.7%

2003년 70.8% 2.4% 61.3% 52.9%

2004년 72.3% 2.6% 64.0% 56.3%

2005년 74.1% 2.7% 66.1% 58.9%

2006년 76.0% 2.3% 58.4% 61.5%

2007년 77.5% 3.4% 71.0% 63.2%

2008년 79.4% 3.8% 72.9% 64.7%

2009년 81.4% 4.0% 75.0% 66.7%

2010년 82.8% 4.3% 76.4% 67.9%

평균 증가율 3.1 11.2 4.6 4.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DW),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표 3> 진료형태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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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내원일수와 전체 인구 1인당 내원일수의 차이는 2002년 24.4일에서 매년 증가

하여 2010년은 38.5일로 분석되었으며 진료형태별로 볼 때 2010년 입원은 6.9일, 외래는 31.3일, 약국

은 10.3일 노인의 내원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인구와 전체 인구와의 1인당 급여비 차이를 보면 2002년 2.9배에서 2010년 3.2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전체 급여비의 증가만큼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급여비도 증가하였으며, 2010년 기준 65

세 이상의 1인당 급여비는 2,145천 원으로, 전체인구의 1인당 급여비는 664천 원으로 나타남

구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2002년 46.6 3.4 27.8 15.4

2003년 52.2 4.2 31.2 16.8

2004년 54.2 4.4 32.4 17.4

2005년 56.8 4.8 33.7 18.3

2006년 59.7 5.5 35 19.2

2007년 62 6.9 35.7 19.5

2008년 64.5 7.9 36.8 19.7

2009년 66.2 8.2 38 19.9

2010년 67.8 9.1 38.5 20.2

평균 증가율 4.8 13.3 4.2 3.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DW),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표 4> 진료형태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내원일수 (단위: 일)

구분 65세 이상(천 원) 전체(천 원) 차이(배)

2002년 827 288 2.9

2003년 983 313 3.1

2004년 1,089 342 3.2

2005년 1,225 380 3.2

2006년 1,445 442 3.3

2007년 1,661 501 3.3

2008년 1,795 532 3.4

2009년 1,925 595 3.2

2010년 2,145 664 3.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DW),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표 5> 연도별 1인당 급여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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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 종합병원, 보건기관 순으로 나타

남. 2002년에 비해 노인요양병원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병원도 2배 이상 증가함

▶  특히 65세 1인당 요양기관종별 입·내원일수를 보면 의원은 23.7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고, 한방의원이 5.5일, 노인요양병원 4.4일, 일반 종합병원이 4.2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노인요양

병원은 2002년에 비해 2010년는 22배가 증가함

구분 전문종합 일반종합 일반병원 노인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보건기관

2002년 5.0 6.3 3.7 0.1 39.0 0.1 3.3 0.4 6.2 8.8

2003년 5.9 7.9 4.5 0.2 44.7 0.1 3.7 0.4 7.0 8.9

2004년 6.1 8.4 5.0 0.3 47.3 0.1 3.9 0.4 7.5 9.4

2005년 6.3 9.0 5.2 0.5 49.6 0.1 4.1 0.4 7.9 9.1

2006년 6.6 9.4 5.6 0.8 52.7 0.1 4.3 0.4 8.5 9.6

2007년 6.9 9.9 6.1 1.2 54.4 0.2 4.7 0.4 8.9 9.7

2008년 7.0 10.6 6.5 1.6 55.7 0.2 4.8 0.3 9.5 9.5

2009년 7.9 11.0 7.2 1.9 57.3 0.2 5.1 0.3 10.5 9.9

2010년 8.4 11.5 7.7 2.0 58.5 0.2 5.3 0.3 10.8 9.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DW),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표 6>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기관 종별 이용현황(이용률) (단위: %)

구분 전문종합 일반종합 일반병원 노인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보건기관 보건기관

2002년 1.8 2.6 1.7 0.2 17.9 1 0.4 3.2 2.4 8.8

2003년 2.2 3.2 2.0 0.3 20.1 1.1 0.4 3.7 2.5 8.9

2004년 2.2 3.3 2.2 0.5 20.7 1.2 0.3 3.9 2.6 9.4

2005년 2.2 3.4 2.3 0.2 1.6 1.2 0.3 4.1 2.5 9.1

2006년 2.2 3.5 2.5 1.3 22.5 1.2 0.3 4.4 2.5 9.6

2007년 2.3 3.7 2.7 2.4 22.9 1.3 0.3 4.6 2.3 9.7

2008년 2.3 4 3 3.3 23.4 1.3 0.2 4.9 2.3 9.5

2009년 2.5 3.9 3.1 3.9 23.6 1.3 0.2 5.4 2.3 9.9

2010년 2.7 4.2 3.3 4.4 23.7 1.3 0.2 5.5 2.2 9.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DW),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표 7>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중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내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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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는 연간 급여비 증가에서도 나타나고있는데 노인요양병원의 급여비는 2002년 15

백만 원에서 2010년 1,096백만 원으로 연평균 7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다음으로 치과 병원과 일반병원

도 20% 이상 높이 증가하였고, 전문종합병원과 일반종합병원도 각각 18.8%, 1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상병별 특성과 관련하여 2002년 이후 2009년까지의 노인성질환자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 국민 중 노인성 질

환자는 2002년 499천 명에서 2010년 1,027천 명으로 20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4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150.4%가 증가한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는 255.4%가 증가함

▶  고연령이 될 수록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자가 증가하

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치매의 경우 2002년에 비해 2010년의 진료실인원은 497.7%가 증가하였

고, 총진료비는 1,23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전문종합 일반종합 일반병원 노인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보건기관

2002년 446 439 178 15 731 1 45 18 121 48

2003년 550 575 230 32 802 1 50 20 142 54

2004년 630 657 280 52 900 1 57 21 163 63

2005년 730 768 330 101 1,042 2 63 22 187 67

2006년 923 968 417 206 1,209 2 70 23 219 74

2007년 1,137 1,203 539 435 1,380 3 79 28 244 79

2008년 1,265 1,352 627 625 1,530 3 87 25 277 83

2009년 1,447 1,41 72 817 1,668 4 96 22 331 92

2010년 1,760 1,704 834 1,096 1,820 4 108 231 360 95

연평균 증가율 18.8 18.7 21.5 73.6 12.1 24.5 11.4 4.1 14.6 9.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DW),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표 8>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단위: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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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인구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급여비 인구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급여비 인구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급여비

2002 48,080 499 58,130 44,665 44,265 236 26,427 20,072 3,815 263 31,703 24,594 

2003 48,557 560 69,265 53,346 44,624 254 29,772 22,642 3,933 306 39,494 30,704 

2004 48,901 621 82,812 64,672 44,738 268 34,154 26,354 4,163 353 48,658 38,318 

2005 49,154  683 107,926 84,798 44,782 282 42,065 32,755 4,372 401 65,860 52,043 

2006 49,238 759 134,291 107,043 44,696 303 48,198 38,416 4,543 456 86,092 68,627 

2007 49,672  847 170,043 134,351 44,799 315 54,306 43,053 4,873 532 115,737 91,298 

2008 50,001 952 219,827 170,272 44,915 345 66,633 52,440 5,086 607 153,194 117,832 

2009 50,291 1,027 243,869 190,297 45,006 355 71,507 56,769 5,285 672 172,361 133,527

2002년 기준 
증가% 104.6 205.7 419.5 426.1 101.7 150.4 270.6 282.8 138.5 255.4 543.7 542.9

주		1)	주상병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을	진료	받은	건(한방	진료건	제외)	
2)	인구=건강보험적용인구+의료급여	인구	
3)	진료실인원:	한방,	약국진료	제외	
4)	진료이용량:	한방	제외,	약국진료	포함	
5)	2002년	기준	증가	%:	2002년	대비	2009년	증가량

자료:	박일수	외,	2010	건강보험	통계분석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9> 연도별 노인성 질환자 의료이용 현황 (단위: 천 명,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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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간진료비 이용측면에서 특성을 분석해보면 연간진료비 300만 원 이상을 이용한 환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

할 수록 고액환자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1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60~64세 인구 중 1,134명이 고액 이용 환자 였으며, 65~69세는 1,724명, 70

대는 2,433명, 80세 이상은 2,590명으로 나타남

▶  연간진료비 300만 원 이상을 이용한 환자 중 다발생 질병을 보면 노년 백내장,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협

십증. 당뇨병 순으로 많은 환자수가 나타났으며 이들은 1인당 진료기간도 100일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치매
(F00~F03, 

G30) 

2002 165 6,693 264 9,471 928 83,963 2,618 313,887 4,184 504,838 39,589 4,688,759

2009 55 6,439 269 44,039 1,674 340,829 7,676 1,864,079 9,863 2,080,934 197,026 57,769,765

% 33.3 96.2 101.9 465.0 180.4 405.9 293.2 593.9 235.7 412.2 497.7 1,232.1 

뇌혈관 
질환

(I60~I69)

2002 8,104 783,772 13,638 1,443,660 45,586 5,438,033 82,904 9,213,367 69,720 7,646,681 218,975 25,269,648

2009 9,712 1,728,042 16,585 3,381,307 63,291 13,856,291 146,106 28,068,669 101,836 16,817,009 474,43 101,288,970

% 119.8 220.5 121.6 234.2 138.8 254.8 176.2 304.7 146.1 219.9 216.7 400.8 

파킨슨
병

(G20~G22)

2002 592 13,750 687 24,110 1,742 134,333 3,837 353,174 4,877 440,760 20,500 1,732,179

2009 261 15,882 531 66,490 2,263 400,270 7,225 1,404,658 7,110 1,363,156 60,437 13,203,832

% 44.1 115.5 77.3 275.8 129.9  298.0 188.3 397.7 145.8 309.3 294.8 762.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002 33 1,074 21 1,553 78 2,852 130 5,280 107 5,566 255 12,228

2009 47 8,272 43 4,324 104 10,338 240 34,271 169 11,875 777 98,843

% 142.4 770.2 204.8 278.4 133.3 362.5 184.6 649.1 157.9 213.3 304.7 808.3

주		1)	인구=건강보험적용인구+의료급여	인구	
2)	진료실인원:	한방,	약국진료	제외	
3)	진료이용량:	한방	제외,	약국진료	포함	
4)	%:	2002년	대비	2009년	증가량

자료:	박일수	외,	2010	건강보험	통계분석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10> 연도별 노인성 질환별 의료이용량 (단위:명,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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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언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노인의료비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

며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노인의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의료이용에 있어 외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진료행태별 외래 의료이용 76.4%, 2010년 기준 1인당 내원일수 38.5일) 

▶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입원이 외래에 비해 이용측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201년 기준 1인당 입원일수 13.3일, 연평균 증가율 11.2%)

▶  또한 노인요양병원 의료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0년 기준 내원일수 4.4일), 

상병별 특성 분석에서는 치매환자관련 의료이용이나 급여비가 다른 상병에 비해 의료이용 증가율이나 급

여비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임

   노인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정책제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의료이용행태변화 측

면, 제도적 측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관리방안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첫번째로 노인의 진료행태별 의료이용현황을 보면 외래가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물론 의료이용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외

래이고 노인 연령층임을 감안하면 일정부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래본인부담을	의원급에서	총	진료비	1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부과

구분 고액진료환자수 1만 명당 발생환자

계 2,222,809 100.0 457

9세 이하 54,876 2.5 114

10대 33,922 1.5 52

20대 64,970 2.9 92

30대 126,201 5.7 150

40대 243,584 11.0 285

50대 406,698 18.3 639

60~64세 234,741 10.6 1,134

65~69세 312,441 14.1 1,724

70대 548,536 24.7 2,433

80세 이상 196,840 8.9 2,590

자료:	박일수	외,	2010	건강보험	통계분석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11> 300만 원 이상 고액환자의 연령대별 고액환자수(2009년 기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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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고	있는데	15,000원을	상향조정하거나	1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을	정율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과다의료이용을 관리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

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등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현재 실

시되고 일부 DRG 시범사업을 노인성질환중심의 DRG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외국에서는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와 관련해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설정 문제가 주요쟁점으

로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입원이용과 관련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지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간병제도를 선택형 보충형 

보험으로 제도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노인의료비중 입원비중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아직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

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결과일수도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의 기능 재정립과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김진수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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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 개요 

   연금 

▶  공무원 연금 제도 (Public Service Pension Scheme)는 1951년 정부 연금 조례 (1980년 연금법으로 개

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함. 상임직 공무원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인정된 봉직의 완료를 확

인했다는 단서 하에 비기여식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는 연방, 주, 지방 공직에 있는 공무원

들과 국영기업의 고용인(employee), 판사, 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 급여를 담당함. 그러나 해당 시책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공무원들은 제외됨 

·		이	제도	하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정	퇴직	연금은	최종	월급의	50%이며	연방	공무원을	위한	연금은	

연방정부	총	세입에서	지급됨.	공기업,	법정	공공	사업기관,	지방	정부는	해당	기관의	고용인에	대하여	

해당	고용인	월급의	17.5%를	기여하며	고용인	자신들은	기여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의 고용준비기금(EPF; Employment Provident Fund)은 1969년 고용인 사회보장법에 따

라 사회보장기구(SOCSO)를 통해 고용, 상해, 질병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는 두 개의 별도의 제도로 구성

되어 있음. 고용 상해 제도는 1972년 시행되었으며 질병 연금 제도는 1974년에 도입되었음.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이 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나 이 법은 월 당 2000링

깃 이하를 버는 고용인들에게만 적용됨 

·		일단	고용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은	수입과	관계없이	유효하고,	여기서	면제되는	주요	

집단은	가사	도우미,	임시	노동자,	군대	및	경찰	직원들임.	고용상해	제도를	위한	기여비율은	대략	임

금의	1.25%이며	전액	고용주가	부담함.	질병연금제도를	위한	기여비율은	임금의	1.0%이며	고용주와	

고용인이	균등하게	부담함

▶  현재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노년층들은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노동자 혹은 농부 등의 급여가 낮은 일

에 종사하였음. 여성 노년층 중에서 절반은 한 번도 가사외의 일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노년층들

에게 대부분의 수입은 즉 자녀로부터 또는 자카트(빈곤층을 돕도록 회교국에서 강제로 주어지는 회교 과

세제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Bantuan Orang Tua(노년층을 위한 원조)과 같은 공적 부조 지급 등

임. 말레이시아에서는 연금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

의 수입 보장은 비공식적인 경로, 특히 자녀로부터의 주어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근로자 집단에게 다양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정부 고

용인들이 최고의 급여를 받고 비공식적 부문 종사 노동자들은 거의 아무 것도 받지 못함. 말레이시아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EPF, 고용 상해 및 질병 연금 제도, 공직과 군인을 위한 노령연금제도가 있

음. 그 외 연금들로는 교사준비기금 (TPF: Teachers Provident Fund), 말레이시아 자산국의 직원 준

비기금 (Malaysian Estates Staff Provident Fund) 그리고 소수의 법정, 민간 준비 기금들이 있음. 그

러나 그 규모가 다소 작아서 말레이시아의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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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말레이시아는 노년층의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이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재정 시스템의 주

요 문제가 되고 있음.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들은 고용준비기금(EPF)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0%는 

의료 급여를 위해 사용됨. 이 기금은 주로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일부 정부 

고용인들도 참여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구(SOCSO)는 말레이시아의 모든 근로 시민과 그 부양가족을 담당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관

리하며, 민간 의료 보험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음. 말레이시아의 전 

국민을 위한 건강 보험 보급을 위해 진행 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은 의료비용의 상승을 촉발하지 않으

면서 공평성이라는 목표를 만족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빈곤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  아동들은 기존에 갖춰있던 사회보장제도로 대체적으로 보호를 받아 오고 있음. 정부가 공급하는 보편적 

혜택, 즉 몇 가지 필수적 생활용품 지원 뿐 아니라 특히 무상 교육과 의료혜택은 대부분의 아동과 빈곤 

가정들이 안전망의 틈새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 빈곤 가정과 아동들,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보

호의 범위 안에 있지 못한 취약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포괄성에 대

한 우려가 남아있음

▶  아동들의 장애와 발육상의 문제가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 발달 지체, 뇌성마비, 지

능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신질환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각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음. 이러한 증상들은 관련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기 발견과 치료가 더 나은 결과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임. 지역적으로 장애

를 가진 아동들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사회복지부에 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으로 등록된 170,455명은 

과소한 추계임. 아마도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실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국제 연구들로써, 그들에 

따르면 모든 아동의 10% 이상이 발육 문제를 갖고 있으며 발견되는 숫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는 것임. 그러나 말레이시아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음

   노년층을 위한 공적 부조

▶  금전적 수당과 의복, 식량 등 현물 급여뿐 아니라 기능자 훈련과 소기업 창업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제공

되는데, 사회복지부가 집행함. 이 제도는 엄격히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저소득이 자격 규정의 

기본 결정요인이 됨. 그러나 이 급여들은 법적 책임이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척이 있는 청구인들에게

는 제공되지 않음. 연방정부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의 액수에 한계를 설정하는데 급여는 한 가

정의 총 월수입에 근거하며 월정 급여는 일인당 80링깃으로, 최대 한 가족 당 350링깃까지 지급됨. 60

세 이상으로 곤궁하거나, 몸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매월 130링깃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이러한 수당들은 도시 지역의 청구인들에게 편중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시골 거

주민들의 무지 또는 신청서를 대도시 소재 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행정 절차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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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노령 급여 

  장애 급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연금 기금

1980년 법령 및  
지역 당국의  
연금법 및  

2007년 개정된  
퇴직기금법

· 공공부문 고용인은 퇴직 시 연금 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다. 연금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 한 달 후에 지급된다. 퇴직
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연금 급여는 해당 고용인 생존 기
간 동안 매월 지급된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총585명의 
고용주와 130,142 명의 기여금납부자가 등록되어 있다

Kumpulan Wang 
Persaraan 
(KWAP) 

[Retirement Fund 
Incorporated] 

준비기금 
(Provident 

fund)

1951년 (준비기금), 
1969년 개정  
(사회보장),  

1991년 (준비기금) 

· 민간 부문 고용인들이 퇴직 후 필요에 대비하도록 고안된 
의무 저축 제도 

· 기여금은 EPF(고용준비기금) 회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금
액을 뜻한다. 그 금액은 고용인의 월급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현재 기여금은 고용인 임금의 23%이며, 그 중 11% 는 고용인
의 매월 임금에서, 12%는 고용주가 기부한다. 기여금납입자 수
는 총 6백1십1만 명이며, 고용주 수는 481,886 명이다

EPF  
(고용준비기금)

배당금 및  
상여금 포함  
일시불 인출

1973년 국회법

· 주요 목적은 말레이시아 군인 하사관들에게 퇴직급여 및 
기타 급여를 제공하고, 장교들을 위한 저축 제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기금 회원들의 기여금은 월급의 10%이며, 
여기에 정부 출연금이 15% 추가된다. 자원해서 기여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자신들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최초 인출금 수령이 있은 후에도 다시 분담금을 내
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수급자의 숫자는 24,325명이다

말레이시아 군대

노령 인구를  
위한  

재정 보조
-

· 빈곤 노년층이 지역 사회에서 관심, 보호, 지원아래 정상
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개인 당 매월 150 링깃의 수당 지급

·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입원이 없고 도움을 제공할 가정
이나 가족이 없는 자. 총 9만9천 3백9십9명이 본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사회복지부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장애  
근로자들을  

위한  
장려 수당

-

· 장애인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소득 보장을 위함. 
장애인들의 고용 자립을 도와 지역사회에서 생산적 일원이 
되게 하려는 장려책.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수
준 향상

·개인 당 월별 수당으로 300 링깃1) 지급

· 사회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인들. 또한 
가족 소득을 제외한 월소득이 1200 링깃 이하이며, 16세 이
상의 음식, 주거지, 의복을 제공하는 어떤 보호 시설에도 거
주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총 수급자 수는 35,084 명이다  

·이 제도는 소득이 1200링깃 이하인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사회복지부

1) 1 말레이시아 링깃 = 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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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근로 불능  
장애인들을  

위한  
재정 보조

-

·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소득 유지. 특히 일을 할 수 없
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지시
설로서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함

·개인 당 월별 수당 150 링깃 지급

· 사회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령자로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들은 의료담당자의 증명
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부의 재정보조 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자. 정부 또는 NGO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함

·총 수급자 수는 14,799명

사회복지부

자리 보전  
장애인 및  
만성병자를  

돌보는 자들에 
대한  

재정 보조

-

· 장애인 혹은 만성병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재정 
부담을 줄임. 장애인이나 만성병자에 대한 보다 나은 돌봄
을 장려함. 이 대상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지기관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가족간 관
계를 강화시킴

·개인당 월별 수당 300 링깃 지급

· 신청자는 장애인이나 만성병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
원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
아 시민으로, 가족 수입이 월 3,000 링깃 이하인 빈곤 가
정의 구성원이어야 함

·총 수급자 수는 17,297명

사회복지부

사업개시  
장려금

-

·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규모 사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집단에 재정 보조를 제공함. 
재정 보조 수령인들의 독립을 장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 보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함

·일회성 일시불 지원금 지급(2,700 링깃)

· 매월 보조금 수령자(혹은 가족), 현재 사회복지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자, 과거 복지 기관에서 
교육 받았거나 감독 또는 보호 관찰 하에 있던 자

·수급자 수는 총 598명

사회복지부

인공보조장치나 
보조 기구에  

대한  
재정 보조

-

· 의사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공 다리, 팔, 부목, 목발, 휠체
어, 특수 안경, 특수 신발, 기타 지지 기구 및 도구 등을 구
입할 형편이 안 되는 장애인을 도움. 장애인들의 능력 향
상을 도와 자립을 도움

· 사회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의사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인공 보조 장치나 보
조 기구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자들

·총 수급자 수는 1,271명

사회복지부

사망 및 장애  
급여 제도

1973년 의회법

·군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함

· 월별 기여금 제도 하에, 말레이시아 군대 하사관 급 복무 
군인들은 월급의 10%를 군대에 납부하고, 정부는 고용주
로서 15%를 기여한다. 장교들의 경우, 참여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기여금은 매월 최소 25링깃에서 최대 750링
깃이다

·수급자 수는 530명

말레이시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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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급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준비기금 및 

사회보험

1951년 준비기금,  
1969년   

사회 보장,  
1991년 준비기금

·연금 기금으로 장애인을 도움

· 최소 2년의 기여금 납부 실적과 더불어 최초 보험 가입 이
후 총 개월 수의 최소 33.3%가 되는 개월의 기부금을 납
부한 경우에는 감액 연금이 지불된다. 장애 등급은 사회보
장기구가 임명한 의료위원회가 보건부와의 협의 하에 판
정한다. 최저 월별 장애 연금은 250링깃이다

· 보험 가입자가 사회보장기구의 의료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일상생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시 시중을 들어
줄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 지급된다

·수급자 수는 17,297명

Employment 
Provident Fund 

(EPF)

영구  
장애 급여

1951년 준비기금,  
1969년   

사회 보장,  
1991년 준비기금

·연금기금과 사회보험으로 장애인 지원

· 장애가 20% 이하로 판정된 경우 피보험자는 급여를 일시
불로 요구할 수 있다. 장애가 최소 20% 이상일 경우 월별 
급여나 연금을 지급 받으며, 최대 20%의 급여를 일시불로 
수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안전기구에 의해 임명된 
의료위원회는 보건부와의 협의 하에 장애 등급을 판정한
다. 급여는 생활비와 기금의 재정 건전성 상의 변화에 따
라 조정된다

·수급자는 18,943명의 장애인  

재정부, EPF 
(고용준비기금),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기구

(SOCSO)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유족 급여

1951년 준비기금,  
1969년   

사회 보장,  
1991년 준비기금

·연금 기금과 사회보험으로 유가족 지원

· 유가족 급여(준비기금): 고용인과 고용주가 납입한 기여금
에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인출금을 뺀 금액을 일시불
로 지급한다

·추가 급여 (준비기금): 2,500링깃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 유가족 연금(사회보험): 사망자가 장애 연금 수급자이었을 
경우, 100%의 장애 연금이 지급되고, 사망자가 고용된 상태
였을 경우 기여금 납입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 전 24개
월 동안 월평균 소득의 50%에서 60%가 지급된다. 최소 유
가족 월 연금은 250링깃이다

· 유가족 연금: 사망자가 사망 전 40개월 동안 적어도 24개
월동안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 또는 최소 24개월의 기여금 
납입 실적과 더불어 최초 보험 가입 이후 총 개월 수의 최소 
66.7%의 기부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 감액 유가족 연금: 감액 연금은 피보험자가 최소 24개월의 
기여금을 낸 실적과 함께 최초 보험 가입 이후 총 개월 수의 
최소 33%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에 사망 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의 50%가 지급된다

· 장례 급여(사회보험): 최고 1,500링깃이 피보험자의 유가족
이나 친족에게 지급된다

준비기금은  
재정부 및  

고용준비기금,  
사회보험은  

인적자원부 및 
SOCSO  

(사회보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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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병 급여 

  산업 재해 

  실업 급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긴급 연방 원조 
제도

-

·긴급 원조를 요하는 빈곤층을 돕기 위함

·만성병 환자의 원조로 일시불 최대 500링깃 

· 월 수입 1,000 링깃 이하인 빈곤층 가정. 수혜자 숫자는 
1,832명

사회복지부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산업 재해 보험

1929년 사회보장 
및  

1969년 개정  
사회보장

· 월 소득이 최고 3,000링깃 이하인 고용인 의무 가입. 3,000
링깃 이상의 소득이 되더라도 과거에 등록된 고용인의 경우 
계속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자원 가입자의 경우는 한 달에 
3,000 링깃 이상 소득이 되는 고용인 중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 예외: 가사 노동자, 군대의 일원, 공무원, 보호 시설에 있는 
자, 재소자, 사업체 소유주의 배우자, 자영업자 

·최소 기간 요건은 없고, 총 수급자 수는 34,020명

SOCSO 
(사회보장기구)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견습 수당 -

· 사회복지부의 재정 보조금 수령자의 자녀들 특히 학교 중
퇴, 실업 상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기술 훈련이나 
인턴쉽을 받게 한다  

·월별 급여이며 매월 개인 당 200링깃 급여 지급

· 비행 사례로 사회복지부, 그 외 다른 의뢰인이나 부서의 감
독하에 있는 아동들. 수급자 수는 1,342명

사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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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프로그램명 법적체제 개요 담당행정기관

 재정 보조 -

· 사회복지부의 대상집단인 빈곤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시
적으로 경감시키거나 또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한다

· 공적 부조 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마다 상이하다. 

Perlis: 50~150링깃, Kedah: 80~350링깃,  
Palau Pinang: 60~200링깃, Perak: 50~115링깃, 
Selangor: 70~175링깃, Negeri Sembilan: 100~200링깃, 
Melaka: 140~230링깃, Johor: 50~115 링깃,  
Pahang: 50~175링깃, Terengganu: 200~450링깃, 
Kelantan:50~RM링깃, Sabah: 70~175링깃,  
Sarawak: 60~250 링깃

·수급자 수는 23,679명

사회복지부

아동들을 위한 

재정 보조
-

· 빈곤 아동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계속 가족과 함께 살며 사랑, 
돌봄,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가족 제도를 더욱 육성 강화시
켜 부모들이 자립하고 자녀들을 위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함

· 월별 급여이며 최소 한 사람당 매월 100 링깃이고, 네 명 이상
의 자녀를 가진 각 가정에 최대 450링깃 지급

·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 18세 이하 아동, 고아, 부모나 보호
자가 있지만 자신을 돌 볼 능력이 없거나 허약, 장애, 질병 또는 
투옥 등으로 소득원을 잃은 아동

·수급자 수는 총 66,912명

사회복지부

위탁 보호 아동에 
대한 재정 보조

-

·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고 복지 기관에 
보내지지 않도록 장려함. 아동들을 복지 시설에서 위탁 가
정으로 옮겨 건강한 가정 환경의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사회적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 위탁 가정에서 살면서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인식시킴. 아동들을 보
살피기로 위임된 위탁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 시킴

· 각 아동에 대해 매월 최소 250링깃, 둘이나 그 이상의 아
동들을 돌보는 각 가정 당 최대 500링깃 지급

·수급자 아동의 총 수는 140명

사회복지부

학업 지원 -

· 수업료, 수험료, 연습문제집, 교통비, 교복 등의 실제 비용 
지급. 초등학교의 경우 한 아동 당 1년에 180링깃, 중등학
교는 한 아동 당 220링깃

· 빈곤층 아동, 고아, 장애아동, 부모가 실직, 장애, 질병이 
있거나 투옥 또는 구금된 가정의 아동, 부모나 보호자의 
월소득이 재정 보조 자격이 될 만큼 낮은 경우 해당

·수급자 수는 6,209명

사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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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마치는 글 

▶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고용 준비 기금(EPF), 기여식 연금 프로그램, 산업재해 희생자인 근로자들을 돕는 

보험 프로그램(SOCSO) 등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 많음. 경제위기 같은 충격에 대비한 최저수입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음. 공식·비공식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경제 쇼크나 자연재해 시 경제·사회적 불안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이유가 됨

▶  말레이시아 정부가 견실한 기초보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 2008년의 경우와 같은 경제 위기를 처

리하는데 있어 취했던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자국의 경제 모델을 구조 조정한 것으로, 제안된 신경제모델 

(NEM)은 국가의 경제를 재정비 하는 것이었음. 신경제모델(NEM)은 그 포괄적인 성장 목표와 접근 방

법으로 인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 어떤 집단도 소외되지 않

고 국민들의 필수적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친 빈곤적인 성격을 보이며 성장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신경제모델에 따르면 그 포괄성으로 인해 모든 지역사회가 국부에 공헌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신경제모델은 포괄적 성장의 주요 도전으로 부미푸트라(Bumiputera: 말레이인 및 원주민)의 특별

한 입장과 다른 집단들의 적법한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대책들을 고안하는 것임. 말레

이시아 신경제모델의 최종 목표는 일인당 GDP가 향후 10년 이내에 7,000 US 달러에서 15,000 US 달

러로 상승하는 것임

▶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신경제모델의 의도가 말레이시아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함. 신경제

모델은 사회보장차원에서 차별 철폐적인 정책들을 강화하는 것이며 수급기준을 능력, 필요, 자격에 근거

하는 것임. 기존의 정실주의를 자격에 근거한 수급시스템으로 교체하고, 현재의 공적 부조 관행은 근절

되지 않을 것이나 올바른 공적 부조를 위해 엄격한 수급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임

홍석표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Ⅳ
Ⅳ. 기초보장 

•영국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여유진	 224

•한국 제3섹터의 현황과 과제	 노대명	 234

•저소득층 자산보유 실태와 과제	 남상호	 244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강신욱	 254

•일본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논의	 김태완	 262

•OECD 국가의 재정과 복지 현황	 이태진	 270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의미와 정책과제	 최현수	 280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남상호	 290

•공공부조정책의 집행과 그 배경의 이해 이현주	 298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224  l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영국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영국 활성화정책 추진의 배경

   EU 차원의 활성화정책 추진과 영국의 활성화정책

▶  최근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경향 중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활성화에 대한 강조임. 특히, EU 차원

에서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이하 EES)이 1997년 룩셈부르크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이래 고용가이드라인에 대해 숙고해 왔으며, 이러한 숙고 과정에서 활성화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을 띰

▶  EU 회원국은 EES의 연간 고용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s)을 

개발해야 함. 고용위원회는 이러한 고용정책 수행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합고용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 JER)로 공포하게 되어 있음

·		특히,	1997년	이래	신노동당	정부	하에서의	영국	복지개혁과	활성화정책은	EU	차원에서도	가장	성공

적인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로	주목받아	왔음

   영국의 활성화정책 추진 배경

▶  영국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1990년대 초의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제외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고용 문제를 겪었음

·		적체된	실업인구	때문에	본격적인	활성화	조치가	시행된	1997년	당시,	1979년과	비교하여	실업급여	신

청자가	2배를	넘어선	550만	명에	달했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한부모의	수도	70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1)

·		또한,	1980년대	이래	영국의	노동시장은	청년	실업	문제와	장애,	질병으로	인한	비경활	인구의	급증,	

그리고	한부모,	이민자	등	불이익	집단(the	disadvantaged)의	진입	장벽	등으로	고심해	왔음.	1990

년대	초반에는	남성	고용률	감소와	청장년,	이민자의	장기	실업이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됨

▶  이러한 현안들과 관련하여 적극적 의미의 활성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구상된 것은 1997년 5월 노동당 집

권으로 블레어 내각이 구성되면서 부터임

·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른바	‘신노동당’의	케치프레이즈는	“복지에서	일자리로”,	“근로능력	있는	사람에

게는	일자리를,	근로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을”로	집약됨2)

·		특히,	블레어	정부는	집권	후	야심찬	개혁의	아젠다를	출범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두	가

지,	즉	장기	실업에	처한	특정	집단을	위한	“뉴딜”(New	Deal)	시리즈와	“Make	Work	Pay”를	위한	일

반적인	책임성	강화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방법을	제시함3)

1) 하세정. 2008. “영국 뉴딜정책 시행 10년: 평가와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 신동면. 2004.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평가: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1)

3)  Judge, Ken. 2001. “Evaluating welfare to work in the United Kingdom.” edited by Neil Gilbert and Rebecca A. Van Voorhis.  Activating the 
Unemployed,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Series 3. Transaction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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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①	뉴딜(New	Deal)과	고용존(Employment	Zone)을	통해	복지에서	노동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킨다

②	근로	유인을	위해	유연적인	개별적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③	근로가	가능하거나	근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춘다

④		WFTC를	비롯한	세제,	급여체계의	개혁,	국민연금과	소득세,	국가적	최저임금의	도입을	통해	사람

들을	일하게끔	유도한다(Making	work	pay)

⑤	책임과	권리가	공정하게	조화되도록	보장한다

   영국 활성화정책의 연혁

▶  활성화정책이라는 제하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적 주요 시책들의 연혁은 아래 표와 같음

자료:		Lindsay,	Colin.	2007.	“The	United	Kingdom’s	‘Work	First’	Welfare	State	and	Activation	Regimes	in	Europe.”	In	
Amparo	Serrano	Pascual	and	Lars	Magnusson	(eds.).	Reshaping	Welfare	States	and	Activation	Regimes	in	Europe.	
P.I.E.	Peter	Lang의	표를	수정	보완

<표 1> 1997년 이래 영국의 활성화정책: 핵심 시책들

연도 주요 활성화 조치

1997 한부모 뉴딜(자발적)

1998
청년 뉴딜(의무적) / 25세 이상 장기실업자 뉴딜(의무적)

장애인 뉴딜(자발적) / 모범고용지대(Prototype Employment Zones)

1999
근로가족세금공제(WFTC) / 장애인세금공제(DPTC)

실업배우자 뉴딜(자발적) / 50세 이상 고령자 뉴딜(자발적)

2000
복지개혁 및 연금법: 의무적인 고용집중 면접 참여를 요함

ONE 파일럿: 근로연령의 모든 새로운 급여 신청자에 대한 단일 고용 초점 게이트웨이 및 인터뷰

2001
아동없는 배우자에 대한 JSA 개혁: 부부 모두 적극적인 구직을 천 명해야 함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학습 및 구직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s)가 TECs 대체

2002

잡센터 플러스 설립

진급(Step up) 시범사업

뉴딜 25+ 개혁

새로운 IS 클라이언트의 의무적 근로초점 인터뷰

2003
근로세금공제/아동세금공제(WFTC/DPTC 대체)

근로복귀조치(Pathway to Work), 1차 시범사업

2004

청년 뉴딜 개혁

근로경과조치, 2차 시범사업

일하는 이웃(Working Neighbourhoods) 시범사업

2005
‘뉴딜 설계’(Building on New Deal) 모범지역

근로복귀조치 출범/확대

2008 폐질자 혹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수당(ESA) 신설(장애급여/IS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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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활성화정책의 주요 내용

   영국 활성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하나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정책으로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 정책 – 최저임금제 실

시와 각종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의 보강 – 실시임

▶  다른 하나는 특정 집단 – 청년,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 에 대한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을 증진시키는 것임

가. 재정적 유인정책

▶  최저임금 도입

▶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999년에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NMW) 도입

▶  1999년의 최저임금액(main rate)은 그 해 평균임금의 36.8%(중위임금의 47%)이었으며, 2004년에 그 

비율은 39.8%(중위임금의 51.9%)로 상승함. 이후에도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가치는 계속 증

가하는 추세에 있음

자료:		Brewer,	Mike.	2009.	“How	do	Income-support	Systems	in	the	UK	Affect	Labour	Force	Participation?”	
IFAU(Institution	for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	Working	Paper	2009:27

<표 2> 영국의 최저임금 추이 (단위: GBP)

Rates effective from Main rate Develop. rate Median wage Mean wage 

April 1999 3.60 3.00 7.66 9.79

October 2000 3.70 3.20 7.93 10.22 

October 2001 4.10 3.50 8.28 10.78 

October 2002 4.20 3.60 8.62 11.35 

October 2003 4.50 3.80 8.95 11.73 

October 2004 4.85 4.10 9.35 12.18 

October 2005 5.05 4.25 9.56 12.50 

October 2006 5.35 4.45 9.95 13.00 

October 2007 5.52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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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지급여 개혁

▶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재정적 유인정책으로 근로연계 복지급여로의 개혁을 들 수 있음

▶  그 하나는 1999년 10월에 가족공제(Family Credit)과 장애인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을 개편하여 근로가족세금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와 장애인세금공제(Disabled People’s 

Tax Credit)로 대체한 것임. 이러한 변화는 자격있는 가족에 대한 근로연계(in-work) 급여의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옴4)

·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아동이	있는	가족의	성인	중	적어도	한	명은	적어

도	주당	16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둘째,	이전의	가족공제보다	더	관대하고	높은	급

여를	제공함.	셋째,	근로가족세금공제(WFTC)와	장애인세금공제(DPTC)의	급여액을	산정할	때,	주당	

소득이	신청가능	소득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감소율을	낮춤

▶  또 다른 복지급여 개혁은 장애급여 수급자들이 지불노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더 많은 금전

적,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더 큰 의무를 부과하는 개혁, 이른바 근로복귀(pathways to 

work) 개혁임

·		2005년	5월	기준으로	장애급여의	1년	미만	수급자의	비율은	16%에	불과하였으며,	4~8년	이상	수급

자	비율이	24%,	8년	이상	수급자	비율이	35%에	이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시행된	장애급여에	대한	개혁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첫째,	첫	6개월	동

안	매달	의무적으로	근로초점인터뷰에	응해야	함.	둘째,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여하여야	함.	셋째,	재정	지원과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소득이	총	GBP	15,000	

미만인	경우	장애급여를	탈피한	후	지불고용의	첫	해	동안	주당	GBP	40의	임금보조금(Return	to	

Work	Credit)을	받게	됨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뉴딜”

   1997년 7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복지에서 일자리로 가기 위한 예산’을 표방하

고, 그 중에서도 뉴딜을 핵심 사업으로 간주5)

▶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999년에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NMW) 도입

 

4)  2003년 근로가족세금공제(WFTC)와 장애인세금공제(DPTC)는 다시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로 대
체됨

5)  신동면,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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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뉴딜의 예

▶  이러한 뉴딜 프로그램 중 정부가 가장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여한 부문은 25세 미만 청년층을 표적으로 

하는 청년뉴딜임

·		이는	당시	25만	명에	이르는	16~24세까지의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나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되,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직자수당(JSA)	수급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최대한	

고무한다는	것6)

▶  청년뉴딜은 아래 표와 같이 3단계 – 4개월의 진입단계(Gateway), 6개월(학교교육의 경우 12개월)의 프

로그램 선택단계(Option), 그리고 13주간의 사후관리단계(Follow-through) – 로 구성되어 있음

<표 4> 청년뉴딜의 단계

단계 기간 내 용

진입 4개월 뉴딜 개인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직장 탐색, 구직활동 수행 

프로그램 선택 6~12개월

학교교육 또는 훈련(52주)
정부 보조금 지급 일자리 취업(26주)
자원봉사조직 활동(6개월)
환경보호사업단 활동(6개월)

사후관리 13주 개인상담가과 집중 인터뷰를 통한 추가 직업상담 및 구직활동 

자료:	하세정,	Ibid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New Deal for 
Young People

18~24세 사이의 청년층 장기 실업자에게 적용. 6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계
속적인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를 증명해야 함.

New Deal 25 
plus

25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 적용. 최근 21개월 중 18개월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는 계
속적인 지급신청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를 증명해야 함. 

New Deal 50 
plan

50세 이상의 노령 장기 실업자들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 
6개월 이상 특정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적용.

New Deal for 
Lone Parents

한부모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 구직활동을 강제하기보다는 육아 등의 
한부모와 관련된 구직 애로사항을 돕기 위해 마련됨.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장애를 가진 구직자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 정부 조직보다는 대체로 자원봉사 단체 등
에서 관련 프로그램 제공

<표 3> 뉴딜계획 주요 세부 프로그램

6)   김영순. 2006. “비조정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계: 블레어정부의 뉴딜 프로그램에서의 고용주의 역할을 중심으
로”. 『국제정치논총』46(2):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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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3. 영국 활성화정책 효과 평가 및 시사점

가. 영국 활성화정책의 효과

   직접적인 효과

▶  최저임금 도입 전 해인 19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통계청은 약 130만 명이 1999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

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최저임금 도입으로 이 수치는 1999년에 50만 명 미만으로 떨

어졌으며, 이후 약 23~34만 명을 유지하고 있음7)

▶  세금과 복지급여 개혁은 한부모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반면, 아동이 있는 부부의 근로

유인은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신노동당 정부 하에서의 복지급여 개혁, 특히 근로연계급여

의 근로유인효과가 약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개혁의 의도가 모두 근로 장려를 위

한 것은 아님을 보여줌. 특히, 2003년 복지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 근로 독려가 아니라 아동 빈곤 감소에 

있음

▶  뉴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어도 취업 성공률에 있어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청년	뉴딜의	프로그램	탈피자	수는	2000년	198,600명에	이름.	25세	이상	뉴딜	프로그램	참여자	중	탈

피자의	수는	가장	많은	2000년의	경우	132,600명에	이름.	한부모	뉴딜의	경우도	초기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참여자가	10만을	넘어섰고,	지속적	취업	성공률도	40~50%에	

이름

7) Brewer, Ibid

연도

청년뉴딜 참여자 25세 이상 뉴딜 참여자 한부모뉴딜 참여자

탈피자 총수
임금보조  

없는 지속적 
고용 비율

탈피자 총수
임금보조  

없는 지속적  
고용 비율

탈피자 총수
임금보조  

없는 지속적 
고용 비율

1998 78,200 47.0 13,700 22.6 1,520 47.4

1999 196,300 40.0 123,400 13.3 59,460 44.3

2000 198,600 39.4 132,600 13.4 86,510 52.0

2001 176,600 38.3 115,200 18.7 102,890 49.7

2002(9월까지) 137,800 36.2 87,000 25.1 72,360 56.8

주:	지속적	고용이란	13주	이상	고용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함

자료:	Jones,	Ibid	(재구성)	

<표 5> 청년 뉴딜의 탈피자 수(1998~2002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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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과 실업률

▶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고용률과 실업률은 G7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함

·		영국은	2000년대	중반	약	2,800만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이	수치는	1997년	이래	190만	명이	

증가한	것.	실업자는	동일	기간	동안	60만	명	이상	감소8)

8)  그러나 고용과 실업에서 보여준 이러한 경이로운 결과를 전적으로 블레어 정부 개혁의 공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임. 1990년대 중반 이후 영
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블레어 정부 집권 이전에 실업률은 이미 하락세에 들어서고 있었음

[그림 1] 영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G7 국가와의 비교

자료:	DWP.	2006.	A	New	Deal	for	Welfare:	Empowering	People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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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빈곤율

▶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래로 빈곤율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종합 평가

▶  신노동당의 활성화정책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회의적 시각이 공존함

▶  긍정적 평가는 뉴딜이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확대된 활성화, 한부모와 같이 예전에 제외된 집단의 

고용 프로그램 참가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 등임

·		실업	구직자에게	전달된	서비스의	질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활성화와	세금/급여	개혁의	결합과	개인을	

다룸에	있어	‘클라이어트	중심적’	접근을	강화한	것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요소로	지적됨

·		고용서비스를	자원	부문(voluntary	sector)과	민간부문에	‘개방한	것’	또한	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부정적 평가는 ‘성공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활성화 정책에 가려진 이면의 문제와 영국 복지

국가의 성격에 관한 것

·		활성화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회전문	참여’의	문제.	실제로	청

년	뉴딜	참여자의	약	20%	정도는	적어도	2번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임.	더	일반적으로	구직

급여(JSA)	청구자의	2/5는	6개월	내에	2번의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9)

·		활성화	프로그램이	저임금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도록	해	주지	않는다는	증

거도	제시됨.	영국	저소득가구(중위소득	60%	미만으로	정의되는)의	2/5는	근로하고	있는	성인	가구원

9)  Lindsay, Colin. 2007. “The United Kingdom’s ‘Work First’ Welfare State and Activation Regimes in Europe.” In Amparo Serrano Pascual 
and Lars Magnusson (eds.). Reshaping Welfare States and Activation Regimes in Europe. P.I.E. Peter Lang

연도 아동 연금수급자
자녀 있는  

근로연령인구
자녀 없는  

근로연령인구
합계

 %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1996~97 (GB) 34.1 4.3 29.1 2.9 26.6 3.3 17.2 3.5 25.3 14.0

2005~06 (UK) 29.8 3.8 17.0 1.8 24.8 3.1 17.5 4.0 21.6 12.7

변화율(%p)

1996~97 to 2005~06 -4.3 -12.1 -1.8 (0.3) -3.6 

주:	지속적	고용이란	13주	이상	고용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함

자료:	Jones,	Ibid	(재구성)	

<표 6> 청년 뉴딜의 탈피자 수(1998~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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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한	예임

·		이러한	결과로	영국	내에서	저임금·임시직의	우세로	인해	근로우선(work-first)	접근이	사회적	배제

를	완화하기보다는	가속화시킬	잠재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나. 영국 활성화정책의 시사점

   영국의 활성화정책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영국은 근로우선(work first)을 표방하고 있지만, 복지냐 근로냐의 이분화된 접근보다는 복지와 

근로를 적절히 배합하는 전략을 선호한다는 점. 즉,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근로활

동 자체를 통해 복지의존의 ‘고착화’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우선’(work	first)에	치중한	나머지	진정한	탈빈곤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뉴딜은 표적집단 – 청년, 장년, 한부모, 장애인 – 을 구분하고 표적집단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사업과	직업훈련	등은	표적	집단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지	못함.	표적집단을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집단별로	욕구에	부응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셋째, 전달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 즉 잡센터플러스를 설립함으로써 고용과 복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하였음. 특히, 잡센터플러스를 통한 사례관리와 상담서비스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이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도	복지업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지원센터,	고용관련	업무는	노동부의	고

용안정센터로	분리되어	있음.	향후	복지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업무를	반드시	일원화하지는	않

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자활’이라는 목표가 장기적으로 과연 적절한 목표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활성화’와 ‘자활’은 

엄연히 다른 목표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궁극적으로	탈빈곤으로	인한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

나	실제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는	근로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급자	대부

분이	저학력,	저숙련,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빈곤을	탈출할	만큼		‘고소득’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따라서	‘자활’이라는	목

표를	‘활성화’라는	목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복지에 있어 사회부조 중심적 접근, 즉 잔여화된 접근을 취함으로써 영국의 ‘두 국민국

가’(two nations)가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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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이는	‘사회적	평등	추구	없는	복지’가	궁극적인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임.	이러한	의미에서	영국	활성화정책은	프로그램적	성공과	복지체제의	성공

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음

여유진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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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3섹터의 현황과 과제

1. 문제제기

   한국의 제3섹터(The Third Sector)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조직들의 유형 또

한 다양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제3섹터 조직은 비영리단체(NPO)를 중심으로 척박한 환경 하에서 교육서비스 

공급기관이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리고 이들 단체는 거의 전적으로 기

부금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온전한 의미의 비영리단체들이었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격을 갖는 제3섹터 

조직들의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그것은 전통적 비영리단체들과 달리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고 이를 사회적 목적에 활용하는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이 그것임

   제3섹터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라

운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권리옹호(advocacy)에 역점을 두고 전국단위의 활동에 주력해 왔지만, 점차 지

역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에 개입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제3섹터 조직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외부비용을 내재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짐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대

처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격을 흡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임. 이는 제3

섹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한국의 제3섹터는 그러한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제3섹터

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제3섹터 조직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정부지원

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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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 제3섹터 개념의 정의

   제3섹터란 정부(제1섹터)나 시장(제2섹터)과 구분되는 대안적인 공동체영역을 지칭하며, 그것은 비영리적 성

격을 갖는 사회적 활동영역을 의미함1)

▶  유럽에서 제3섹터 개념은 1970년 샤방-델마(Jacques Chaban-Delma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197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들로(Jacques Delors)에 의해 공식적으로 개념화되었음

▶  제3섹터 개념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접근은 1998년 리피에츠(Alain Lipietz)의 한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음. 그것은 유럽의 사회적경제와 영미국가의 비영리부문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제3섹터 개념은 국가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점차 전통적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 

등을 포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유럽 대륙국가들은 제3섹터 개념을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협

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s),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s) 등을 포괄하고 있음

▶  미국은 제3섹터를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Not-for-profit Sector)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으

며, 이는 협동조합 등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 비영리

단체들의 수익사업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3섹터를 자선 및 자원봉사부문(Charity and Voluntary Sector)과 동일시해 왔으

나, 2005년 사회적기업법(CIC)을 제정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우리사회에서도 제3섹터 개념은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비영리부문 자체도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토대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는 민간기부와 자원봉사의 상대적 저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법제화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 또한 필요함  

     

3. 한국 제3섹터의 실태와 특징

   제3섹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

▶  제3섹터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해서도 합의도출이 필요한 상황임

·		의료법인이나	교육법인,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인을	제3섹터	조직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3섹터

의	경제규모	및	취업자	규모	추정치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

1)  Amitai Etzioni(1972), “The Third Sector and Domiestic Missions”,『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3, No.4, July-August 1972, pp.314-
323; Amitai Etzioni(1972), “The Untapped Potential of the ‘Third Sector’,” 『Business and Society Review』, No. 1, Spring 1972,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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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정의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조사데이터	중	제3섹터	취업자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가	거의	없고,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일부	데이터마저도	신뢰성이	낮은	상황임

   본 연구는 제3섹터를 광의로 정의하고 있지만, 분석과정에서는 비영리부문과 구분하지 않을 것임

▶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제3섹터 조직들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하고, 설사 이를 추정한다 하

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임

가. 제3섹터의 경제규모

   제3섹터의 경제규모는 국민계정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최종소비지출에서 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그 비중은 2.03%로 추정됨. 이를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약 1.38%임

▶  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을 기능별 비중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부문의	지출비중은	1970년	53.8%에서	2009년	현재	25.7%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		사회복지부문의	지출비중은	1970년	7.1%에서	2009년	21.9%로	약	세	배가량	증가하였음

·		단일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는	종교단체	및	정당·노동단체임

나. 제3섹터의 조직유형

   제3섹터 조직을 국제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ICNPO)에 따라 활동분야를 

분류하고 이를 조직유형(법인형태)과 교차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됨

▶  2008년 현재 조직유형은 사단법인과 비법인 등록민간단체가 각각 38.1%와 34.4%로 전체 조직의 72.5%

를 차지하고, 재단법인이 17.2%, 사회복지법인이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활동분야는 복지부문이 47.1%로 가장 크고, 다음이 교육부문으로 10.7%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제

3섹터 조직 중 상당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최근에는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새로운 형태의 제3섹터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

지만, 전체 제3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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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 제3섹터의 취업자 규모

   제3섹터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제3섹터의 총 취업자 규모를 추정하면 143만 

명이며, 공공부문과 협동조합 취업자를 제외하면 82만 명으로 추정됨2) 이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문 취업자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3)

▶  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제3섹터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및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해 보면, 2007년 현재 그 비중은 각각 3.78%와 5.49%로 추정됨

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록  

민간단체
미등록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법인

기타 전체

문화레저 0.8 3.3 2.4 0.1 0.2 6.8

교육연구 3.7 3.6 3.0 0.4 0.0 0.0 0.0 10.7

복지 9.5 15.5 15.7 0.7 5.3 0.1 0.0 0.4 47.1

환경 0.1 1.9 1.4 0.1 0.1 0.3 3.8

개발주택 0.7 2.0 2.6 0.2 0.0 0.0 5.6

박애 0.1 1.9 0.9 0.0 0.0 3.0

국제활동 0.1 2.4 0.3 0.1 0.0 0.0 3.0

종교 0.8 0.6 1.4 0.6　 3.3

단체노조 0.4 4.4 4.6 0.5 0.2 0.1 0.1 10.3

기타 1.1 2.6 2.1 0.7　 0.0 0.0 6.5

전체 17.2 38.1 34.4 3.3 5.6 0.2 0.4 0.9 100

자료:	노대명	외(2008),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 제3섹터 조직의 법인형태 및, 사업분야별 분포 (단위: 전체의 %)

2) 김혜원 외(2008),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3) 노대명 외(2008),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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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섹터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제3섹터의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만, 임금격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  제3섹터 전체 취업자 중 정규직 취업자가 80.3%, 비정규직 취업자가 19.7%로 추정됨

·		복지부문의	취업자는	전체	정규직	취업자의	5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비정규직	취업자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이	전체	제3섹터	취업자의	특성	변화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  같은 제3섹터 취업자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에서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임. 

예를 들면, 의료부문과 사회복지부문 간 임금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남

·		임금수준은	업종별	취업유발계수와	관련이	있는데,	사회복지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37.0으로	보건·의

료부문의	15.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제3섹터 취업자 비중의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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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 제3섹터의 고용충격 흡수효과

   제3섹터가 해당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 여기서는 제3섹터 조직

들이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에 주목하고자 함

▶  최근 각국의 제3섹터 연구자들은 제3섹터의 조직들이 경기침체기에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하지만 그 효과의 존재여부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그

러한 주장과 그 논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물론 우리나라 제3섹터의 취업자 규모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 점에서 제3섹터 조직들이 사회서

비스 공급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기 힘든 상황임.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

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제3섹터가 그러한 충격을 흡수할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 미국 제3섹터의 고용충격 흡수효과

   미국의 연구자들은 제3섹터가 실업률 증가 등의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부문 연구자인 Salamon이 200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3섹터가 일정 수준의 고

[그림 2] 제3섹터 조직의 활동분야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단위: 명, %)

자료:	노대명	외(2008),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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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충격 흡수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7년	2/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의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비영리부문의	일자리가	평균	2.5%	증

가한	반면,	영리부문의	일자리는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4)

·		그리고	2009년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영리부문의	취업자가	3.3%	감소한	것과	달리,	제3섹터의	취업자는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5)

▶  이는 경기침체기에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 부문에 자원을 우선 투입함으로써 

자원총량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		제3섹터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기에	성장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3

섹터가	경기조정자(counter-cyclical	force)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해줌

나. 영국 제3섹터의 고용충격 흡수효과

   영국에서도 경기침체 국면에서 제3섹터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일련의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그것은 2009년 경기침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4)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2010), “Nonprofits a Surprising Bright Spot in National Jobs Picture”, September 2, 2010

5)  Salamon, Lester M. & Stephanie L. Geller & Kasey L. Mengel(2010), “Recession Pressures on Nonprofit Jobs”,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Communiqu? No.19; Salamon, Lester M.& Stephanie L. Geller(2010), “Nonprofits and Recessions: New Data from 
Maryland”,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and Maryland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sations, January 2010

[그림 3] 영국의 전체 취업자 및 제3섹터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Moro	&	Mckay(2010),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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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Moro & Mckay는 영국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 노동력조사(Labour Forces Survey) 자료를 토대

로 1993년 이후 제3섹터의 취업자 여부를 판별하여 그 추이를 제시하고 있음

▶  [그림 3]을 보면, 제3섹터의 취업자 규모가 전체 취업자 규모 변화와 특정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

음. 그것은 전체 취업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국면에는 제3섹터의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함6)

▶  흥미로운 점은 제3섹터의 취업자 규모는 경기침체기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반대로 경기회복기

에는 그 규모가 감소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이는 제3섹터가 경기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

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해줌

다. 한국 제3섹터의 고용충격 흡수효과

   우리나라에서 제3섹터의 총 고용규모와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리고 그

것은 경기침체기에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기능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림 4]는 제3섹터 취업자 규모에 대한 추정치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체 취업자 규모를 시계열로 나타냄

으로써 이 두 부문의 취업자 규모가 경기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본 것임

·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대란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부문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3섹터의	취업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제3섹터의	취업자	비중과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그림 4]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3섹터의 취업자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그것이 전체 고용충

격을 흡수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현재 제3섹터가 우리사회의 고용충격을 흡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

·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제3섹터가	점차	증가하는	각종	경제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해	왔으며,	향

후	정부정책은	이러한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줌																	

        

6)  Moro & Mckay(2010), “The Growing Workforce in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s: Analysis of the Labour Force Survey: 
1993~2009”, Third Sector Research Centre, Briefing Paper 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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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정책과제

   제3섹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그것은 특정한 제3섹

터 조직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제3섹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에 관한 기존 제도를 정비하여, 전략적으로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우리나라는 개별 조세감면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기관 난립과 중앙집중형 모금조직 강화에 따른 자원

배분의 경직화라는 문제를 경험해 왔음. 따라서 중앙모금조직을 다원화하고, 전략적으로 정부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법인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제3의 인증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3섹터 조직을 규정하는 보다 개방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 사회

적 기업육성법 등으로 국한된 인증제도를 개편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제도운영방식으로는 제3섹터를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공

익법인에 관한 법률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규정하는 극단적인 지원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중

간적 형태의 조직을 육성해야 하는 것임. 일본의 인정NPO법을 참고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현행 노동부 중심의 인증방식을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각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와 연계할 수 

[그림 4]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및 제3섹터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노동패널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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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인증방식을 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기업등기소를 통한 공익성테스트 방식과 현재 우리나

라의 엄격한 인증방식을 절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정부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고, 사업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행정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그것은 부처별·사업별로 정부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이러한 자격을 충족시키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유인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원자격을 개방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신생 

제3섹터 조직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짐.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

는 중앙계약등록소(CCR) 방식의 도입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등록방식은 제3섹터 조직의 현황을 파

악하는 기초행정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갖게 될 것임

노대명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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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보유 실태와 과제

1. 연구의 필요성

   국제금융 위기의 진전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빈곤계층의 자산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기존의 빈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소득빈곤에 관한 연구들이며 자산빈곤에 관한 기초분석 결과는 충분

하지 않음

▶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산은 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됨

   여기서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계층별 자산보유 실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그리고 차상위계층(near poor)의 규모와 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일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세부 정책목표를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산축적을 통한 탈빈곤 복지정책의 정착을 통하여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자산은 소비평활화 기능이 있으므로 가계가 불완전한 자본시장이나 차입제약에 직면해 있을 때 큰 중요성을 지

님(Caner and Wolff, 2004)

▶  가령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은퇴시점이 가까워져서 

조만간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외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소비 또는 지출 수준이 

영향을 받을 경우 자산은 소비수준을 평활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판별을 위해 이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정보를 모두 필요로 

하므로 소득기준의 빈곤계층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의 빈곤계층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

요함

▶  빈곤 가구의 순자산을 파악함으로서 가구 재정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부채를 고려할 수 있는 순자산에 중점을 두어 빈곤계층의 자산보유 실태를 분석하고 불평등 완

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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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

   소득빈곤은 크게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빈곤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

로 구분하며, 빈곤·차상위·차차상위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절대빈곤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정의되며,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이하, 차차상위는 120% 초과 150% 이하인 가구로 정의됨. 소득인정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는 일반가구로 분류함 

▶  상대기준은 연구자의 선호나 연구목적에 따라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선으로 보고 가구소득

이 기준선 미만이면 소득상대빈곤가구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자산보유 실태를 파악함

   한국복지패널 2차, 3차의 전체 표본가구를 절대 및 상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전체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살펴보면 

▶  절대소득빈곤가구는 2차 전체가구의 10.2%, 3차 전체가구의 9.5%로 3차의 절대빈곤율이 다소 낮으며, 

차상위, 차차상위 가구의 비율은 그보다 낮음

▶  상대빈곤가구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보다 높으며, 중위소득 40% 기준으로는 2차 14.7%, 3차 14.8%임

   소득빈곤과는 달리 자산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빈곤의 개념과 유사하게 절대빈

곤과 상대빈곤 기준을 정의함 

▶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

구” 라는 Haveman and Wolff(2001)의 개념을 기본으로 가구의 자산이 6개월간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절대자산빈곤가구로 봄

▶  상대자산빈곤 가구는 순자산 중위값의 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로 각각 정의함

   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대자산빈곤 가구는 전체가구의 13.3%이며, 순자산 중위수의 40%로 정

의한 상대자산빈곤 가구는 29.3%임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 절대빈곤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비빈곤

차상위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120% 

차차상위 최저생계비 × 120%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150%

일반 최저생계비 × 150% <  소득인정액

<표 1> 절대빈곤 계층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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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개념의 절대소득빈곤율이 10.2%, 상대소득빈곤율이 14.7%인 것과 비교하면 자산빈곤가구가 소

득빈곤가구 보다 더 빈곤율이 높음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등의 구분에 따른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70대 이상 가구의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으며, 70대 이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

곤율이 높아짐

▶  가구주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 빈곤율이 27%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그룹에서 빈곤

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짐

▶  ‘서울’지역 빈곤율이 9.9%로 가장 낮으며,‘전라·제주’지역이 19.3%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구분한 경우와 동일하게 ‘서울’지역 빈곤율이 가장 낮으며, ‘광역시’의 빈곤율이 15.8%로 가장 

높음

▶  1인가구의 빈곤율이 26.1%로 가장 높고,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가구주가 ‘일용직’인 경우의 빈곤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고용주’일 경우 3.6%로 빈곤율이 가

장 낮음

▶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빈곤율이 21.7%로 가장 높으며, ‘전문직’인 경우 2.8%로 

가장 낮음

   전체 가구를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의 기준을 적용하여 2차원으로 구분하면 소득기준으로는 비빈곤가구이면서 

자산기준으로는 빈곤에 속하는 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가구는 소득빈곤이며 자산빈곤인 가구에 비해 소득과 총자산은 많지만 부채가 많아서 순자산이 오

히려 적게 나타남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전체
가구(수) 2 203 1,109 1,319 1,029 1,340 1,212 352 14 6,580

가중치(%) [0.2] [3.8] [23.0] [25.1] [16.7] [16.7] [11.5] [2.9] [0.1] 100.0

빈곤
가구(수) 0 30 139 268 192 185 236 107 6 1,163

가중치(%) (0) (14.8) (10.0) (14.9) (13.1) (9.9) (17.1) (27.5) (37.1) (13.3)

일반
가구(수) 2 173 970 1,051 837 1,155 976 245 8 5,417

가중치(%) (100.0) (85.2) (90.0) (85.1) (86.9) (90.1) (82.9) (72.5) (62.9) (86.7)

주:	[				]내	수치는	행	구성비임

<표 2>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가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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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자산빈곤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면 비수급-수급대상 자산

빈곤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경우 해당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수) 30 139 268 192 185 236 107 6

가중치(%) 0.6 2.3 3.7 2.2 1.6 2.0 0.8 0.0

 소득

근로 1,438.7 1,127.9 780.7 687.2 254.3 35.5 22.0 44.3

사업 104.3 96.4 192.4 211.3 68.0 35.1 22.5 0

재산 0 0.5 1.4 4.9 5.1 3.1 3.9 0

공적이전 54.3 100.2 138.3 174.9 211.5 217.8 153.2 137.1

사적이전 192.2 77.1 96.0 138.6 179.7 285.0 315.9 347.6

경상 1,789.6 1,402.1 1,208.9 1,217.2 718.6 576.4 517.5 529.0

자산

부동산 196.5 514.4 676.4 751.3 690.8 157.8 54.5  0

금융 445.9 226.9 122.2 137.0 65.2 44.0 65.0 132.1

기타 180.0 132.5 63.5 56.1 43.2 8.5 0.8 0

총자산 822.5 873.9 862.1 944.5 799.2 210.3 120.3 132.1

총부채 1,006.4 2,102.7 2,198.6 2,583.5 1,557.2 391.8 74.1 0

순자산 -183.9 -754.5 -909.0 -883.8 -469.7 -172.0 46.2 132.1

<표 3>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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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자산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순자산 불평등의 요인 분해를 통해 계층별 불평등도 및 지역·교육별로 세분화하여 불평

등도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소득계층별 불평등도는 절대빈곤계층이 가장 높고, 일반계층으로 갈수록 불평등도는 낮아짐

·		각	그룹내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비율은	94.4%로,	그룹간	불평등도의	상대	기여도	

5.6%에	비해	매우	높음

▶  지역별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시’가 1.672로 가장 높고, ‘군’지역이 1.2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상대기여도는	‘서울’지역에서	42.5%,	‘시’에서	39.1%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각 지역권별로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충북’지역이 가장 높고, ‘경기’지역이 가장 낮음

·	상대기여도는	‘서울’이	42.5%로	가장	높고,	‘경북’지역이	3.9%로	가장	낮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일반계층보다 높음

·		저소득층의	지역별	불평등을	분해하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데,	이

는	저소득계층	내에서의	자산	격차가	매우	큼을	의미함

·		‘경남’,	‘경북’,	‘전라·제주’지역은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간의	불평등도는	큰	차이가	없으며,	‘충남’,	‘충

북’지역은	일반계층의	불평등도가	더	큼

▶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도는 ‘중졸’, ‘고졸’, ‘대학원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대기여도를	보면	‘대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졸’,	‘중졸’의	순임

4.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결정요인 

   순자산보유액을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 가구주 연령, 금융자산보유 여부,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직 여부, 

자영업 여부, 도시거주 여부, 주택보유 여부 등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결정요인을 중위회귀(median 

regression)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구주연령이 올라갈수록 순자산은 체감적으로 증가함

·		자산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며,	이는	자산빈곤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남을	의미함

▶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순자산이 많음

▶  경상소득은 순자산 규모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순자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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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종속변수가	가구원수로	균등화된	순자산임을	감안할	때	전체	표본에서는	순자산이	가구원수의	제곱근

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자산빈곤가구와	비자산빈곤가구로	각각	구분한	경우에서는	가구원수의	변화가	순자산	규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순자산	축적이	가구원수의	제곱근에	비례함을	반영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균등화	시키지	않은	순자산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면	자산빈곤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만	가

구원수	증가가	소득	창출을	통하여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전문직 및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순자산은 증가함

·		자산빈곤가구의	경우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희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함

▶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순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도시거주자에 비해 순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5. 요약 및 시사점 

   자산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과 순자산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이들 가구는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의 대부분을 가계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

에 소득이 자산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전체 가구를 빈곤계층·차상위·차차상위·차차상위 이상 계층으로 구분한 다음 순자산불평등의 요인분해를 

한 결과에 의하면 빈곤계층 내의 순자산 불평등이 가장 높고, 차상위계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  이들 계층은 계층 내 순자산불평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가구에 대한 가구비중이 미미하

여 전체가구에 대한 불평등 기여도는 오히려 차차상위계층 이상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사회 전체의 순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곤계층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

성 지원 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의 수급기준은 가구의 재산보다 소득에 대부분의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소비로 처분할 수 있는 약간의 소득은 존재하지만 재산 자체가 적고 빚이 많은 가구에게는 

수급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많더라도 현재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는 기

초생활보장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산빈곤가구가 일반가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산빈곤가구의 특정 연령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빈곤완화정책은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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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발달계좌	등	보편적	형태의	제도설계를	통해	공평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빈곤가구의 자산축적을 위해 고용창출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

원의 노력이 필요함

▶  도시에 거주하는 자산빈곤가구의 주택마련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

우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점진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수급 자산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포함 시키기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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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선행연구의 요약

   Davies and Shorrocks(1999)는 1980년대 중반 몇몇 국가들의 가계자산 집중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자산불

평등이 낮은 국가로는 호주, 한국,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등임

▶  이들의 지니계수는 0.5~0.6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상위 1% 가계의 자산점유율은 대략 20% 정도임 

▶  그 다음으로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상위 1%가 자산의 약 26% 정도를 가지고 있음

▶  한편 미국의 지니계수는 0.8 수준으로 자산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의 자

산점유율은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또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of wealth distribution)’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

▶  소비지출, 총소득, 근로소득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자산분포는 이들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선진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0.3~0.4	이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0.5~0.9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상위	1%의	가계	또는	개인의	소득	점유율은	10%를	넘지	않지만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15~35%에	이르고	있음

▶  금융자산은 비금융자산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주거용	자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높음

▶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보다 더욱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나 개인이 존재함

▶  20세기에 있어서 자산분포의 불평등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상과 같은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자산분포 연구로는 Leipziger, et al.(1992)을 들 수 있음

▶  198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4,291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우리나라의 1988년 총자산 Gini 계수가 0.58임을 밝힘

▶  이들에 따르면 자산상위 1%, 5%, 10%의 점유율은 각각 19%, 37%, 그리고 48%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집중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보유인데, 1988년의 경우 상위 25%의 

토지보유자들이 총 토지자산 가액의 90%를 소유하고 있었음(Leipziger, et al., 1992, p. 46) 

   이정우·이성림(2001)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자산의 분배를 추계하였음

▶  외환위기 이전부터 순자산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최하위층의 부

채가 급증함

▶  그 반면 최상위층에서는 순자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부동산자산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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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2002)에서는 1993〜1998년간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구성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음

▶  우리나라 가구 자산구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자산구성이 가계의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점 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보유 불평등 정도는 부동산자산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와 금융자산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모두 소득불

평등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음

   남상호(2007)는 1999〜2004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현황과 분배구조를 분

석하였음

▶  자산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순자산 분포는 소득에 비하여 집중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자산보유 불평등이 심화되는 외에도 자산보유 양극화도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

났음

▶  자산빈곤계층 귀속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의 소득과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주택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빈곤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유경준(2007)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인식 설문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 소득불평

등도의 기본가정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대하여 좀 더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함

▶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여부에 따라 성장과 빈곤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함

▶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설정함에 있어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득분배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

   남상호(2008)에서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2〜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불평등을 분석하였음

▶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자산과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731과 0.438로 나타났으며, 총소득과 순자

산간의 상관계수는 미국(0.4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0.313 이었음

▶  또한 2006년을 기준으로 상위 1%계층이 순자산의 16.7%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는 39.8%, 그리고 

상위 10%는 절반을 넘는 54.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순자산이 소득보다 집중경향이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7년 동안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

상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  최근의 가구 순자산 불평등도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해 본 결과 부동산자산의 불평등기여도가 가장 높았

음을 지적하고 있음

   남상호·권순현(2008)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및 구성 분

석, 자산불평등 요인분해, 자산빈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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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발견함

▶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자산빈곤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성, 월세,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자산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수준이 높거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자산빈곤층

에 속할 확률이 낮음을 발견하였음

남상호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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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1. 소득이동성의 의미와 중요성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은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 지위가 얼마나 활발하게 변하고 일어나는지를 의미함

▶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소

득이동성은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소득지위로 국한하여 보는 개념임

   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음

▶  특정 시점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지위가 낮은 개인이 다시 소득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는 희망이 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할 것임

▶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세대 동안, 혹은 자녀의 세대에서 소득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로부터 발

생하는 상실감은 계층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통합은 저해될 것임

   따라서 정태적 관점에서 파악한 불평등과는 별개로 동태적 측면에서 소득이동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우

리 사회의 분배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

▶  이하에서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연결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를 살펴볼 것임

▶  또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를 살펴볼 것임 

▶  이하에서 살펴볼 것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의 소득지위의 이전가능성이 아닌 동일 세대 가구의 소

득지위 변화임

2. 소득이동성의 변화 실태

   소득지위의 이동성은 두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는 전체 가구를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 분위간의 이동을 소득지위의 이동으

로 정의

▶  다른 하나는 전체 가구를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한 수, 각 계층 간 이동을 소득지위의 이동으로 정의하는 

것임. 이때 4개 계층은 중위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 계층(빈곤층), 50~75% 계층(중하

층), 75~150% 계층(중상층), 150% 이상 계층(상위층)임

   소득분위간 이동성을 기준으로 살펴본 소득이동성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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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7년간 연평균 소득분위 변동확률은 64.3%였으나 ’98~’02년간은 평균 62.9%로 줄어들었고, 

’03~’08년 사이에는 57.7%로 감소

▶  2개 분위 이상 변동한 가구의 비율도 동일한 추이를 보여 28.1% →25.7% →21.6%로 감소

▶  특히 최근들어 소득분위의 이동성은 50%대로 떨어지는 등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2003년 이후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이동성도 지속적 저하경향을 보임(표 2)

▶  ’03〜’04년간 61.6%였던 소득분위 변동 가구의 비율은 ’07〜’08년간 53.8%로 감소

▶  2개 분위 이하 변동 가구의 비율도 ’03〜’04년간 26.5%였던 것이 ’07〜’08년간에는 18.8%로 감소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 

=상승+하락
2분위 이상 

상승
2분위 이상 

하락
2분위 이상 

변동

’90~’91년 32.8 34.3 32.9 65.7 15.6 15.0 30.6 

’91~’92년 34.1 33.7 32.2 66.3 15.2 14.9 30.1 

’92~’93년 34.9 35.3 29.9 64.7 13.8 14.3 28.1 

’93~’94년 32.6 35.9 31.6 64.2 14.5 14.4 29.0 

’94~’95년 32.4 36.6 30.9 63.4 13.3 13.7 27.0 

’95~’96년 32.1 37.8 30.1 62.2 12.6 12.4 24.9 

’96~’97년 32.3 36.6 31.1 63.4 14.0 13.1 27.1 

’98~’99년 32.6 36.0 31.4 64.0 12.9 12.9 25.8 

’99~’00년 31.7 36.0 32.3 64.0 13.8 14.2 28.1 

’00~’01년 31.5 37.4 31.1 62.6 12.4 12.5 24.9 

’01~’02년 30.9 39.1 30.1 61.0 12.0 11.9 23.9 

’03~’04년 31.5 38.1 30.4 61.9 12.6 13.1 25.8 

’04~’05년 29.7 42.3 28.1 57.7 11.6 11.2 22.7 

’05~’06년 30.3 40.6 29.2 59.4 11.9 11.7 23.6 

’06~’07년 27.8 44.5 27.7 55.5 9.3 9.0 18.3 

’07~’08년 27.7 46.1 26.2 53.9 8.9 8.9 17.8 

’90~’08년 평균 31.5 38.1 30.3 61.9 12.7 12.8 25.5 

’90~’97년 평균 33.0 35.7 31.2 64.3 14.0 14.1 28.1 

’98~’02년 평균 31.7 37.1 31.2 62.9 12.9 12.8 25.7 

’03~’08년 평균 29.4 42.3 28.3 57.7 10.8 10.8 21.6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표 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 변동비율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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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어촌을 포함한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분위이동성 사이에는 큰 차이

가 발견되지 않음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간 이동 실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계층간 이동성이 다소 증가했다가 

2003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1990년대 초반에 비해 계층간 이동성이 둔화된 모습을 보임(표 3)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
2분위 이상 

상승 
2분위 이상 

하락
2분위 이상 

변동

’03~’04년 31.7 38.4 29.9 61.6 13.4 13.2 26.5 

’04~’05년 32.2 39.7 28.2 60.3 12.7 12.4 25.2 

’05~’06년 30.1 40.3 29.6 59.7 12.0 12.1 24.1 

’06~’07년 28.3 44.8 26.9 55.2 9.6 10.2 19.8 

’07~’08년 27.1 46.2 26.7 53.8 9.7 9.2 18.8 

평균 29.4 42.3 28.3 57.7 10.8 10.8 21.6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표 2>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분위 변동비율 변화 (단위: %)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상승+하락

’90~’91년 14.3 71.6 14.06 28.4 

’91~’92년 12.0 73.1 14.9 26.9 

’92~’93년 13.1 72.3 14.7 27.7

’93~’94년 14.8 71.6 13.6 28.4 

’94~’95년 15.3 70.9 13.8 29.1 

’95~’96년 13.0 72.5 14.4 27.5 

’96~’97년 15.1 71.9 13.0 28.1 

’98~’99년 15.5 70.5 14.0 29.5 

’99~’00년 16.9 68.0 15.2 32.0 

’00~’01년 15.9 69.7 14.4 30.3 

’01~’02년 15.5 70.6 14.0 29.4 

’03~’04년 14.6 70.4 15.0 29.6 

’04~’05년 12.6 71.9 15.6 28.2 

’05~’06년 14.2 70.2 15.7 29.9 

’06~’07년 12.3 73.9 13.8 26.1 

’07~’08년 12.7 75.9 11.4 24.1 

’90~’08년 평균 14.2 71.5 14.2 28.5 

<표 3> 도시근로자 가구 계층이동 비율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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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은 ’03〜’06년간은 정체되어 있다가 ’06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함 

(표 4)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와 2003년 이후의 시기를 비교하면 계층별로 소득이동 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표 5)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상승+하락

’90~’97년 평균 13.9 72.0 14.1 28.0 

’98~’02년 평균 15.9 69.7 14.4 30.3 

’03~’08년 평균 13.3 72.4 14.3 27.6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상승+하락

’03~’04년 16.3 68.9 14.9 31.1 

’04~’05년 14.7 68.9 16.3 31.1 

’05~’06년 15.6 69.0 15.5 31.1 

’06~’07년 13.4 73.1 13.5 26.9 

’07~’08년 13.3 74.8 12.0 25.3 

평균 14.6 70.9 14.4 29.1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표 4>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계층이동 비율 변화 (단위: %)

계층 상승 비율 계층 하락 비율

1990~1997년 1998~2002년 2003~2008년 1990~1997년 1998~2002년 2003~2008년

빈곤층 43.6 43.5 31.1 - - -

중하층 33.5 33.7 28.2 12.0 15.9 17.6 

중상층 8.7 10.3 9.5 12.5 13.0 13.5 

상위층 - - - 26.0 23.0 21.9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표 5> 도시근로자 계층 상승/하락 비율의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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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층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003년 이후에 계층상승 비율이 높아짐

▶  빈곤층과 중하층은 반대로 계층상승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로 계층하락 비율이 높아짐

▶  빈곤층의 계층 상향이동비율이 빨리 줄어들었고 중하층의 계층 하락비율이 가장 빨리 증가함. 이는 소득

이동성 저하의 효과가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줌

   소득이동성의 저하와 함께 빈곤탈출률도 낮아짐

▶  전년도 빈곤층 가운데 금년도 빈곤탈출 가구를 의미하는 빈곤탈출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반면 전년도 비빈곤층 가운데 금년도 빈곤층으로 진입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진입률은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소득범주별로 소득이동성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재분배정책은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의 소득이동성이 높음. 공적이전과 사회보험료, 조세 등을 통한 재분배정책이 

소득이동성을 높임

▶  또한 공적이전소득은 빈곤탈출률을 높이고 있으며, 그 효과는 2003~2005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남

[그림 1]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빈곤진입률, 빈곤탈출률 (단위: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를	패널화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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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범주별 이동성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를	패널화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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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분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인구학적 특성별로 소득게층 이동성을 비교한 결과 성, 여성, 학력, 종사상 지위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됨[그림 3]

▶  여성 가구가 남성가구에 비해 소득계층 이동확률이 평균 약 9%p 가량 높았음

▶  20대와 60대 이상 가구주의 소득계층이동확률이 높은 반면 기타 연령대의 이동확률은 낮음

▶  학력 면에서는 저학력 가구가, 종사상 지위 면에서는 임시일용직 가구의 계층이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

는 바,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불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3~7분위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취업가구원수 비율의 증가가 소득분위 상승확률을 높인다는 특징은 모든 시기에서 분명히 나타남

▶  여성가구주는 남성에 비해 소득분위의 상승과 하락이 모두 활발하게 나타남

▶  가구주가 대졸이라는 사실이 소득분위 상승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지는 않으나, 계층하락 확률을 낮추

는 데 기여하고 있음

▶  2003년 이후에는 사무직이라는 사실이 소득분위 하락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함

   거시경제 변수들 가운데 소득이동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임

▶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소득분위의 상승가능성과 하락가능성을 모두 높임. 반면 경제성장률은 빈곤탈출률

을 높이고 빈곤진입률을 낮춤

[그림 1]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빈곤진입률, 빈곤탈출률 (단위: %)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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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분위 상승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지 못하지만, 소득분위 하락 

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지님

4. 시사점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계층 상승확률을 높이고 계층하락 확률을 낮추는 것이 좋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용이

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특정 집단의 소득이동성에 대해 정책적 개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빈곤층으로의 진입을 방지하고 빈곤층으로부터의 탈

출을 촉진하는 것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빈곤층 보호라는 정태적 관점에서 벗어나 빈곤정책의 대상을 동태적 관점에서 바

라볼 필요

   재분배정책이 소득이동성을 높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동성의 저하경향을 상쇄하

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함

▶  따라서 소득이동성의 상승을 위한 재분배정책의 확대와 동시에 시장에서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

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강신욱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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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논의

1. 들어가며

   일본은 2009년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된 이후 기존 자민당 정부와는 달리 사회보장분야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한 개혁작업을 진행함

▶  2010년 10월 정부·여당에 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를 설치하고, 11월부터 12월 관련전문가 회의1)를 거

쳐 지난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집중검토회의를 통해 기존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새로운 형태의 사회

보장제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함

▶  동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은 사회보험 또는 생활보호제도와 같은 특정분야만의 개혁이 아닌 일본의 세대

간, 지역간 등 사회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화라는 점에서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복지논쟁은 2010년 12월과 2011년 상반기를 지나면 다

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고 복지논쟁이 시작된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은 시

간이 지나면서 부각되고 있으며,

▶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특히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

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기서는 개혁

을 위한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빈곤·격차문제, 노동시장, 복지서비스 측면)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함2)

2. 일본 사회보장 개혁 동향 

가. 배경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시기(1960~197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정규고용·종신

고용·완전고용, 고도경제성장율, 핵가족·전업주부 모델, 기업의 온정적 복리후생, 지역차원에서의 친족간 연

1)  2010년 12월 14일 각의 결정인 “사회보장개혁을 추진에 관하여”를 통해 사회보장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각의 결정에서는 크게 사회
보장개혁의 기본방침과 사회보장과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번호제도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결의함

2)  본 고에서 활용된 자료들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사회보장개혁”에 관해 발표된 자료에 기초(후생노동성 5월 12일 자료와 7월 1일 각
의보고자료를 중심으로)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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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을 전제로 성립되었음

▶  그러나 일본의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수준은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현 시점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음

▶  우선적으로 과거와 달리 고용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신가구의 증가, 지속적인 

고령화 현상, 격차 및 빈곤의 사회화,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재원은 국채를 통해 지원함에 따라 부담을 현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가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 심화문제가 대두됨

▶  또한 사회보장제도 자체적으로도 현세대의 고령자들에게는 후덕한 복지제도인 반면에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복지제도로 변하는 문제가 발생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시작하

게 됨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단순히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

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혁의 주제를 “사회

보장과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즉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조세부문의	개혁을	병행하고	있음

나. 전제 및 기본방향

   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국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기능을 강화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안심(安心)”, “공조(共助)”, “공평성(公平性)”의 세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되 아래와 같

은 방향성을 지니고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새로운 의미의 지역중심적 기반하에서 지역사회 재생에 대한 기여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 빈곤·격차문

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 국민들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국민상호간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회보장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3대 이념과 5가지 원칙을 두고 있으며, 3대 이념으로는 “참가보장, 보편주

의, 편안함에 기반한 활력”을 설정하고 있음

▶  위의 3대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5가지 원칙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세대 대응형, 미래에의 투자, 

분권적·다차원적 공급체계, 포괄적 지원, 부담을 전제로 한 안정적 재원확보의 원칙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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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의 형평성을 담보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전세대 대응과 미래에 대한 투자)

▶  현재의 고령세대가 청장년 및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 필요성과 국민간의 상호연

대·공조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력하되,	취약계층(여성,	노인	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하며,

·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교육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보육이	함께	연계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참여보장 및 포괄적 지원

▶  사회구성원간의 협력(=공조)를 강화하고, 일본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빈곤·격차문제의 재생산을 방

지·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  협력과 공조를 기본으로 하는 다층적 사회안전망의 확충

·		제1층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기

[그림 1]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빈곤진입률, 빈곤탈출률 (단위: %)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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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고	있음

·		제2층은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구직자지원제도와	취업에	대한	개별지원체계를	확립하며,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활보호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함

   보편주의, 분권적·다차원적 서비스 공급체계의 확립

▶  지역사회의 의료 및 개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및 분화적 네트워크와 지속적·

통합적 지원체계인 “지역포괄 Care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

   편안함에 기반한 활력: 신성장전략에 기반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 정립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성장전략의 수립하고 경제성장에 기반한 사회보험

료 수입과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부담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재정·사회보장제

도간 선순환관계가 생성되도록 지원

   위의 5가지 원칙하에 사회보장개혁을 위한 각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아동·보육

의 지원과 취약계층의 고용대책, 두 번째로 의료·개호 등 서비스제도의 개혁

▶  세 번째로 연금개혁, 네 번째로 빈곤·격차대책(다층적 사회안전망)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순서로 설

정하고 있음

다. 주요 분야 사회보장 개혁 내용3)

   아동 및 보육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  양질의 보육환경과 사회전체적인 아동·보육지원체계 구축을 강화

·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기존	보다	범위	및	급여수준을	상향하고	지역보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		보육의	양적확대,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기	아동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서	분리

운영중인	유아	및	보육원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며,	이	때	그	명칭을	“아동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  지역사회(시정촌) 중심의 아동·보육체계의 구축

·		지역사회에	부합되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계획수립·급여제공·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역사

회	책임성	강화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아동·보육회의기구(가칭)를	설치하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재원마련과	더불어	사회전체적	비용부담을	위한	방안을	검토

3)  일본 사회보장개혁과정중 특징적인 것으로 새로운 공통번호제도(共通番號制度) 도입을 검토한다는 점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국민에
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공통된 번호가 제공되지 않고 연령과 제도에 따른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개혁에서는 제도의 
효율화와 참여확대를 위해 공통번호 부여를 주요 과제중 하나로 삼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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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제도의 개혁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제도에 대한 정비를 착수하며, 현재의 연금제도를 소득비례연금(사회보험방

식)과 최저보장연금(조세방식)으로 변경

▶  연금제도 변화에 있어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에 비정규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후생연금을 확대 적용하며, 기타 휴직기간중 보험

료 면제, 피용자 연금의 일원화 등을 검토

·		또한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슬라이드제도,	지급개시연령의	조정,	연금운용체계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두고	있음

   근로촉진 정책

▶  욕구를 지닌 국민들이 모두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취업률 향상 목표)

·		학교	졸업후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직업서포트제도를	통한	지원)

·		직업훈련,	구직자지원제도의	강화	및	직업지원제도를	활용한	인재발굴	및	육성

·		취약계층(고령자,	여성	등)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	여성의	M자형	고용형태	해소,	남녀간	차별	없는	고

용시장발굴과	지원,	고령자를	위한	취업지원	등

▶  비정규직 고용지원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마련

·		비정규노동자의	공정한	대우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	마련

·		유기(有期)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검토

·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이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현과 이를 위한 체제 정비

·		공공직업안정소(Hallowork)의	체제정비,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국고부담	강화,	구직자지원제도를	위

한	국고를	통한	재원	확보	등

   저소득자 지원정책: 사회보험을 통한 지원강화와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

▶  총합합산제도(가칭) 도입의 검토

·		각	제도별로	설정되어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의	합계하는	방안	검토

▶  고액의료비제도의 재검토

·		고액의료비	부담에	대한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고액의료비	부담에	대한	상한	검토

▶  비정규근로자의 후생연금·건강보험의 적용확대와 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에 대한 저소득자 지원대책

을 강화하고자 함

   빈곤 및 격차축소

▶  빈곤·격차 해소를 위한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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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세대	Safety	net	충실화를	위한	자립지원	

-		고용·취업대책의	최우선,	고용보험의	재정기반	안정화,	구직자	지원제도	창설(재원부문을	포함)

▶  생활보호제도의 강화

·		2000년대	초	폐지되었던	모자가산제도를	2010년	다시	부활하여	제공함.	이유는	과거	한부모가구들의	

생활보호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근로빈곤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보호를	강화

·		생활보호	기준인	급여기준선을	새롭게	검토할	예정,	현재의	기준은	National	Minimum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으로,	이를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		현재	일본	최저생활액의	수준은	중위소득	대비	약	36%	수준이라는	점에서	OECD에서	적용되는	빈곤

선의	가장	낮은	선인	중위소득의	40%선보다	낮음

·		일본의	빈곤	및	생활보호	기준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개발을	모색하고	근로능력

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충실화	및	지원강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들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번 일본 사회보장개혁의 중심주제

가 “사회보장과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해 현재의 국민들이 내고 있는 소비세 5%를 단계적으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소비세를	확대하는	경우	확보된	재원은	사회보장의	목적에	사용됨을	법에	명시하고,	회계상	명확화(구

분계리)	하는	등	소비세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강구

·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IMF는	현행	5%에서	15%로,	OECD(‘대일	경제심사보고서’)는	20%로	

권고

구분 최저생활비액(A) 일반근로자 소비지출(B) 중위소득(C) A/B(%) A/C(%)

2005년

175,170

329,499 483,367 53.1 36.2

2006년 320,231 479,132 54.7 36.5

2007년 323,459 489,756 54.1 35.7

2008년 324,929 491,489 53.9 35.6

2009년 319,060 476,134 54.9 36.7

주:	총무성	통계국(2010),『가계조사』(두명	이상의	세대)

<표 1> 최저생활액 수준(월액) (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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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소비세의 역진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복수세율과 환급금 포함 소비세

가 제안된 바 있음

·		생활필수품의	소비세율을	낮게	설정하고	사치품	세율을	높게	설정하는	복수세율의	경우,	생활필수품	

기준	설정과	관련업계의	반발	등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존재

3. 시사점

   일본은 민주당 정권 집권이후 사회보장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동북지방의 대지진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일본의 지진 피해는 사망 약 1만5천여명, 실종 7,700명, 이재민 38만 명, 건물쓰레기 2,500만t, 피해액 

16~25조엔(추정)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임

▶  지진 피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본의 사회보장개혁과 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원마련

은 쉽지 않은 실정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7월 내각에 보고된 일본 사회보장개혁을 위한 주요 내용들은 향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논의과정에서 일부 제도들은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리보다 빠른 고령화 및 저출산을 경험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회보장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는 점에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 다층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논의과정에서도 포함되는 주제들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과정중에 조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함으로써 

사회보장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임

▶  이 과정에서 현세대가 일정부문 사회보장재원에 대해 분담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

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논쟁에 시사

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

요한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와	재원부문에	대한	검토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담론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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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나오토 총리는 2011년 7월 22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

당 정권공약으로 열거한 주요 정책이 공약대로 실현불가능한 것에 대해 사과함

·		“재원문제에서	안이하게	전망한	부분이	있었다.	불충분한	점은	국민에게	사죄한다.”

·		간	정권으로서는	자민당이	요구해	온	사죄에	응하는	것으로,	적자	국채	발행에	필요한	특례공

채법안	성립에	협력을	요청할	목적을	가짐

▶  민주당의 오카다 간사장도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사장과 국회에서 회담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함

·		자민당의	이시하라	간사장은	‘정권공약의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법안	심의	환경정비를	하기	바

란다’고	평가하였고,	공명당의	이노우에	간사장도	이에	동조함

▶  이런 상황에 3당은 자녀수당 수정에 관한 실무자협의를 22일 오후에 재개함

·		(소득제한)	민주당은	자민당,	공명당	등이	도입을	요구하는	소득제한에	대해	세후소득	기준으

로	연소득	1,800만엔	이상에서	1,000만엔	이상으로	인하안	제시

·		(재원)	2.7조엔에서	2.3조엔	수준으로	재원	삭감안	제시

[참고] 일본 간 나오토 총리, 2009년 중의원 선거 공약 사과

김태완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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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재정과 복지현황

변수명 의미 년도 출처

국가채무비율(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as 
apercentage of GDP)

정부의 총 금융채무/GDP 1990~2008 OECD

1인당 GDP(GDP per capita)
US dollars, current prices and 
PPPs

1960~2008 OECD

경상수지비율(Current accoun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경상수지/GDP 1990~2008 OECD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실질 GDP 성장률 1959~2008 OECD

고용률(Employment rates)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수 1966~2008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Public social expenditure) 일반지출+사회보험지출/GDP 1980~2007 OECD

실업률(Unemployment rate)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수 1995~2008 OECD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s)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1967~2006 LIS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소득: 가처분소득 기준 1967~2006 LIS

노인인구비율(Elderly population of total population)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950~2050 OECD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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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OECD 국가의 재정 및 복지현황

   국가채무

▶  2008년 현재 국가채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72.1%

로 OECD 평균78.4%보다 2배 이상의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탈리아(114.4%)와 그리스(102.6%), 

아이슬란드(96.3%), 벨기에(93.5%)가 일본의 뒤를 잇고 있으며, 남유럽재정 위기국에 속하는 포르투갈

이 헝가리,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유사한 국가채무 수준(약70%)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OECD 국가의 국가채무

주:	GDP	대비	비율은	2008년	기준이며,	터키와	멕시코는	보고되지	않음

자료:	OECD	Factbook	2010



272  l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공공사회복지지출

▶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05년 9.4%로 OECD 평균 23.5%의 40%에 불과한 수준임. 스웨

덴과 덴마크 등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비

해 미국은 전체사 회복지지출에서 민간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이슈가 되었던 PIGS 국가는 2005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과 유사하

거나 약간 상회하는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들은 OECD 평균 이상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이나 이

번 재정위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들과 비교해 1990년에 비해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보임

[그림 2]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95~2005년)

주:	자료의	한계로	헝가리는	2000년과	2005년,	포르투갈은	1995년	2004년	비교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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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인인구비율

▶  인구고령화는 보건 및 기타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을 증가시켜 복지국가의 재정 상황을 불안

하게 하는 복지국가의 위협요소로 제시되고 있음.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용 증대라는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음

▶  2010년 현재 일본의 고령인구비율은 2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20.5%, 20.4%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OECD 평균은 14.8%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포

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 17% 이상으로 다소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재정위기상황을	맞은	PIGS	국가의	고령인구비율이	높다는	것	은고령화가	복지국가의	재정	상황

을	압박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동시에	스웨덴,	핀란드	등이	이들	국가들	수준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령화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함

[그림 3] OECD 국가의 고령인구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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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부담률

▶  보다 높은 삶의 수준,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고, 조세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는 

없음. 한국가의 징세를 통한 재정능력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함

▶  2007년 현재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8.7%)이며, 그 다음은 스웨덴(48.3%), 벨기에

(43.9%), 이탈리아(43.5%), 프랑스(43.5%) 순임. OECD 평균 35.8%에 견주어 미국, 캐나다, 스위스, 

그리스 등이 평균보다 낮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21.1%), 두 번째로 낮은 국가는 우

리나라(26.9%)임

▶  이번 재정위기를 겪은 PIGS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수준 및 그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 국민부담률

주:	2007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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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 OECD 국가의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재정위기 원인

   남부유럽 복지재정위기는 재정적자의 심화와 국가부채 규모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8

년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26.8%로 OECD 30개국 중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으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

한 재정부담의 증가,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함

▶  국가채무비율 변수 및 다른 변수들 간의 변동 크기의 정도와 방향을 살펴본 결과,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국가채무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r=.355, sig.=.05)가 나타났으며, 경상성장률과 국가채무 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r= -.163, sig.=.05)가 나타났음. 반면에 경상수지 변수는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약한 음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국가채무와 국개재정위기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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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GFL)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PEX) 변수만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R2 결정계수는 84.7%, F값은 51.635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OECD 국가의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재정위기 원인

   우리나라 사회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10.95% 가운데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8.3%로 OECD 국

가 중 7.6%의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2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임 

▶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30%에 달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스웨덴, 독일 등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와 빈곤율이 낮음

·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의	평균비율은	약	10.4%이며,	미국,	멕시코,	터키	등의	빈곤율은	17%를

상회하는	반면,	복지제도가	발전한	덴마크와	스웨덴의	빈곤율은	6%	수준임

   공공사회복지지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낮은 음의 상관

관계(r= -.758, sig.=.01)를 보이고 있고 특히, 노인인구비율은 공공사회복지지출률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

(r=.786, sig.=.01)를 보임

▶  이는 고령화율이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의 가장 큰 기여요인임을 알 수 있음

GFL=1.705**×PEX－1.047**×RGDPG－0.631**×CA	

	 (11.248)	 (-3.562)	 (-3.252)	

주:		국가채무(GFL),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PEX),	경제성장률(RGDPG),	경상수지(CAB),		
1)	*p<0.05,	**p<0.01,	***p<0.001	
2)	괄호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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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림 6] 복지지출과 국가재정위기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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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인당 GDP, 실업률, 빈곤율, 지니계수, 노인인구비율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며, 본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결정계수는 84.8%이며, F값은 65.997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발전수준(1인당 GDP)이 높을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높으며, 복지수요 증가에 기여하는 고령화율

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높아짐

·		빈곤율이	낮을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높아지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많이	투입하면	그	

사회의	빈곤율이	낮게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불평등지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할때,	불평등지수가	높을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이	함께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단순상관관계	결과와	상이하지만,	이러한	정의	상관관계는	빈곤율의	영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한적	해석이	가능함

-		본모형에서	빈곤율은	복지지출의	선별적	표적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볼	수	있고,	불평등지수는	복지

지출의	보다	광범위한	계층격차	축소에	기여하는	점을	본다는	점에서	함께	투입하였음

4. 한국의 복지체제 발전을 위한 함의

   남유럽의 국가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OECD 국가들

의 경험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복지지출과 국가재정위기 간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관계로 설명 될 수 

없음을 밝힐 수 있었음

▶  높은 복지지출은 국가채무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지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경우 복지지출은 국가

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사회의 발전경로를 선택함에 있어 몇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음

▶  첫째, 복지지출의 높고 낮음 그 자체가 국가재정 위기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  둘째, 복지지출의 귀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즉, 복지지출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복지지출이 높아도 국가재정 위기는 초래되지 않음 

PEX=9.030*×PGDP＋0.215**×Unemp－0.317**×POV＋33.534**×GINI＋1.240**×EP		

	 (1.519)	 (2.359)	 (-1.639)	 (2.262)	 (8.334)	

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PEX),	1인당	GDP(PGDP),	실업률(Unemp),	빈곤율(POV),	지니계수(	GINI),	노인인구비율(EP)		
1)	*p<0.05,	**p<0.01,	***p<0.001	
2)	괄호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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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따라서 복지지출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복지지출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임

▶  복지지출이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복지지

출의 증가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일 수 있음

   향후 20~30년 이후의 미래사회는 현재의 활용가능한 자료로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발전방향을 판단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 수준의 억제에 정책적 관심을 쏟기보다는 복지지출이 어떻게

사용되도록할 것인가, 어떠한 효과를 낳도록 사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것임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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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의미와 정책과제

1.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개편 추진경과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시행

▶  근로장려세제는 참여정부 당시(2005년 8월)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

단을 중심으로 약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말 입법과정에서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됨

▶  2006년, 2007년 세법개정을 포함하여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충분

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최초로 급여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

료되었음

   제1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2008년) 

▶  현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및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대상 및 최대급여

액 등을 확대하였음

·		당초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에서	근로장려세제	중장기	확대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현	

정부는	2008년	제도	시행	직후	최초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이	실시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수정하

여	조기에	확대	개편을	추진하였음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

(면세점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현금급여(근로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근로소

득을 지원하는 제도

▶  조세정책의 관점에서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

세제도’로,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는 ‘소득세 체계를 활용하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제도’로 표현됨

▶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제도 및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소득파악

과 더불어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1회 이루어지는 급여신청(5월) 및 근로장

려금 지급(9월)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함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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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지난 3년(2009~2011) 동안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1)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지난 3년(2009~2011) 동안, 국세청은 전년도 귀속분(2008~2010) 근

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종합소득신고기간) 근로장려세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개월간 심사를 거친 후 매

년 9월(추석 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부양자녀기준 완화】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1인 이상 

【소득기준 유지】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재산기준 완화】 무주택 &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 

→ 소규모 1주택(기준시가 5,000만 원) & 일반재산 1억 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 완화】(’07.12.31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의 급여

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신청 제외

【소득구간 유지】 

: 점증(0~800만 원) / 평탄(800~1,200만 원) / 점감(1,200~1,700만 원) 

【최대급여액 확대】 최대 연간 80만 원 → 연간 120만 원

【급여율 조정】 급여증가율 10% → 15% / 급여감소율 16% → 24%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란?>

1) 2009~2011년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재구성

구  분 2009 2010 2011 2009~2011

신청가구 724 675 (△49, 6.8%↓) 665 (△10, 1.5%↓) △59, 8.1%↓

수급가구 591 566 (△25, 4.2%↓) 519 (△47, 8.3%↓) △72, 12.2%↓

근로장려금 4,537 4,369 (△168, 3.7%↓) 3,986 (△383, 8.8%↓) △551, 12.1%↓

<표 1> 2009~2011년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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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어 최초 신청과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진 2009년 이후, 신청가구 및 수급가구, 

근로장려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구간(점증 - 평탄 - 점감구간)별 수급가구 분포를 살펴보

면,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점증구간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점감구간은 점차 증

가하고 있음 

▶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3년 동안 77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점증구간 - 평탄구

간 - 점감구간 평균 근로장려금 역시 각각 58만 원, 120만 원, 64만 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2011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일반적 특성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대표적 특징은, 수도권에 자녀가 1~2인 있는 30~40대 가구로, 제조업 및 건설

업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가구이며 무주택가구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성별은 남성 57.2%, 여성 42.8%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연령은 부양자녀 기준으로 인해 30대와 40대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청년층	및	중고령층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이러한	연령층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	완화가	필요함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유형은 부부가구 73.8%, 한부모가구 26.2%로 나타남

·		근로장려세제를	운영	중인	미국(EITC),	영국(WTC)	등과	같이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부양자녀는 1인 49.1%, 2인 42.6%로 전체의 91.7%를 차지하였으며, 3인 이상

인 가구는 8.3%인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근로형태는, 일용근로 41.4%, 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19.5%로, 일용근로자가 전체의 60.9%를 차지함

구분 전  체 점  증 평  탄 점  감

2009년 591천 가구 48.4 27.9 23.7

2010년 556천 가구 47.3 28.1 24.6

2011년 519천 가구 46.8 27.9 25.3

<표 2> 2009~2011년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소득구간별 수급가구 분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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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업종은, 제조업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9.7%), 서비스업

(15.6%), 판매업(15.0%) 순서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무주택가구가 81.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가구는 18.9%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거주지역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이 6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장려금 수급이력

▶  2011년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21만5천 가구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였으며, 근로장

려세제 시행 후 지난 3년 동안 2회 수급한 가구가 30.6%, 3회 동안 연속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

는 27.9%로 나타났음

  국세 체납액 보유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으로 결정된 가구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함

▶  2011년 체납액 납부가구는 약 3만 가구로, 2010년(3만3천 가구)에 비해 9.1% 감소하였으며, 지난 3년

간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9년, 5만1천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중 지급대상 제외가구 규모 및 사유

▶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중 지급대상 제외가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3만3천 가구에서 

2010년 11만2천 가구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다시 14만5천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지난 3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원인은 재산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11년에는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009년 총소득 재산 부양자녀 비근로자 기타

133천 가구(신청가구의 18.5%) 36.1 39.8 7.5 8.3 8.3

2010년 총소득 재산 주택 부양자녀 기타

112천 가구(신청가구의 16.6%) 21.4 37.5 17.9 2.7 20.5

2011년 총소득 재산 주택 비근로자 기타

145천 가구(신청가구의 21.8%) 17.9 44.1 16.6 4.8 16.6

<표 3>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중 지급대상 제외 사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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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주요내용2)

   지난 9월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를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

층 생활 안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2차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

안이 제시되었음

   무자녀 유배우 가구3)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조세특례제한법 §100의3)

▶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무자녀 가구 중 일부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적용대상

을 확대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소득기준 및 급여액 확대(조세특례제한법 §100의3)

▶  부양자녀수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인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과 근로장려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함 

2) 2011년 세법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재구성

3)  무자녀 유배우 가구는, 과세연도 종료일(신청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자녀가 없거나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신 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소득기준 및 급여액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 최대급여액 12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소득기준 및 최대급여액 확대

-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부양자녀 총소득기준 최대지급액

0인 1,300만 원 미만   60만 원

1인 1,700만 원 미만 120만 원

2인 2,100만 원 미만 150만 원

3인 이상 2,500만 원 미만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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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급여체계 및 급여산정방법 차등화(조세특례제한법 §100의5)

▶  부양자녀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급여체계를 분리 적용하고 소득구간별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차

등 적용함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점증·평
탄·점감구간 구분 

구 분 소득구간

점증구간 0~800

평탄구간 800~1,200

점감구간 1,200~1,700

부양자녀수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구간을 구분하여 급여체계 분리 적용 
 

구분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 이상

점증 0~600 0~800 0~900 0~900

평탄 600~900 800~1,200 900~1,200 900~1,200

점감 900~1,300 1,200~1,700 1,200~2,100 1,200~2,500

[그림 1] 부양자녀수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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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11년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부양자녀 기준으로 인해 배

제되었던 무자녀 가구 중에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총소득기준과 최대급여액을 현행 자녀수에 따라 분리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부양자녀기준 완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 무자녀 유배우 가구

【부양자녀수에 따른 급여체계 분리】 

부양자녀 0인, 1인, 2인, 3인 이상 가구별로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분리 적용 

【소득기준 완화】 

무자녀 유배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부양자녀 1인: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현행 유지)

부양자녀 2인: 부부합산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부양자녀 3인 이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재산기준 유지】 소규모 1주택(기준시가 5,000만 원) & 일반재산 1억 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 기준 유지】 (’07.12.31 개정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4호(교육급여)의 급여를 3개

월 이상 수급한 경우 신청 제외

【소득구간 일부 조정】 

부양자녀수에 따른 급여체계 분리에 따라 소득구간(점증-평탄-점감) 일부 변동 

【최대급여액 확대】 현행 연간 최대 120만 원

→  부양자녀수에 따라 연간 최대 6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으로 무자녀 유배우 가구 

신규 지급, 자녀 2인 및 3인 이상 가구 최대급여액 확대

【급여율 일부 조정】 

부양자녀수에 따른 급여체계 분리에 따라 점증률 10~20% / 점감률 13.8~24%로 조정

<일하는 복지 장려를 위한 현 정부의 제2차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확대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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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의미와 정책과제

▶  무자녀 유배우 가구에 대한 확대 적용

·		1~2인	가구	급증으로	상징되는	최근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당초	설정된	

근로장려세제	확대	계획4)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에서	배제된	무자녀	가구	중	일부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향후,	유배우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중고령층과	청년층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특수고용직과	자영

사업자에	대한	확대가	우선	시행되어야	함

▶  급여체계 분리 적용 

·		부양자녀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급여체계를	분리	적용함으로써,	단일한	급여체계	적용에	따라	지

적되었던	소득지원	형평성과	출산장려	정책과의	연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양자녀수에	따라	급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아동	요소를	정책적으로	분명히	반영하였으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양자녀수에	따른	소득구간	및	급여수준의	차등적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지난	3년간	신청	및	수급가구가	감소한	것은,	최저생계비	및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5)으로	인해	부부

합산	총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도입	이후	총소득기준을	전혀	조정하지	않

았기	때문임

부양자녀수 총소득기준 최대급여액 점증률 점감률

0인 1,300만 원 미만 연 60만 원 10% -15%

1인 1,700만 원 미만 연 120만 원 15% -24%

2인 2,100만 원 미만 연 150만 원 16.7% -16.7%

3인 이상 2,500만 원 미만 연 180만 원 20% -13.8%

<표 4> 2011년 세법개정안(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에 따른 급여체계 구성요소

4)  2006년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06.8)에 발표된 근로장려세제 단계적 확대 계획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적용대상

1단계(2008~2010년) 2단계(2011~2013년) 3단계(2014년부터) 4단계(2030년까지)

무주 
자녀 2인 이상택자

자녀 1인 이상
자녀 1인 이상  

특수직 포함, 농어민 검토
무자녀 가구 적용 

특수직 포함, 농어민 검토

5)  연간 최저생계비(4인가구): (’09) 1,592만 원 → (’10) 1,636만 원 → (’11) 1,727만 원 

최저임금(시급): (’09) 4,000원 → (’10) 4,110원 → (’11) 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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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상승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대상인	차상위계층의	기준(최저생계비	120%)	역시	2,072

만	원(4인가구)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입법	당시	최저생계비(1,400만	원)	등을	고려

하여	설정된	총소득기준(1,700만	원)으로	고정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부양자녀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

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이번	개편방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가구규모별	차상위계층	기준6)에	맞추었으나,	2012년	이후에

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세법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향후	근로장려세제	정책집단	설

정에	따라	총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함

▶  소득구간 변동 및 급여수준 상향 조정

·		그	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점증구간(800만	원)과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

여수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이번	개편방안에서	부양자녀	2인(42.6%)	및	3인	이상(8.3%)	가구의	최대급여액을	각각	150만	원,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수

준을	유지하였다는	한계를	지님

·		점증구간의	경우	2인,	3인	이상인	가구만	100만	원씩	상향	조정하였고,	점증률은	10~20%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로유인	측면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향후,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일정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증구간의	확대	및	

급여증가율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우선	점증구간	경계소득이	연간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도록	최

소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급여증가율	역시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수적임

▶  재산기준 완화

·		공공부조	수준의	엄격한	재산기준(기준시가	5,000만	원	미만	소규모	1주택	포함한	재산가액	1억	원	미

만)에	대한	완화방안이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44.1%)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기준에	의한	탈락까지	고려할	경우	약	60%가	재산으로	인

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음

		향후,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과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인	근로활동	장려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상향	조정(가구	순	재산가액	2억	원	또는	3억	원)되어야	하며,	특히	주택기준의	완화	및	가구	총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고려한	순	재산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맞벌이가구에 대한 급여체계 분리 적용

·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의	급여체계	적용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6)  무자녀 가구(1,300만 원, 20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19.5%), 자녀 1인 가구(1,700만 원, 2011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8%), 자녀 2인 
가구(2,100만 원, 2011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1.6%), 자녀 3인 이상 가구(2,500만 원, 2011년 5인 가구 최저생계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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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급여체계를	구성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홑벌이	가구의	약	

1.2~1.5배)함으로써,	부부합산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불이익(marriage	

penalty)을	최소화해야	함

최현수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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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1. 서론 

   통상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는 약 713만 명으로 총인구에 대한 비중은 14.6%에 달하고 있음

▶  생애주기상 중년에 해당하는 이들은 청년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장년기에 외환위기를 겪

은 사람들로 그동안 소비와 생산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임

▶  이들 베이비부머 중 취업자는 약 532만 명 규모이며, 그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

로자 규모는 약 312만 명에 이른다고 함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핵심 생산계층이

었던 이들의 은퇴는 다시 숙련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과거 일본의 경험에서도 단카이 세대의 은퇴 이후에 숙련노동자의 부족과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가 관찰된 바 있음

▶  베이비 붐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 교육에 힘 쓴 결과,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였음

▶  물론 이들의 노후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금소득의 획득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노

동시장은 아직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근로소득자의 감소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인하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규모는 7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함(이철선, 2009년)1) 

▶  만일 베이비 붐 이후 세대에서 이 부담을 추가로 떠안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채규모가 그만큼 늘어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임

   베이비부머들의 자산보유 실태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약 3억 4천만 원, 총부채가 6천만 원, 그리고 순자산 규

모는 2억 8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1)  9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규모는 712만 명이고, 동 기간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 명임. 따라서 (712만 명 - 547
만 명)×467만 원 = 7조7천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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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금융자산은 약 6천만 원에 불과하여 별도의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은퇴이후의 소비지

출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함 

   또 다른 문제는 자산가치의 하락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자)가 은퇴를 시작한 시기인 2007년부터 주택가

격이 하락한 바 있음

▶  일본 또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29~1938년생)가 은퇴를 시작한 1990년 무렵부터 주택가격의 하락을 

경험하였음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2011년 이후부터 자산 가격 하락과 그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노후대비를 위하여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보장 문제가 시급

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임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와의 

비교를 통하여 자산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 현황을 통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관점에

서 충분성 여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2.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통계청의 ‘2010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가계총자산 3.4억 원 중 부동산 형태로 2.6억 원, 

저축액 7천만 원, 기타자산으로 95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는 부동산이 76.3%, 총저축이 20.8%, 기타자산이 2.8% 수준이었음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적으로 5천 8백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천 1백만 원은 은행권으

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며, 1천 7백만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이었음

   가계가 보유한 실제적인 자산규모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베이비

부머의 순자산 규모는 2억 8천만 원으로, 전체 가구평균인 2억 3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베이비부머가구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4천 8백만 원과 3천 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평균인 3천 8백만 원과 2억 9천만 원에 비하면 경상소득은 천만 원, 그리고 가처분소득은 7백만 원 

정도 더 높았음

   순자산의 경상소득에 대한 비율은 5.9%, 순자산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은 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동산자산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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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7,042만 원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식저축이 3,160만 원, 

전세보증금이 1,481만 원이었음. 목돈투자 중 예치식저축은 1,223만 원, 주식투자는 495만 원으로 나타났으

며, 채권은 4.2만 원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부머 이후세대

가구 수 10,000.0 3,504.0 2,212.0 4,284.0

(가중치) 100.0 35.1 21.8 43.1

총자산 27,268 30,697 33,775 21,191

   - 부동산자산 20,661 25,912 25,785 13,798

        ·거주주택 11,564 13,803 13,738 8,644

        ·거주주택 이외 8,917 12,033 11,725  4,962

   - 기타자산   779  523  948  902

        ·자동차  587  354 740 699

   - 저축총액 5,828 4,262 7,042 6,491

     ·저축액 4,089 3,614 5,387 3,821

        ·전세보증금 1546 559.4 1480.8 2381.7

        ·월세보증금 193 88.4 174.0 287.9

순자산액 23,005 27,191 28,015 17,0767

부채총액 4,263 3,506 5,761 4,124

   - 부채액 2,884 1,932  4,084  3,052

        ·금융대출 2,880 1,930 4,079 3,047

        ·임대보증금  1,380 1,573 1,677  1,072

경상소득 3,771  2,533  4,760  4,279

가처분소득  2,912  1,971 3,619  3,321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단위: 가구,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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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은 소득분위별로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 저축, 부채 모두 높

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산, 저축, 순자산 등의 전체평균이 4분위의 평균값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구분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부머 이후세대

가구 수 10,000.0 3,504.0 2,212.0 4,284.0

(가중치) 100.0 35.1 21.8 43.1

총저축 5,828.2 4,261.7 7,041.6 6,490.6

     1. 저축액 4,089.2 3,613.7 5,386.7 3,820.9

     - 적립식 2,323.3 1,526.4 3,160.4 2,549.2

     - 목돈투자 1,432.8 1,860.7 1,722.3 938.3

          ·예치식저축 1,103.6 1,584.3 1,223.0 652.1

          ·주식 322.6 272.2 495.2 276.4

          ·채권 5.7 2.6 4.2 9.0

     - 기타저축 333.1 226.7 504.0 333.3

     2. 전세보증금 1,545.9 559.4 1,480.8 2,381.8

     3. 월세보증금 193.1 88.4 174.0 288.0

<표 2> 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가구, 만 원)

구분 총자산 총저축 총부채 순자산
주택자산

전체 33,775.2 13,737.5 7,041.5 5,760.6 28,014.6

1분위 5,851.5 2,704.9 1,766.9 1,293.7 4,557.8

2분위 12,675.3 5,996.6 3,235.5 2,309.7 10,365.5

3분위 20,035.1 9,031.7 4,646.2 3,479.6 16,555.5

4분위 32,918.0 14,036.1 6,687.4 5,230.0 27,687.9

5분위 63,922.1 24,317.6 12,664.8 11,005.0 52,917.1

100만 원 이하 5,783.7 2,884.0 1,791.7 1,170.6 4,613.1

101~200만 원 9,576.1 4,251.3 3,009.0 1,998.5 7,577.5

<표 3> 소득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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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는 순자산분위별 자산·부채 규모를 정리한 것임. 1분위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값인 순자

산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 금액이 큰 상당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보임 

구분 총자산 총저축 총부채 순자산
주택자산

201~300만 원 17,255.6 8,137.2 4,113.2 3,065.5 14,190.1

301~400만 원 26,570.5 11,413.0 5,302.2 4,993.9 2,1576.6

401~500만 원 31,146.2 14,483.0 6,604.1 4,353.4 26,792.8

501~600만 원 38,926.3 15,113.4 7,524.9 6,095.8 32,830.4

601~700만 원 45,740.7 21,043.9 8,872.8 6,929.1 38,811.6

701~800만 원 56,405.8 22,036.1 9,486.6 8,566.9 47,838.9

801~900만 원 55,111.8 25,274.9 11,240.2 11,487.1 43,624.6

900만 원 이상 97,501.8 31,536.0 20,265.9 17,532.6 79,969.2

주:		소득5분위의	기준은	120만	원	이하가	1분위,	120~240만	원이	2분위,	240~362만	원이	3분위,	362~559만	원이	4분위,	그	이상은	
5분위임

구분 총자산 총저축 총부채 순자산
주택자산

전체 33,775.2 13,737.5 7,041.5 5,760.6 28,014.6

1분위 2,824.7 551.0 1,368.1 3,805.1  -980.4

2분위 7,446.3 2,931.7 3,437.6 2,281.4 5,164.8

3분위 14,806.5 7,169.2 4,647.1 2,910.2 11,896.3

4분위 28,892.4 13,833.5 6,863.2 5,410.5 23,481.9

5분위 83,434.1 32,019.6 14,178.4 11,041.9 72,392.2

0 이하  4,554.2 1,027.4 1,728.6 10,653.8 -6,099.5

0~5천만 원 3,680.2 935.7 2,010.8 1,488.3 2,191.8

5천~1억 원 9,643.3 4,376.7 3,900.6 2,258.6 7,384.7

1~2억 원 18,043.2 4,903.4 9,425.3 3,521.0 14,522.2

2~3억 원 29,897.6 14,517.3 6,910.0 5,324.2 24,573.4

3~5억 원 45,616.3 21,579.0 9,601.0 6,837.8 38,778.5

5~7.5억 원 70,574.3 29,892.5 13,734.7 10,233.6 60,340.6

7.5~10억 원 98,245.8 38,123.3 16,414.6 12,489.8 85,756.0

10억 원 이상 204,059.5 56,215.7 27,347.6 25,357.6 178,701.8

<표 4> 순자산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단위: 만 원)

주:		소득5분위의	기준은	120만	원	이하가	1분위,	120~240만	원이	2분위,	240~362만	원이	3분위,	362~559만	원이	4분위,	그	이상은	
5분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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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위의 경우 3억 2천만 원 정도의 주택자산과 1억 4천만 원의 총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도 1억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순자산 평균은 7억 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주택자산, 총저축, 순자산의 전체평균이 순자산 4분위계층의 평균값에 인접하게 나타나 자산분포 역시 

상위층 집중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표 5>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상태별 자산현황을 정리하고 있음 

▶  연간소득은 ‘상용직’이 5,66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이 5,394만 원, ‘무급 및 기타’가 4,114만 

원, ‘임시 및 일용직’이 2,636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임시 및 일용직’은 상

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저축총액은 ‘상용직’이 8,988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이 7,358만 원, ‘무급 및 기타’가 4,711만 원, 

‘임시 및 일용직’이 2,04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부채총액의 경우 ‘자영업자’가 8,828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직’이 5,153만 원, ‘무급 및 

기타’가 4,338만 원, 그리고 ‘임시 및 일용직’이 2,046만 원이었음

▶  부동산자산은 ‘자영업자’가 3억 5천 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이 2억 7,305만 원, ‘무급 및 기타’

가 1억 8,535만 원, ‘임시 및 일용직’이 8,183만 원이었음

3. 베이비부머의 연금가입 현황 

   베이비부머의 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고,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통하여 은퇴 이후 노후소득 불충분성 정도를 

구분 베이비부머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 및 기타

관찰치수 2,034.0 838.0 357.0 806.0 33.0

(가중치) 100.0 40.8 18.3 39.2 1.7

가구원수 3.5 3.7 3.1 3.6 3.0

연령 50.8 50.5 51.1 50.9 51.2

연간소득 4,976.9 5,661.0 2,636.6 5,394.6 4,114.2

총자산 34,854.5 37,344.0 11,508.0 43,627.9 23,963.8

저축총액 7,178.7 8,987.8 2,994.1 7,357.9 4,710.5

부채총액 6,012.5 5,153.2 2,046.1 8,827.6 4,337.9

부동산 26,686.4 27,305.2 8,182.8 35,026.1 18,535.3

기타자산 989.2 1,050.9 331.0 1,243.9 717.9

순자산 28,841.9 32,190.7 9,461.8 34,800.3 19,625.9

<표 5>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상태별 자산현황(2009년 기준) (단위: 명, 세,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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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함

   2009년 말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중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은 490.6만 명인데, 전체 베이비부머 인구 

714.2만 명의 68.7%에 해당함

▶  이를 다시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는 85.3%, 그리고 여자는 51.7%가 가입이력이 있는데, 남자의 가입이

력 보유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80%를 넘어 가지만 여성은 대부분 50% 수준임

▶  평균납부기간을 살펴보면 남자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평균 10년을 넘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수

급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 평균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노령연급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실정임

   베이비부머 중 남성은 대부분 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 연금액은 2009년 현재 금액을 기준

으로 약 3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임

▶  여성은 기여 이력자 비율이 50%대 인데다가, 기여기간 또한 5년 정도로 짧아서 대부분의 경우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18만 원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요약하면 베이비부머 인구 중 68.7%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85.3%, 여자는 51.7%가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남자는 평균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대다수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여자는 평균가

입기간이 5년 정도이어서 일부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베이비부머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출생년도에 따라 증가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하

면 73.5% 정도가 공적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	원	정도여서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것으로	보임

구분 전체
취업자 비취업자 남자 여자

a. 공적연금만 19.0 24.5 8.0 39.2 14.0 

b. 퇴직연금만 1.0 1.5 0.0 1.9 0.7 

c. 개인연금만 6.1 5.0 8.2 0.6 7.4 

d. 공적연금+개인연금 3.2 4.4 0.9 5.0 2.8 

e. 공적연금+퇴직연금 9.9 14.9 0.0 14.1 8.9 

f. 공적+퇴직+개인연금 2.4 3.6 0.0 8.7 0.8 

g. 무연금 58.5 46.2 82.9 30.4 65.4 

    -공적연금 가입(a,d,e,f) 34.5 47.4 8.9 67.1 26.4 

    -퇴직연금 가입(b,e,f) 13.3 19.9 0.0 24.8 10.4 

    -개인연금 가입(c,d,f) 11.7 13.0 9.1 14.4 11.0 

전체(a~g)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률(2009년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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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 요약 및 시사점 

   향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

전으로 2016년 이후부터는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가구당 인원수는 점차로 줄

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근로계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2010년 현재는 6.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이 노인 1명을 각각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후소득 확보

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은퇴 전 자산축적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현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연금자산의 충분성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는 최저생계

비를 지출하기에도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후를 위한 대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또 무주택자와 비정규직종사자 역시 소득 및 자산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노후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여성가구주는 은퇴전 소득수준이 낮아서 소비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 은퇴자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소득수준을 감안한 경우에는 현재소득이 1~2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후소득부족률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됨.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3분위, 여자의 경우 1~4분위에서도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향후 은퇴자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소득계층 외에도 보유 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및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건강한 고령자들이 근로를 통한 소득확보

가 가능하도록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와 같은 중고령층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방안, 은퇴 전후 소득 및 소

비 변화폭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제도의 개선, 저소득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

저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봄

남상호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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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의 집행과 그 배경의 이해1)

-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과 TANF의 집행사례 -

1. 공공부조정책의 집행에서 배경을 보는 까닭 

   정책의 집행, 일명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의 회고와 반성

▶  협의로는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확대하여 보자면 사회정책의 집행은 과거 10여 년 간 핵심적인 정책과제

로 부상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어 왔음

▶  하지만 일명 ‘복지전달체계’라 언급되어져 왔던 사회정책의 집행은 정책의 배경이나 정책의 내용 등에 대

한 고려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고립적으로 검토되고 설계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여 왔음

▶  정책집행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 정책 집행은 정책이 실제 활동

으로 옮겨지는 과정과 활동, 그 자체를 초점으로 함. 정책이 활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는 제 정책수단이 

포함됨

▶  당연 이러한 정책의 집행은 그 정책의 배경과 정책 자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과정임. 그럼에도 이러한 관

계는 우리의 정책 집행 논의에서 자주 도외시되어왔고, 사회정책 분야에서 행정은 기술적이고 가치중립

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어옴

▶  결과적으로 정책내용이나 이러한 정책내용의 기반이 된 이념 또는 가치와는 무관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

율적인 수행 모델로서의 답이 있고,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만 있다면 정책집행의 제반 문제나 결함이 해

결되는 것으로 여겨졌음. 이러한 입장은 정책 집행 기관의 구조와 기능, 인력의 배치 등으로 한정하여 미

시적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집행의 대안을 모색하는 경향을 초래

▶  정작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지형에 대한 고려와 이를 기반으로 한 논쟁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집행으로 주제가 넘어오면 이러한 진지한 논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됨

   정책집행의 ‘배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  이 글은 공공부조 정책의 집행을 정책의 이념적·정치적 배경과 일반 공공행정의 기조, 그리고 정책내용

과의 조응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함.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조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 시도에서 

고민하여볼 시사점을 논의함

▶  특정 집행방식의 선택이 왜, 어떠한 부수적 효과(side effect)를 결과하였는지 고찰하고 결과적으로 정책

의 배경, 내용과 관련지어 행정의 각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재검토하고자 함. 전제는 정책집행의 제 선택

1)  본 원고는 아래의 원고를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현주 금현섭 박정민 황보람 박수진(2011). 공공부조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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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은 배경을 반영한 것이고 그 결과들도 그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임

▶  공공부조 정책은 빈곤, 근로빈곤의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충돌을 극

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영역이기도 하며, 이러한 점에서 공공부조 정책의 집행은 정책 배경, 정책 내용과

의 관계를 살피는데 유용성이 큼

▶  미국은 개인 책임에 대한 강조가 강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가로 빈곤에 대한 제 정책의 변화시기

마다 이러한 개인책임에 대한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곤 하였음. 특히, 60여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

던 AFDC의 폐지와 TANF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조정책이 사회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특히 공공부조정책을 중심으로 집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 개요

▶  1996년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화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PRWORA), Public Law 104-193)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에서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되었

음. PRWORA의 주된 내용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 이후 공공부조의 중심 제도였던 부양아동가족부

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와 취업기회증진 및 기술훈련 프로그램(the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JOBS), 그리고 위기지원(the Emergency Assistance: EA)

을 대체하는 정책으로 한시적요보호가족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를 

도입한 것임

▶  AFDC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합 프로그램(joint program)으로 구성·유지되며, 개인이 일정 자격요

건만 갖추면 수급권을 제공하였던 것에 반해 이를 대체하게 된 TANF는 개인에 제공되었던 현금급여 수

급권리(entitlement)를 폐지하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제공함으로써 주정

부와 지방정부가 공공부조 설계에 대한 재량권과 책임의무를 가지게 되는 변화를 유발하였음

▶  복지개혁 이전 이미 공공부조의 비용부담으로 각 주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예외조항(waiver)을 허용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정부의 자체적인 대응방안은 수급기간의 제한 등 1996년 복지

개혁의 방향과 같은 지향의 것들이었음

▶  TANF는 1) 욕구를 가진 가구를 지원하여 그 가구 내 아동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2) 대상자들이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고, 일하고 결혼하도록 하여 의존을 줄이도록 돕는 한편, 3)혼외 임

신을 예방하고 4) 양부모(two-parents)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짐

▶  TANF 체제에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일정한도의 보조금만 지원하게 되고, 정액보조금이외에 더 이상

의 연방정부 지원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복지지출을 절감할 경우, 나머지는 주정부의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정부의 지출증대 욕구를 제한하였음

▶  일생 동안의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였음. 하지만 각 주정부는 일생 중 수급 기간 제

한을 60개월보다 더 짧게 설정할 수 있으며 주정부의 일반 예산 안에서 5년 이상 현금지원을 할 수도 있

고 개개인의 근로 조건 등에 적합한 활동(직업훈련, 교육, 직업 탐색 등)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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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요건이 부과하였고, 근로관련 활동에 불참할 경우 주어지는 벌칙이 강화되

었으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보육 등도 강화됨. 부모의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이 밖에도 혼외 

출산 및 낙태를 억제하는 한편 결혼을 촉진하여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

었음. 급여를 받는 가족이 출산 등으로 가족 수가 증가한다 해도, 현금급여 액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가족

상한제(family cap)도 적용하였음

2. 1996년 복지개혁의 이념적, 정치적 배경

   미국 TANF의 이념적·정치적 배경을 보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가부장주의, 신연방주의 등으로 요약됨

▶  자유주의적 정치문화, 약한 노동계급, 분권적 연방제도, 보수양당구조, 중산층에 대한 여론의 민감성 등

으로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대두

▶  신자유주의는 개인과 지역의 자율성, 민간과 시장기제의 강화 및 공공부문으로의 적용, 근로윤리의 강조, 

근로의 강제, 수급기간의 제한 등으로 구체화되어 복지개혁에 반영되었음

▶  보수주의(또는 더 강화된 신보수주의) 이념의 핵심은 젠더, 인종 및 민족, 혹은 계급 등 개인 간의 내생

적 차이와 긴장을 수용하는데 있으며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됨

※		1996년	복지개혁의	이전의	빈곤과	공공부조정책의	수급자	규모와	구성변화도	상황	이해에	유의미함.	

수급자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AFDC로	인한	복지의존의	문제가	이슈화되었음.	이	밖에	수급자	

중	미망인의	규모는	감소하고	미혼모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가족유형의	규모가	증가하였으

며	유색인종의	수급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었음

[그림 1] 1936~2009년 미국 공공부조 수급 가구 및 수급자 규모의 변화 (단위: 년, 천 명)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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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장주의(또는 신가부장주의)는 빈곤의 원인으로 빈곤층의 결함을 지적하고, 유색인종과 이민족들의 

건강하지 않은 생활양식을 비난하여, 가족형성 및 유지, 결혼의 강조, 부의 부양의무 강화, 여성의 남성 

가장의 역할전제 등으로 그 영향이 표현되었음

[그림 2] 1969~2009년 수급자 혼인상태 비중 추이변화

	자료:	NATIONAL	EMERGENCY	TANF	DATAFILE

[그림 3] 미국 공공부조 수급자의 인종구성변화

	자료: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NATIONAL	TANF	DATA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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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적 배경은 서로 중첩되어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자유주의와 가부장주의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신자

유주의적 가부장주의(neoliberal-paternalism)로 복지개혁의 성격을 규명하기도 함 

▶  신연방주의는 연방정부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주정부의 권한을 늘리는 것을 지향. 신연방주의

는 국수주의적 이념과 결부되면서 사회적 보호에서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나 배제 등의 경향을 보

였음 

   복지개혁 당시 정치적 역학을 보자면 

▶  공화당의 주도로 분점정부의 전통이 약화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공공부조 개혁의지가 선거전과 맞물려 강

화되었음

▶  또한 선거에서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한 민주당 내 보수경향 집단, 신민주당이 공화당의 입장과 타협하면서, 

그리고 주정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주지사들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이 가세하면서 복지개혁은 완결됨

3. 1996년 복지개혁 당시 공공행정의 기조 변화

   복지개혁 당시, 미국의 공공행정 기조도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이 확산되면서 변화 중이었음

▶  복지개혁 당시의 공공행정은 레이건 행정부의 개혁으로부터 일정 수준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음. 행정개

혁은 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을 때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주 등장함. 1970년대 중반 오일쇼

크 이후 경기침체와 국제경쟁력 저하로 일반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후 가장 낮은 30% 이하의 수

준까지 떨어졌던 상황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클린턴 행정부 역시 막대한 정부부채

와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직면하였음

▶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또는 신우파(New Right)로 지칭되는 이념적 성

향의 부상과 함께 시장과 개인책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역시 이전과는 달리 모호해지는 양상을 띠게 됨

▶  이러한 기조는 민주당 정부인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전후 최대의 행정개혁2)이

라 할 수 있는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도입까지로 이어짐

▶  NPR은 정부의 새로운 규칙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규모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

산하고 전달하기 보다는 유인구조의 확립을 통해 자발적 행위를 유도하고 아웃소싱을 이용해야 한다고, 

그리고 정부기관 간 경쟁은 물론 민간부문과의 경쟁 역시 촉진되어야 한다고 간주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 개혁은 과거 대비 정부 조직보다 정부 운용의 개혁을 초점으로 하면서 한층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

2) 연방정부 역사상 가장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개혁으로 1,200여개 이상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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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밝혔던 레이건 행정부는 공무원 규모의 감소와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ants)에 보수적 성향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보수주의적 

관료 환경에서 취임한 클린턴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들에 대한 통제와 유인이 필요했고, 특히 1994

년 의회선거로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점하게 되자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관료제 개혁은 인사개혁보다는 일하는 방식인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러한 시스템 중심의 변화 입장은 클린턴 행정부 개혁을 대표하는 NPR에 대규모 관료들을 

참여시켜 개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점, IT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부를 추진한 점 등에서 볼 수 있음

▶  이 밖에 클린턴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기능축소와 권한이양, 성과중심의 행정, 공무원인력감축, 일선의 

관료의 역량과 재량을 강조, 공사행정의 차이보다 유사성강조, 시장·민간기법의 도입 추진 등 제반 개

혁의 구체적 내용을 추진

4. TANF의 집행과 그 결과 

   TANF의 집행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별로 자율성이 주어져 주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책의 집행이 차이를 보

임. 하지만 미국 전 지역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집행 상의 특징을 볼 수 있음

▶  주정부로 TANF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양(devolution)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이하

의 지역으로 권한이 재이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권한의 이양 정도가 높은 지역은 대개 소수 인종의 

수급자가 많거나 보수적인 성향의 지역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  주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공히 전 주정부에서 복지 급여와 고용과의 연계가 강화되었음. 일부 주정부는 복

지 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주관조직, 사무소의 통합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

에서 적어도 연계의 강화를 위한 절차의 변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고용서비스 제공 조직들은 복지

급여 제공조직의 구성보다 복잡하여 이러한 조직의 구성이 이후 민간의 참여나 연계의 강조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  또한 TANF의 집행에서 민영화가 강화되었음. 대상자 선정까지 민간기관으로 업무를 이관된 지역 사례

도 있음.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TANF의 집행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조직 간

의 연계가 더 절실해졌음. 한편 주정부와 급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계약이 진행

되었음. 성과는 대개 양적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민간기관들이 유리한 사례만 적격

한 것으로 판정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이밖에도 수급자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로 신청과정에 추가적 과정이 붙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진촬영, 지

문, 가정방문 등 신청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신청자의 불편을 가중하여 수급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이에 해당됨

▶  부모의 행태와 관련하여 TAN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주정부들은 수급자들이 개인책임동의

(personal responsibility agreement: PRA)를 지원의 조건으로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정책을 수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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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는 요원들이 신청자들에게 좀 더 가부장적이도록 함. 주정부에 따라서 일선 요원들은 신청자가 부모교

육, 자산관리, 생활기술, 가족계획이나 가족상담, 약물남용치료 등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결과적

으로 PRA는 복지로의 유인을 낮추고 복지의존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가정방문은 미국의 공공부조 정책 집행 역사에서 70년대 이후 사생활침해, 가부장주의 등의 문제가 이슈화

되어 TANF 이전에는 공공부조 급여의 제공에서 사실상 거의 사라졌음

▶  이 밖에도 사례관리가 강화되어 일선 요원의 근로조건 부과 등 전반적 자유재량이 증가하였음. 사례관리자

는 적격성 뿐 아니라 수급자의 행태 변화까지 관여하기를 요구받았음. TANF의 집행에서 사례관리는 책무

성의 감소와 특수주의의 증가, 혹은 시민과 공공부조 담당 직원간의 관계의 재량적 성격강화를 의미하는 것

으로, 그리고 사례관리가 공공부조 집행의 규칙과 절차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론장이 아닌 폐쇄적이고 

소수만의 접근과 재량이 허용되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있음

▶  TANF의 집행을 위한 인력이 증원되지 않고, 사례는 줄지 않으며, 추가적 업무가 증가하면서 일선에서는 

전산화의 추진을 필요로 하였음. 하지만 전산화는 수급자의 조건부과, 적격성 심사의 엄격성, 부정수급 모

니터링과 관련하여 더 많이 활용되며 전인적 접근을 방해한다고 비판받기도 함

   TANF의 집행은 시민권의 시장화로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

▶  1996년 공공개혁으로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가 감소하고, 근로참여도 증가하여 정책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

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공공성 저하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확산

▶  비판의 핵심은 이러한 방식의 집행 변화가 결국 빈곤층의 권리를 부정, 시민권의 보장을 불안정하게 하였다

는 것임. 수급자의 법적 권리가 부정되면서 1997년 Wisconsin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호원칙(the 

process protection)을 대신하여 판단오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사실확인과정’을 도입하였음. 결과적으

로 민간은 시행령(administrative rules)이 아닌 계약서에 의존하게 되고, 수급자는 주정부 또는 민간과 계

약관계에 놓이게 됨

▶  이 밖에도 성과중심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급자 선별(creaming)의 문제와, 준비되지도 않은 채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압박을 받는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음. TANF와 달리 수급권에 의해 수급자격을 

갖는 Medicaid나 Food Stamp의 신청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빈곤층의 생활은 더 어려

워지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5. 정책의 집행과 배경의 상호 조응  

▶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공부조의 집행에는 해당 정책의 이념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 그리고 이러한 배경의 

영향을 받은 정책의 내용과 공공행정의 기조가 영향을 주게 됨

▶  전반적으로 공공행정의 기조에는 이념적 배경 중 신자유주의가 신공공관리론을 통하여 영향을 준 반면, 공

공부조 정책에는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가부장주의가 공히 영향을 주었음. 공공부조의 집행에는 이념적 

배경의 전반이, 공공부조 정책과 공공행정의 원리를 통하여 공히 영향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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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 집행의 대안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에서는 2000년 이후 그 수급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음. 2005년 

분권이 본격화된 시기, 다행스럽게 공공부조는 분권 대상에서 빠졌고 수급 권리가 계속 유지됨

▶  하지만 공공부조 제도 중 자활사업은 고용서비스와 함께 그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지 않고 진행 중

이기도 함. 근로와 공공부조 수급의 결합을 유지할 경우 분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 이유는 미국의 경험에서 

보자면 분권이 기초보장에 대한 권리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높기 때문임

▶  자활사업은 현재 민영화가 진행된 상태. 그리고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고용지원에서 민영화는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민영화의 선택에서 미국의 TANF 집행이 초래하였던 부작용들, 수급자의 편향적 

선택이나 판정, 이윤추구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야 할 것이라 판단

▶  성과 중심의 평가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중 자활사업에도 적용 중에 있음. 이러한 평가가 자활사업의 정서적 

지원이나 건강한 근로 유지와 같은 주요한 의미들을 사상시키지 않도록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임

▶  공공부조의 집행에서 중립적인 답안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사례관리와 전산화도 당시의 정책적 지향

과 함께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보아야 함. 사례관리는 그 자체로는 선(善)이라 말하기 어렵고, 

사례관리를 제대로 선택하자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목적(근로조건의 강력한 부과, 또는 필요한 고용관련 

서비스의 탐색과 지원 등), 전문가의 자유재량과 같은 전제의 확보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림 4] 미국 공공부조 수급자의 인종구성변화

	자료: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NATIONAL	TANF	DATAFILE

이현주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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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1.  우리나라 입양실태

   요보호아동의 발생규모 및 보호형태

▶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발생규모는 1997~2009년 동안 9.2%의 증가율을 보임

·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발생	규모는	1997년	IMF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0년대	중반에

는	다소	감소하였고,	2007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증가추세로	돌아섬

▶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보호형태는 2000~2009년 동안 가정보호는 감소하고 시설보호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가정보호 중 위탁보호가 입양보다 2~3배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위탁보호가	입양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입양자체도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요보호아동의	자

질	측면에	문제점을	내포함

[그림 1]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발생규모 추이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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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입양추이

▶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입양은 1998년 이전에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2.5배 높은 수준을 보이

다, 1999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입양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9년 국내입양은 국외보다 7.8%p 높아짐

·		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계획’1)을	발표하여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

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

여	국외입양	절차를	보완하고	국내입양	우선추진제2)를	실시함

·		그럼에도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과한	것은	절대적인	국내입양의	양적	증가보다는	국내입양	우선추

진제도에	근거한	국외입양의	감소에서	오는	영향으로	국내입양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

[그림 2]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보호형태 변화 추이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1)  정부는 1976년, 1989년에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한 국외입양중단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1994년에 국외입양중단 정책을 철회하였고, 1997
년에 다시 국외입양전면중단을 발표하였으나, IMF 위기가 발생하여 국외입양중단 정책은 사실상 철회됨 

2)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는 입양대상 아동을 5개월 간 국내 입양 허용 후 실패할 경우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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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입양의 문제점

▶  저출산시대에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은 아동인구의 양적 감소를 의미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

가와 사회의 책임회피로 국제사회에서 불명예를 야기함

▶  국외입양은 입양아동의 인권, 타문화와 새로운 가족과의 적응과 갈등 문제, 개인·가족·민족의 정체성 

등의 문제를 발생함3) 

·		국외입양은	자아정체감의	혼돈,	친생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실감	및	입양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가족,	또래집단	및	지역사회에서	부적응을	유발함	

   국내입양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는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이 지배적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고, 양육 및 경제 등 

입양부담으로 인하여 입양문화가 정착되지 못함

·		우리나라	국민의	입양기피요인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나타났으며,	일

반국민의	입양수용성은	85.5%로	높은	편이나4)	가정환경	및	경제적	부담으로	국내입양이	저조함	

▶  국내입양은 아동의 이익·욕구 중심이 아닌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성별, 건강상태, 연령조건을 중심으로 

제한적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아동, 연장아동, 남아 등은 입양의 사각지대에 놓임

·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입양아동의	선호도는	3세	미만의	여아에	집중되며,	남아·연장아동·장애아동의	

입양의향은	12.5~33.6%로	상당히	저조함

[그림 3] 연도별 국내외입양 추이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3) 윤택림(2005), 입양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정신문화연구, 28(1), pp.71-94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85.8%이었고, 입
양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12.4%, 잘모르겠다는 1.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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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그림 4] 우리나라 국민이 입양을 기피하는 이유 (단위: %)

주:	일반국민의	분석대상수는	1,000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5] 우리나라 국민의 입양아동의 선호도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일반국민	1,000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6] 우리나라 국민과 입양가족의 입양의향 비교 (단위: %)

주:	일반국민의	분석대상수는	1,000명,	입양가족의	분석대상수는	137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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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입양가족이	고려한	입양아동조건도	건강,	성별	및	연령이	88.3%를	차지하며,	남아·연장아의	

입양의향은	68.7~73.5%로	높으나,	장애아동은	29.4%로	저조한	편임	

▶  아동권익 보호 차원의 입양관련 법·제도 구축이 미흡함

·		현행	입양제도는	입양부모가	관련	서류를	입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데,	이러한	신고제에	근거한	입양제도는	입양부모의	적합성을	심사

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아동보호에	취약성을	드러냄

-		입양부모의	연령,	재산,	양자에	대한	의무사항,	장애여부,	직업	등	다양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입양부모의	범죄력	특히	성범죄	및	폭력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장

치가	미흡함	

·		또한,	입양시	친부모,	직계존속,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불분명하

며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후	취소에	대한	조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친생부모의	법적인	양육권	보장이	

불가능함

	-	입양아동의	동의	연령도	15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최근	아동의	정신적	성숙도를	반영하지	않음

▶  입양관련 인프라의 질적 미흡으로 입양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이 떨어짐 

·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안정적인	입양사업	수행이	어려우며,	입양기관	실무자의	전문

성도	다소	부족한	상황임

-		입양기관	실무자의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지원	부족이	많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기관에	필요한	지원으로	예산지원	확대가	높게	나타나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잘	반영함5)	

[그림 7] 입양기관의 국내입양업무수행상의 어려움 (단위: %)

주:	입양기관	실무자의	분석대상수는	79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현 입양기관은 물가상승률과 입양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2001년에 산정된 입양비용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
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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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입양기관	실무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참여도와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업무능력	향

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욕구가	높아서	입양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

텐츠가	필요함

-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아동,	입양부모의	특성	및	파양현황	등	입양자료가	DB

화	되지	않아서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력	및	서비스	수행에	효율성이	떨어짐

▶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6)의 부재로 입양아동의 가정적응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follow-up이 미

흡하여 아동인구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현	사후관리서비스는	6개월에	불과하며	입양가족의	사후관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		입양가족의	사후관리	필요도는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입양아동에	따라	또는	입양부모가	

원할	때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음

-		또한,	현	사후관리기간에	대해	입양가족의	49.6%가	불만족을	보였고,	희망하는	사후관리방식은	과

반수	이상이	지속적인	관리를	희망하였고,	나머지는	선택적	사후관리서비스와	입양	후	적응기간	동

안만	사후관리서비스를	희망함

6) 사후관리란 입양전문가가 입양이 된 후에 입양가정에서의 입양아의 적응상태를 도와주며 입양아동의 복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그림 8] 입양가족의 사후관리서비스 필요도 (단위: %)

주:	입양가족의	분석대상수는	137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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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수용성 제고

▶  생애주기단계별로 교육기관 중심의 입양교육과 홍보 실시

·		유아교육기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단계별로	각	교육기관에

서	입양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체계화	

·		정규	교육과정에	입양은	제2의	출산이고	입양가족은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입양관련	콘텐츠	포함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의 지속적 실시

·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특히	아동복지기관과	단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보건의료인	등	요보호아동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	강화	

▶  일반국민 대상의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		인터넷	사이트,	TV·신문·라디오	및	간행물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

   입양사각지대 아동의 입양 제도권 유입

▶  국내입양이 어려운 연장아동, 장애아동 등을 입양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입양기관	인프라의	양적·질적	확대	

·		입양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예비입양부모의	교육	강화

·		입양아동의	의료비·양육수당·보육료	등의	지원	확대

   입양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욕구 중심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그림 9] 입양가족의 희망하는 사후관리방식 (단위: %)

주:	입양가족의	분석대상수는	137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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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		입양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필요

-		입양아동이	배치된	지	3개월	이후에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조사한	입양아동	적응보고서와	함께	

입양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청구하면	판결하는	시스템	도입

▶  입양부모 자격 조건의 강화

·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입양부모자격에	범죄력을	명시하고	입양부모의	

범죄	특히	성범죄	및	폭력범죄,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시스템	도입	

▶  입양동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강화

·		입양동의	조항에	친부모가	입양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

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		친생부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하여	친부모의	입양동의는	출산	후	15일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며,	입양	

동의	후	30일	이내에는	입양동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입양아동의	동의	연령	하향	조정으로	아동권리	강화	

▶  입양인프라의 질적 제고

·		입양기관간	재정	형평성	제고	및	재정	확대

-		국내입양	아동수의	차이	감안	및	입양수수료의	일원화된	기준설정으로	입양기관간	재정	불평등	해소

-		물가상승률과	입양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지원	확대		

·		입양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		입양실무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이론	및	임상	필수교육	실시

-		교육	내용은	입양실무자의	욕구를	반영한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콘텐츠	강화

-		기관통합적인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입양실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도모하고	신규인력의	교육·

훈련	과정에	활용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확대

▶  사후관리서비스 기간 확대

·		입양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상담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	필요

-		현행	6개월의	사후관리기간을	아동의	정체감	확립시기인	청소년기까지로	연장하여	사후관리의	실

효성	제고

▶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		사후관리서비스는	입양가족의	욕구가	높은	정보제공,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교육,	입양부모상담	그리

고	입양자녀와의	의사소통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김유경 (복지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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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

1. 보육료 지원과 아이사랑카드제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 수준의 공공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1)

▶  보육서비스에 이용에 따르는 비용 발생에 대한 공적 지원이 결여되거나 제한적인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서비스 이용기회가 불공평하게 배분되어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발달의 계층화를 피할 

수 없음

·		OECD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담보하지	못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보육재정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2조 4,784억 원(GDP 대비 0.22% 

로 추정)에 이르고, 이 가운데 부모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예산의 비율이 78.1%를 차지하

고 있음2)

   정부는 보육료 지원 방식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

는 아이사랑카드제도를 2009년 9월 전면 도입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

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보육료 지원 과정에 관계되는 주요 관계자의 입장에서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

과 같았음3)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고지원 보육사업 총예산(A) 1,043,824 1,417,780 1,710,430 2,127,509 2,478,380

보육료 지원(B) 593,605 807,851 1,282,168 1,632,204 1,934,611

총보육 재정 대비 보육료 지원 비율(A/B) 56.9 57.0 75.0 76.7 78.1

자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년도

<표 1> 국고지원 보육사업 예산 대비 보육료 지원 규모의 변화 (단위: 백만 원, %)

1) OECD, 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2006

2)  2011년도 3월부터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아동이 대폭 확대되어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영유아(만0~4세) 가구의 소득하위 70%로, 소득인정액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가 보
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1.31)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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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4)

   보육료 지원대상의 92%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결제 과정에서 정부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있

었으며, 보육료 지원이 가계에 ‘많이’ 또는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88.5%를 차지함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보육료 지원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 취약 계층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간접적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1] 주요 정책관계자별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150만 원  

미만
150~300 
만 원 미만

300~450 
만 원 미만

450만 원  
이상

전체 Chi-test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3.0 8.5 19.0 5.3

48.2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3.0 11.3 19.0 6.2

약간 도움이 된다 14.8 24.8 34.9 33.3 26.6

많이 도움이 된다 82.0 69.2 45.3 28.7 6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5,	**p<.01,	***p<.001	

자료:	박세경·강혜규	외,	「아이사랑카드제도	효과성	평가	2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2>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별 정부 보육료 지원의 가계 도움 정도 (단위: %)

4)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 직전 ’09.8)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입 1년이 경과된 시점(’10.9)에서 2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관계자(보육서비스 이용자, 보육시설 시설장,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들의 제도 인지수준과 기대수준, 만족도 등을 조
사, 비교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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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4점(SD=.86)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고 있

으며, 특히 전자카드를 이용한 보육료 결제 방식에 대해 제도 도입 이전의 우려와 달리, 만족도 평균점수가 3.5

점(SD=1.02)으로 가장 높았음

▶  이용자들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방식이 시설지원 중심에서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만족

도 평균점수는 3.6점(SD=.72)으로 나타났음

·		반면,	‘아이사랑카드의	신청	및	발급’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평균	3.0점,	

SD=.92),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정의	개선이	요구됨

·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이	이루어지고,	보육료	지

원	자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자산	조사	등이	최소	14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음

   아이사랑카드 사용의 편리성 및 보육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체감도 향상 등 제도 도입 초기에 기대되었던 직접

적 효과는 확인된 반면,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 강화, 보육서비스 제공과정의 질적 변화를 가시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아이사랑카드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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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 이전에 확인된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중한 시설 선택’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도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제, 신중한 시설선택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0%에 불과하

였음

▶  ‘시설간 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실제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 1년

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4%로 나타남

   아이사랑카드의 도입과 함께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으로서 4차원으로 구성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이 운영되고 있음5)     

·		조사대상	아이사랑카드	이용자들은	한달	평균	1.6(SD=2.87)회	포털에	방문하고	있었으며,	1회	방문

시	평균	접속시간은	32.1(SD=65.68)분에	불과하였음

·		아이사랑보육포털의	확대·개편	이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인지수준이	낮

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들의	포털	이용이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3.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가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도입은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지원 규모는 종전과 동일하되 정책적 기대효과 달성을 위

한 과정적 절차에 대한 공유 의식이 향상되면서, 보육시설 시설장의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에 대한 지지도가 크

게 높아졌음

[그림 3] 제도도입 직전의 기대수준과 도입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경험적 판단

5)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a)부모지원시스템(아이사랑보육포털), b)어린이집지원시스템, c)바우처지원시스템, 그리고 d)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음. 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의 경우, 어린이집 검색 및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 및 육아정
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아이사랑카드의 사용내역 조회 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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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제도의 이용 편리성 측면에 대한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가 결과,‘카드를 이용한 기타 운영경비의 

결제’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음 

▶  ‘카드 이용 보육료의 결제’에 대한 평균 점수가 3.3점(SD=1.2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카드 신청 

및 발급과정에 대한 부모 안내’(평균3.2점, SD=.99), ‘아이사랑카드제도의 개인정보 보안수준’(평균3.2

점, SD=.95), ‘카드 이용관련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평균3.0점, SD=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4]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장의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에 대한 지지도

주:		‘전혀	지지하지	않음=1점’,	‘전적으로	지지함=5점’의	5점	만점	항목에	대한	평균	분석결과이며,	1차	조사는	제도도입	이전	조사	결과
이고,	2차는	제도	도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조사결과임

[그림 5] 보육시설 시설장의 아이사랑카드제도 이용 편리성에 대한 평가 결과

주:	‘매우	불편=1점’,	‘대체로	불편=2점’,	‘보통=3점’,	‘대체로	편리=4점’,	‘매우	편리=5점’의	5점	만점	항목에	대한	평균	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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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육시설 시설장의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부분은 ‘보육료 수납의 

효율성 측면’으로 5점 만점에서 평균 3.4점(SD=1.26) 이었음     

▶  아울러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도입으로 ‘시설 재정운영의 투명성·효과성 제고’ 및 ‘보육료 지원 행정업무 

편의성 제고’(각 3.3점, SD=1.16과 1.24) 등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그러나 ‘부모의 시설방문 증가’,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관심 증가’, 또는 ‘보육시설간의 서비스 경쟁 심

화’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간접적 편익 창출 효과는 

제한점임을 알 수 있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이용 만족도 파악의 일환으로 동 시스템의 세부 기능별로 

편리성에 대한 시설장들의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8점(SD=.69)의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음

[그림 6] 보육시설 시설장의 아이사랑카드 제도 운영에 대한 기대와 성과의 비교

주:	1차	조사는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	이전의	조사결과이고,	2차	조사는	제도	도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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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평가

   보육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제도 도입 직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     

▶  제도 운영 1년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사랑카드제도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에 대해 담당공무

원들의 ‘절대적으로’ 또는 ‘대체로’ 지지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비율의 87.4%를 차지하였음

[그림 7] 보육시설 시설장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중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이용 편리성에 대한 평가 결과

[그림 8]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에 대한 지지도 

주:	1차	조사는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	이전의	조사결과이고,	2차	조사는	제도	도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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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제도를 적용한 보육료 지원 방식의 변화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부담이 종전에 비해 

수월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직전의	담당공무원들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업무가	나아질	것‘(약간	또

는	훨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9%였으나,

·		제도	도입	1년	후	조사한	결과	업무처리가	‘수월해졌다’(약간	또는	훨씬)고	응답한	비율이	82.7%로	나

타났으며,	적극적	변화를	인정한	응답	비율은	28.7%였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중에서 행정지원시스템의 세부 기능별 업무수행 편리성에 대해 5점 만점 평가에서 

평균 3.2점(SD=.76)의 ‘보통’ 수준을 상회하였음

·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중	행정지원시스템	이용에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기능

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의	연계	업무처리로	5점	만점에	평균	2.7점(SD=1.17)이었음

주:		1차	조사:	1=훨씬	어려워질	것임,	2=약간	어려워질	것임,	3=예전과	동일할	것임,	4=약간	나아질	것임,	5=훨씬	나아질	것임	
2차	조사:	1=훨씬	어려워졌다,	2=약간	어려워졌다,	3=예전과	동일하다,	4=약간	수월해졌다,	5=훨씬	수월해졌다

1차 조사 (아이사랑카드 도입 직전)
훨씬  

어려워질 것
약간  

어려워질 것
예전과  

동일할 것
약간  

나아질 것
훨씬  

나아질 것
합계

보육료 지원업무 변화 예상 2.2 11.2 11.2 60.7 11.2 100.0(89)

2차 조사 (아이사랑카드 도입 1년 후)
훨씬  

어려워짐
약간  

어려워짐
예전과 동일

약간  
수월해짐

훨씬  
수월해짐

합계

제도 시행 후 보육료 지원업무 변화 3.4 8.0 5.7 54.0 28.7 100.0(87)

<표 3>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 이후 업무부담의 변화 예상 및 결과 (단위: %, 명)

[그림 9]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中 행정지원시스템 편리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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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아이사랑카드제도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에 대한 지지

도 향상 및 업무부담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의 단축과 같은 직접적인 제도 도입 효과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었음

▶  이는 보육료 지원 관련 단순 집행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행정력을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자격관리, 시설

관리 및 기타 업무에 전환하여 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보육료	지급	업무	가운데	보조금	신청내역의	검토,	확인,	반려,	승인	업무시간은	평균	 11.5시간

(SD=8.93)에서	8.5시간(SD=10.07)	감소한	반면,

·		보육시설	현장점검	및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와	경력관리	업무	등에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음

5.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발전 과제

   보육시설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바우처제도 설계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

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확보 시급    

▶  신뢰하고 접근 가능한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

한적일 수밖에 없음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한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합성을 갖

추기 위한 정책연계가 필요    

▶  보육서비스에 품질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바탕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도모함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제공되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이사랑카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기능을 강화    

구분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 직전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 1년 경과 후

보육료 지급 
업무

보육료 지원 관련 증빙서류 수합 및 확인 4.7(2.83) 5.8(6.97)

e-보육/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조금 신청내역 검토·확인·반려·승인 11.5(8.93) 8.5(10.07)

유아학비·양육비 대상자 중복지원 확인 2.0(2.24) 3.0(3.49)

시설·이용자 
관리 업무

현장점검 조사 5.3(4.34) 6.5(6.16)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및 임면, 경력관리 관련 업무 2.5(3.01) 4.2(4.71)

<표 4>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주요 업무유형별 주평균 소요시간 및 전체 업무 중 차지 비중의 변화 (단위: 시간, 괄호 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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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제도가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추동하면서 이용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 제공과정에 대

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의 통과여부 뿐만 아니라 세부적 평

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아이사랑카드 이용 부모의 보육과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   

▶  보육과정에서 부모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참여정도가 여전히 미흡한데, 영유아기 보육과정

에서 부모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정책적으로 부모참여 동인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박세경 (복지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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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

1. 복지수준 비교분석의 필요성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력정도, 재정건전성, 복지재정지출정도, 복지수요정도, 

국민행복정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들 5개 부문에 대한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OECD 30개 국가의 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함

2. OECD 국가 부문별 복지수준 평가 결과

   경제활력도

▶  경제활력도 부문은 스위스가 0.711점으로 1위, 네덜란드가 0.661점으로 2위, 노르웨이가 0.658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12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25위)과	고용률(22위)에서는	하위권이나,	생산성증가율(1위)과	실질경제성장

률(6위)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순위에	위치함

부문 개별지표

경제활력도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물가상승률, 1인당 GDP

재정지속도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율,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부담률

복지수요도 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장애인비율, 산업재해발생률

복지충족도
공적연금소득 보장률, 건강보장률, 고용보장률, 아동 및 보육지원율, 장애급여 보장률, 국가
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국민행복도 자살률,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여가시간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1> 총 5개 부문 27개 복지지표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0.711 11 캐나다 0.584 21 폴란드 0.513 

2 네덜란드 0.661 12 한국 0.575 22 스페인 0.511 

3 노르웨이 0.658 13 일본 0.565 23 뉴질랜드 0.509 

4 룩셈부르크 0.654 14 아이슬란드 0.550 24 체코 0.506

<표 2> 경제활력도 국가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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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속도

▶  복지재정의 지속도는 멕시코가 0.845점으로 1위, 터키가 0.802점으로 2위, 호주가 0.791점으로 3위이

며, 한국은 4위로 높은 순위를 보임

·		재정지속지표는	역기능	지표로	평가하였으므로	조세	또는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재정	부담	비율이	낮

은	국가의	순위가	높	게평가됨.	이에	따라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주로	중하위권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6위), 재정적자율(6위), 조세부담률(8위), 사회보험부담률(10위)이 상위권에 

위치하여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함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5 슬로바키아 0.625 15 핀란드 0.549 25 벨기에 0.447 

6 오스트리아 0.607 16 스웨덴 0.543 26 아일랜드 0.443 

7 호주 0.600 17 덴마크 0.538 27 이탈리아 0.406 

8 미국 0.593 18 그리스 0.524 28 헝가리 0.402 

9 독일 0.590 19 포르투갈 0.518 29 멕시코 0.379 

10 영국 0.585 20 프랑스 0.514 30 터키 0.190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멕시코 0.845 11 미국 0.659 21 네덜란드 0.554 

2 터키 0.802 12 캐나다 0.652 22 스웨덴 0.550 

3 호주 0.791 13 스페인 0.615 23 그리스 0.524 

4 한국 0.775 14 폴란드 0.600 24 오스트리아 0.520 

5 뉴질랜드 0.725 15 체코 0.594 25 일본 0.516 

6 스위스 0.714 16 영국 0.588 26 헝가리 0.508 

7 노르웨이 0.696 17 핀란드 0.578 27 아이슬란드 0.498 

8 슬로바키아 0.686 18 독일 0.570 28 벨기에 0.458 

9 룩셈부르크 0.680 19 포르투갈 0.567 29 프랑스 0.448 

10 아일랜드 0.664 20 덴마크 0.562 30 이탈리아 0.432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3> 재정지속도 국가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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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수요도

▶  현재 및 향후 복지 분야 수요 정도는 아이슬란드가 0.800점으로 1위, 덴마크가 0.792점으로 2위, 노르

웨이가 0.785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17위로 중위권에 위치함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3위),	실업률(4위),	장애인	출현율(2위)은	상위권이었으나,	산재발생률(29

위),	지니계수(17위),	상대빈곤율(24위)	등	분배관련	지표는	중하위권임

▶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장애연금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정책 및 소득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수요가 좀 더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됨

  복지충족도

▶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비도는 룩셈부르크가 0.796점으로 1위, 프랑스가 0.761점으로 

2위, 스웨덴이 0.741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28위로 최하위권임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15위)과	보육지원율(15위)	지표에서만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고,	공

공사회복지지출비율(29위),	장애급여	보장률(29위),	건강보험	보장률(27위),	고용보험	보장률(22위),	

국가투명도(22위)	등	대부분의	지표는	중하위권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아이슬란드 0.800 11 호주 0.651 21 아일랜드 0.553 

2 덴마크 0.792 12 핀란드 0.649 22 이탈리아 0.517 

3 노르웨이 0.785 13 벨기에 0.638 23 독일 0.514 

4 체코 0.770 14 영국 0.630 24 그리스 0.513 

5 네덜란드 0.761 15 슬로바키아 0.627 25 폴란드 0.480 

6 스위스 0.751 16 뉴질랜드 0.606 26 멕시코 0.473

7 오스트리아 0.746 17 한국 0.593 27 미국 0.460 

8 룩셈부르크 0.736 18 헝가리 0.590 28 스페인 0.411 

9 스웨덴 0.728 19 캐나다 0.578 29 포르투갈 0.404 

10 프랑스 0.659 20 일본 0.558 30 터키 0.253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4> 복지수요도 국가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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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도

▶  국민들의 행복도는 노르웨이가 0.811점으로 1위, 네덜란드가 0.793점으로 2위, 덴마크가 0.780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29위로 복지충족지표와 더불어 최하위권임

·		우리나라는	자살률,	출산율,	여가시간	지표에서	최하위였으며,	주관적	행복도	25위,	평균수명	19위	등	

국민행복지표	전반에서	순위가	낮았음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룩셈부르크 0.796 11 헝가리 0.676 21 스위스 0.537

2 프랑스 0.761 12 이탈리아 0.670 22 아이슬란드 0.516

3 스웨덴 0.741 13 독일 0.664 23 슬로바키아 0.472

4 노르웨이 0.734 14 네덜란드 0.642 24 폴란드 0.464

5 오스트리아 0.717 15 체코 0.593 25 아일랜드 0.455

6 벨기에 0.711 16 그리스 0.580 26 호주 0.444

7 덴마크 0.710 17 일본 0.564 27 미국 0.372

8 스페인 0.706 18 영국 0.562 28 한국 0.363

9 포르투갈 0.703 19 캐나다 0.557 29 터키 0.311

10 핀란드 0.70 20 뉴질랜드 0.538 30 멕시코 0.080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5> 복지충족도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노르웨이 0.811 11 핀란드 0.668 21 오스트리아 0.581 

2 네덜란드 0.793 12 벨기에 0.660 22 이탈리아 0.527 

3 덴마크 0.780 13 스페인 0.657 23 일본 0.469 

4 스웨덴 0.775 14 미국 0.656 24 체코 0.464 

5 호주 0.751 15 아일랜드 0.651 25 포르투갈 0.439 

6 영국 0.742 16 스위스 0.635 26 터키 0.437 

7 뉴질랜드 0.741 17 멕시코 0.618 27 폴란드 0.353 

8 프랑스 0.721 18 룩셈부르크 0.605 28 슬로바키아 0.289

9 아이슬란드 0.713 19 그리스 0.598 29 한국 0.190 

10 캐나다 0.690 20 독일 0.588 30 헝가리 0.174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6> 국민행복도 국가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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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복지지수

▶  5개부문을 종합한 결과, 노르웨이가 0.734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룩셈부르크 0.705점, 네덜란드 

0.675점, 덴마크 0.674점, 스웨덴 0.668점, 스위스 0.661점의 순임

·		주로	전통적인	유럽	복지강국들의	순위가	높은	반면,	동구권	국가들과	미주,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국의	종합점수는	0.499점으로	OECD	회원국	중에	26위임

3. 한국의 복지수준 평가

   한국은 OECD 30개 국가 중 26위(종합평균 0.499점)로 하위수준이지만, 국민경제수준이나 복지제도 발전정

도를 볼 때 예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부문별로는 경제활력도(12위)와 재정지속도(4위)는 비교적 높은 반면, 복지수요도(17위)는 중위수준, 복

지충족도(28위)와 국민행복도(29위) 등은 낮게 나타남

·		고용률은	낮지만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닌	점,	1인당	GDP	자체

가	OECD	국가들	중에는	비교적	하위인	점,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	등이	아주	나쁘지는	않

다는	점의	요인으로	복지충족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한국의 종합복지지수 순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부문은 국민행복도임

▶  평균수명은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행복도가 낮고, 자살률, 여가시간, 출산율 등이 세계 최저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노르웨이 0.734  11 영국 0.613 21 슬로바키아 0.543 

2 룩셈부르크 0.705 12 뉴질랜드 0.612 22 아일랜드 0.541 

3 네덜란드 0.675 13 캐나다 0.606 23 일본 0.540

4 덴마크 0.674 14 아이슬란드 0.603 24 미국 0.533 

5 스웨덴 0.668 15 독일 0.592 25 이탈리아 0.521 

6 스위스 0.661 16 벨기에 0.588 26 한국 0.499 

7 오스트리아 0.641 17 스페인 0.588 27 헝가리 0.493 

8 핀란드 0.633 18 체코 0.588 28 폴란드 0.486 

9 호주 0.628 19 그리스 0.598 29 멕시코 0.443 

10 프랑스 0.627 20 포르투갈 0.544 30 터키 0.389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7> 종합복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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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기 때문임

·		다른	부문보다	낮게	평가된	이유는	최근	복지지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지출	수준이	낮

고,	복지지출이	확대되었으나	복지체감도가	낮으며,	심한	경쟁등으로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복지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한국복지는 그러

한 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4. 주요국의 복지수준 평가

가. 스웨덴

   스웨덴의 최종순위는 5위로, 종합 평균은 0.668점임

▶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高)부담-고(高)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적인 구

조가 정착되어 있는 만큼, 국민행복도, 복지충족도, 복지수요도는 상위권임

▶  국민부담률이 GDP의 47.1%(2009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세금 인하를 추진하

면서 세금 부담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세금부담률이 높아 재

정지속도는 하위권에 위치함

[그림 1] 한국의 종합결과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구분 종합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OECD 평균 0.586 0.535 0.612 0.608 0.578 0.593

한국 0.499(26위) 0.575(12위) 0.775(4위) 0.593(17위) 0.363(28위) 0.190(2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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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영국의 최종순위는 11위로, 종합평균은 0.613점임  

[그림 2]  스웨덴의 종합결과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구분 종합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OECD 평균 0.586 0.535 0.612 0.608 0.578 0.593

스웨덴 0.668(5위) 0.543(16위) 0.550(22위) 0.728(9위) 0.741(3위) 0.775(4위)

[그림 3]  영국의 종합결과

구분 종합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OECD 평균 0.586 0.535 0.612 0.608 0.578 0.593

영국 0.613(11위) 0.585(10위) 0.588(16위) 0.630(14위) 0.562(18위) 0.74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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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민행복도와 경제활력도는 높

아 최근의 재정적자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복지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은 급증하는 재정적자로 최근 복지개혁안을 발표하여 근로연계형 복지로 근로유인효과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아동보육 및 노동시장에의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출산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5. 시사점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높은 복지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단순히 

복지충족도 측면 즉,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재정적 성과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과 미국은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 순위는 23위로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고, 헝가리, 폴란

드, 멕시코, 터키 등이 한국보다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음

   2011년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현상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재정적 우위성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상황으로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인 활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측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나, 향후 복지수요의 

충족 정도와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정도에서는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는	향후	복지수요의	급속한	증가를	예

상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서,	재정	및	제도간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복지충족도 측면에서 각 개별지표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중간수준이지만 광범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고, 건강보장은 지출비중은 

높지만 보장률은 낮은 상황임

·		고용보장은	중하위권,	아동	및	보육지원	측면	역시	중위권,	장애급여	보장은	최저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유의하여야 할 점은 각 지표값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값들로 구성되어 있어 선진국의 경우 큰 차이

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 및 시행으로 다소는 개선된 상황이라는 점임

·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2008년에	시행되었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은	통계의	시차성	때문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아직은 활력있고 건전한 국가상황이므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확충과 제도개혁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임성은 (복지서비스연구실 전문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

 우선희 (기초보장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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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소득 양극화 추이 분석

1. 한국의 소득 양극화

가. 5분위배율

   2010년 소득분배지표(전국 가처분 소득기준) 격차는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

▶  2011년 1/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

·		1분위(2.4%)와	5분위(2.1%)	증가폭은	2~4분위의	증가폭(4.0~6.4%)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소비지출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

·		1분위(6.8%)와	2분위(11.2%)의	소비지출	증가폭이	3~5분위	증가폭(0.6~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나. 중산층비중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구조는 2007년까지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 빈곤층의 비중이 감소

▶  반면, 중간층의 비중은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그림 1] 한국의 5분위배율(2인 이상, 도시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335

복
지

서
비

스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Ⅴ

▶  그러나 노인가구를 포함한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

·		이는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중간층의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	2000년대	중반	한국	노인인구의	상대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인	13.3%의	3.4배	이상임

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증가세 주춤 

▶  1990년대 초반에는 0.25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0.288로 급증

·		외환위기	전후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니계수	상승

▶  2007~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0.294, 2009년 0.295로 소득불평도가 심화되었으

나 2010년 0.289로 낮아져 다소 완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 0.026 수준의 개선효과 유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곤층 12.53 13.13 13.76 13.70 14.21 14.15 14.12 13.83

중하층 13.70 13.11 13.00 13.47 12.64 12.01 12.75 12.47

중간층 54.51 53.84 53.14 51.87 51.59 52.39 52.22 53.07

상류층 19.26 19.92 20.11 20.96 21.56 21.45 20.91 20.63

주:		1)	농어가가구	제외	
2)	빈곤층은	중위소득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1> 한국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2인 이상)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빈곤층 16.28 17.19 17.76 18.42 18.30 14.15 14.12 13.83

중하층 12.56 11.97 11.66 11.97 12.01 12.01 12.75 12.47

중간층 48.36 47.56 47.11 46.08 47.60 52.39 52.22 53.07

상류층 22.79 23.29 23.47 23.53 22.09 21.45 20.91 20.63

주:		1)	농어가가구	제외	
2)	빈곤층은	중위소득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2> 한국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1인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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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 최소화

·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추진	및	복지확대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산되는	역할	수행

라. 최근 분배지표 개선의 의미

   최근의 분배지표의 개선의 1차적 원인은 성장률의 회복에 있음.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Trickle Down 효과가 부분적으로 시현된 것으로 판단됨1)

▶  2차적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저금리 현상으로 인하여 이른바 불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

득층의 소득증가 둔화 

[그림 2] 한국의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하면 양극화 지수는 2.3~5.1% 감소함(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연도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이자율(3년 만기 국고채금리) 
부동산 가격변동률 

(주택매매 가격 동향)

2007 5.1 5.23 3.1

2008 2.3 5.27 3.1

2009 0.3 4.04 1.5

2010 6.2 3.72 1.9

<표 3>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부동산 가격변동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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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 사회복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도 하위층의 소득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2. OECD 국가의 소득양극화

   지난 10년간 하위 5분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 비율이 이탈리아와 멕시코가 약간 증가하고, 오스트리아, 캐

나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미국에서 약한 감소세

[그림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

구분 하위 5분위 중간 세 개 5분위 상위 5분위

급격한 증가 -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완만한 증가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안정적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벨기에,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완만한 감소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급격한 감소 - 노르웨이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주:		1)		소득비율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는	2%p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를	의미.	“완만한”	증가와	감소는	0.5와	2p	사이를	의미.	“안
정적”이라	함은	±0.5%p	사이의	소득비율	변화를	의미

2)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자료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
년경까지	기간	중	변화를	나타냄

자료: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표 4> 소득 5분위별 소득 비율의 증감(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포인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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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니계수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 기준으로 북유럽과 서유럽의 지니계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편임

▶  반면, 칠레, 멕시코, 터키, 영어권 국가들과 일본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0.313)을 모두 상회하여 소

득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0.315)은	중간수준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자료: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What	Drives	it	and	How	Can	Policy	Tackle	it?	Forum,	Paris,	2	May	
2011(OECD	Income	Distributionand	Poverty	Database).

<표5> OECD 주요국의실질가처분가구소득연평균변화(198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국가 전체인구 소득하위10% 소득상위10% 국가 전체인구 소득하위10% 소득상위10%

호주 3.6 3.0 4.5 이탈리아 0.8 0.2 1.1

오스트리아 1.4 0.4 1.6 일본 0.3 -0.5 0.3

벨기에 1.0 1.7 1.5 룩셈부르크 2.3 1.8 2.8

캐나다 1.1 0.9 1.6 멕시코 1.4 0.8 1.7

칠레 1.5 2.5 1.0 네덜란드 1.4 0.5 1.6

체코 2.7 1.8 3.0 뉴질랜드 1.5 1.  2.5

덴마크 1.0 0.7 1.5 노르웨이 2.3 1.4 2.7

핀란드 1.8 1.3 2.7 포르투갈 2.2 2.4 2.3

프랑스 1.2 1.6 1.3 스페인 3.7 6.0 3.0

독일 0.9 0.1 1.6 스웨덴 1.8 0.4 2.4

그리스 2.1 3.4 1.8 터키 0.5 0.8 0.1

헝가리 0.6 0.4 0.6 영국 1.9 0.9 2.1

아일랜드 4.7 4.5 3.7 미국 1.3 0.5 1.9

이스라엘 1.7 -1.1 2.4 OECD-29 1.7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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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그림 4]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2000년대 후반) (단위: %)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그림 5] 주요선진국의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추이

자료: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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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빈곤율

   2000년대 후반,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소득계층 비중은 덴마크 6.1%, 프랑스와 네덜란드 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미국이 17.3%로 가장 높음

▶  전반적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군의 빈곤율이 낮고, 미국, 일본(15.7%), 한국(15.0%)에서는 높게 나타남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의 연평균 빈곤율 변화는 스웨덴이 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6] OECD 주요국의 빈곤율 (단위: %)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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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1980~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

된 후 둔화

▶  우리나라는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간 연계고리가 단절되면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를 경험

하고 있음

·		글로벌화,	기술변화,	고령화·저출산	등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소득계층간,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성장의	분배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사라지면서	양극화	심화

▶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문제되는 것은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해외 선진국에서 개별적으로 나타

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OECD 국가의 3/4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과거 20년간 빈

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최상위 10% 소득계층과 최하위10% 소득계층의 격차는 과거 20년간 7~8% 증가되었음

  OECD 사무총장인 Angel Gurria는 불평등 심화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 

▶  “불평등 심화는 사회, 국가, 세계를 이분화시키며, 세대간의 상향 이동을 억제하고, 유능하면서도 근면

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임성은 (복지서비스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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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주거실태1)와 정책과제

1. 장애인구 및 가구특성

   등록장애인구(보건복지부)는 2005년 실태조사 당시 1,699,329명에서, 2008년 실태조사 시에는 2,137,226

명으로, 3년 사이에 약 43만 명이 증가하여 전체 25.8%의 증가율을 나타냄2)

▶  이는 인구고령화,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증가 등으로 관련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008년 조사대상 장애인 가구의 가구구성은 ‘부부+자녀(미혼·기혼)’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

체의 31.9%였고, 그 다음은 부부로 구성된 가구 24.3%, 장애인 1인 가구 14.0%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중 18.3%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구였고, 그 외 조건부수급가구와 의료·교육·자활

특례는 각각 0.4%로 미미하였음. 이를 일반가구의 전인구 대비 수급비율인 3.1%와 비교한다면 장애인의 수

급률은 약 6배 정도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66.4%), 간질장애(48.7%), 지적장애(43.5%)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높았음

자료:	박신영(2009),	주택시장	전망과	서민주거대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부부 24.3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0.6

기타 1세대(형제·자매 등) 0.6 기타 2세대(조부모 + 손자녀 포함) 3.3

부부 + 자녀(미혼·기혼) 31.9 부부 + 자녀(미혼·기혼) + 양친·편부모 8.9

편부·모 + 미혼자녀 7.3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5.5

부부 + 양친 0.4 1인 가구 14.0

부부 + 편부모 2.3 비혈연가구 0.1

계 100.0

<표 1>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단위: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9) 자료를 활용함

2) 2010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2,517,31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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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주거실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52.1%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36.0%), 다세대주택(4.7%), 연립

주택(4.2%)의 순이었음. 그외 비거주용 건물 및 주택 이외 거처(비닐하우스·움막·판자집·임시막사·기타)

가 3.0%였음

▶  이는 장애인의 경우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의 주거형태가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유형별로 단독

주택은 호흡기장애(55.9%), 정신장애(55.4%), 지체장애(54.2%)가, 비거주용건물은 신장장애(7.5%)가, 주

택이외 거처는 시각장애(1.9%)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살고 있는 주거위치는 지상인 경우가 9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지하층(2.5%), 지하층(0.7%), 옥

탑(0.2%)의 순이었음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그림 2] 주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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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는 전체 장애인의 65.3%가 자가로 가장 많았고, 월세(16.6%), 전세(12.8%), 무

상(5.3%)의 순이었음

▶  일반가구의 주거 소유형태가 자가(56.4%), 전세(22.3%), 월세(18.3%)의 순인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더 높았고, 전·월세 비율은 더 낮았음

▶  장애유형별로 자가는 장루·요루장애(72.8%)가, 보증금 있는 월세는 간질장애(33.5%)가, 전세는 자폐

성장애(21.9%)가, 그리고 무상의 경우는 정신장애(10.3%)가 가장 많았음

   현재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택이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

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의 76.8%가, 적절한 방음· 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

해서는 81.4%가 갖추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3] 주거 위치

[그림 4]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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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14.2%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불편사항이 되고 있었음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6.1%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지난 1년간 주거복지관련 사업의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이용률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공공(국민)임대주택 2.2%, 전세자금(융자)지원 0.8%,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0.7%, 저소득층 월세지원 및 

기타가 각 0.2%의 순이었음   

[그림 5]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그림 6]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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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사업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는 기타(92.4%)를 제외하고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만족도가 8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69.1%), 저소득층 월세지원(58.4%), 공공(국민)임대주택(43.7%), 전세자

금(융자) 지원(42.3%)의 순이었음   

▶  주거복지사업 이용 불만족도는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저소득층 월세지원이 가장 높았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편리한가에 대해서는 ‘편리하다’가 53.6%로 가장 많았고, ‘불편하다’는 경우는 

19.0%였는데, 불편한 경우는 뇌병변장애가 28.7%로 가장 많았음   

[그림 7] 주거복지사업 이용만족도(중복응답)

[그림 8]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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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고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

인의 11.9%만이 고칠 의향이 있었고, 이미 개조한 경우는 2.2%였음    

▶  장애유형별로는 집구조의 개조를 원하는 경우는 뇌병변장애가 25.0%로 가장 많았고, 개조를 원하지 않

는 경우는 이동의 어려움이 비교적 적은 언어장애, 간장애, 정신장애가 97% 수준으로 가장 많았음

   집안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게 고치고 싶다면 어떤 곳을 우선 고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문

턱 낮추기(29.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15.0%), 현관·계단(12.6%), 부엌(9.5%), 변기(8.8%)의 순이

었음    

[그림 9] 주택 개조 의사

[그림 10] 장애유형별 주택 개조 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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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희망하는 주거유형으로는 일반주택이 9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시설(1.6%), 공동생활가정

(1.0%), 기타(0.7%)의 순이었음

▶  장애유형별로는 일반주택의 경우 간장애(99.1%)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는 자폐성장애(7.5%)

가, 생활시설은 정신장애(6.6%)가 가장 많았음

[그림 11]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1순위)

[그림 12]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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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가족과 살고 싶다’는 경우가 87.6%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가

족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혼자 살고 싶다’(11.5%),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0.9%)의 순이었음      

▶  장애유형별로는 ‘가족과 살고 싶다’는 경우 자폐성장애가 99.1%로 가장 많았음

[그림 13] 장애유형별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

[그림 14]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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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탈시설화,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마련·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시 됨

▶  장애인의 주거는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의미 보다는 주거환경과 다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사

회적 매개체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

   장애인의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시 됨

▶  장애특성 및 욕구에 맞는 주택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주거내	장소는	문턱낮추기,	현관,	부엌,	변기	등으로	주택개조시	이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주거 내부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이나 편의시설 근접 등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주거지에서	외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동과	참여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주거지와	연계되어	설치되어

져야	할	것임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현재 장애인 대상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어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함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거연계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주거연계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시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장애특성이 고려되어야 하

며 이를 통해 주거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중증장애인	주거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편의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고려가	필요시	됨

▶  또한 주거연계 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개별화된 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또	다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연령에	맞

춘	주거지원	또는	노인의	주거와	연계되는	주거지원이	필요시	됨

   다양한 방식의 주거비지원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 등이 필요함

▶  장애인들의 주거지원에 있어 가장 큰 욕구는 주거비지원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현실

적인 주거비의 상향 지원과 다양한 방식의 주거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우선분양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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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장애인의 주거공간은 자신의 장애유형 등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많은 주

거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현재 보조기구를 배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주거편의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건립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김성희 (복지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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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1. 복지국가별 아동가족복지지출

   주요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지출 수준을 진단함.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1.426%를 지출함

·		한국은	0.458%를	지출하여	이	국가군	중	지출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미국(0.657%)임

·		영국은	3.243%를	지출하여	스웨덴,	덴마크	다음으로	많은	지출을	하였음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2.339%를 지출함

▶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3.071%를 지출함

·		남유럽	국가는	평균	1.217%를	지출하여	낮은	지출을	함

[그림 1]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국가별 비교(2007년)

자료:	OECD	(201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353

복
지

서
비

스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Ⅴ
2.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지난 25년간 아동 1인당 복지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680원, ’97년 3,500원, ’08년 8,800원이었다

가1) 2011년에는 20,019원이 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대상인 노인, 장애인에 비하여 낮음

▶  ’11년 대상별 1인당 복지비: 노인 - 85만 원, 영유아 - 83만 원, 장애인 - 27만 원

3. 아동복지예산과 아동빈곤율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출의 규모와 아동빈곤율과는 상당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출이 많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고

구분 장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복지예산 (백만 원) 647,539 3,714,510 2,478,380 169,154

인구수 (명) 2,427,000 4,365,218 2,999,461 8,449,567 

1인당 복지비 (원) 266,806 850,933 826,275 20,019

주:	장애인:	등록장애인구수	(’09년),	보육:	6세	미만	(’05년),	아동:	6~18세(’05년)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년도

<표 1> 복지대상별 1인당 복지비 비교(2011년)

[그림 2] 1인당 복지비 비교(2011년)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년도

1) 2008년까지는 18세 미만 아동을 모두 대상으로 함. 2011년경우는 6~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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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보수주의 국가에서의 아동빈곤율이 두 번째로 낮음

▶  반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낮은 자유주의 및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높은 편임

·		특이한	점은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이	자유주의국가보다	약간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이	필요한	부분임

·		영국과	미국은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빈곤율은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황

이나,	향후	적극적	정책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봄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그림 3] 복지국가 유형별 아동빈곤율 비교 (단위: %)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home	page.	http://www.lisproject.org/key-figures/key-figures.htm

[그림 4] 아동가족복지지출 전체와 아동빈곤율과의 관계 (단위: %)

주:	1)	X,	Y	중심축은	평균임.	전체	현금지출,	현물지출과	세제혜택	비용이	포함됨.	(GDP	대비	비율임)

자료:	OECD	(2007),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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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은 대체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		즉,	아동가족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음

▶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고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사민주의 국

가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보수주의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함

·		자유주의	국가로는	영국과	호주가	있음

▶  아동가족지출이 높음에도 여전히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로는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있음

▶  반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낮음에도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한국과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임

▶  나머지 국가는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은 낮고 아동빈곤율은 높은 국가로 캐나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국가가 속함

4. 아동복지수준 국제비교

   UNICEF(2007)에서 측정한 지표를 활용하여 6개 차원의 삶의 질을 국제비교 함2)

   물질적 복지와 건강 및 안전수준

2)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lives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economically advanced nations. Innocenti Research Center, Report Card 7

[그림 5] OECD 회원국 아동의 물질적 복지수준과 아동의 건강과 안전수준

자료:		박종일	외(2009),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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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적 복지는 상대적 소득빈곤, 무직 가구, 빈곤 관련 지표로 측정함 

·		OECD	회원국	중	21개국	아동	물질적	복지	수준	점수를	보면,	평균	이상을	보이는	국가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임

·		평균 100점이 안되지만 95점 이상 국가군에 스페인, 호주, 독일, 이탈리아가 있다. 영국은 일본, 포르

투갈, 미국 등과 함께 95점 이하 국가군에 속함

·		한국의	평균은	102.6으로	중상위권에	속함3)	

▶ 건강과 안전 구성 요소는 0~1세의 건강,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안전임 

·		건강과	안전	평균	점수를	보면	노르딕	4개국은	여전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		보수주의	유형이	비교적	중상위권에,	자유주의	유형은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한국은	평균	110.5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교육복지와 가족과 또래관계 수준

▶  교육복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15세	아동의	학업	성취,	기초	능력	이상	교육,	취업으로의	이행임

·		교육복지에서	평균인	100점	이상	국가군에	노르딕	4개국이	모두	속하긴	하지만,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에서와	달리	상위권에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등	국가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6] OECD 회원국 아동의 교육복지수준과 가족과 또래 관계수준

자료:		박종일	외(2009),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을	토대로	작성

3)  본고 OECD 및 한국 통계는 박종일·박찬웅·서효정·염유식 [(2009).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에 기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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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평균	90점	미만으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한국은	평균	120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아동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가족 구조, 가족 관계, 또래 관계가 있음

·		아동의	가족과	또래	관계	빈도를	측정하여	평균	점수화한	결과를	보면	다른	요소들에서와	달리	복지국

가	유형	차이가	유의미하게	반영되지	않음

·		평균	100점	이상	국가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등	복지국가	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남유럽	국가들이	모두	상

위에	위치하고	있음

·		노르딕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함께	95~100점	사이

에	위치하고	있음.	영국은	80점	이하로서	최하위를	보임

·		한국은	평균	100.4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행동과 위험 수준과 주관적 복지의식

▶  행동과 위험 구성 요소는 건강 행동, 위험 행동, 폭력 경험임

·		아동의	행동과	위험	양상에서는	노르딕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음

·		100점	이상	점수를	보인	국가군에	스웨덴,	폴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그

리스,	체코,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가	속함.	평균	점수	이상	국가군에	노르딕	국가	외에	주

로	남유럽	국가와	보수주의	유형	국가가	있음

[그림 7] OECD 회원국 아동의 행동과 위험 수준과 주관적 복지의식

주:	아일랜드는	제외됨

자료:		박종일	외(2009),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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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하	국가군에는	보수주의	유형으로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있으며,	자유주의	유형으로서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이	있임.	특히	영국은	최하위	점수를	보여줌

·		한국은	106.9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점수임

▶  아동의 주관적 복지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적 복지 관련 인지도를 선

정하였음

·		노르딕	국가	중	스웨덴,	노르웨이가	평균	100점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핀란드와	덴마크는	평균	100

점	미만을	보임

·		객관적	삶의	조건에서	모두	덴마크에	뒤져	있던	독일이	주관적	복지의식에서는	100점이	넘는	점수를	

보이면서	덴마크를	앞서고	있음

·		영국은	주관적	복지의식에서도	80~85점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최하위권	점수를	보임

·		한국은	평균	71.5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

   아동복지수준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관계 

▶  6영역의 아동 삶의 질을 모두 합한 것과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여 국가별로 살펴보았음

·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도	높고	아동의	삶의	질도	높은	국가로는	사민주의인	스웨덴,	핀란드와	보수주

의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가	있음

[그림 8]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가족복지지출

주:		1)	두	좌표의	축은	평균임.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2.05561,	아동	삶의	질:	100.78958)	
2)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동유럽국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OECD(2007),	SOCX	database,	.Schupp,	Habich	&	Zapf	(1996:19)의	분석틀에	박종일	외(2009)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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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반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높은데	비해서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낮은	국가는	영국으로	파악됨

·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평균	이하인데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이	평균	이상인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

롯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와	스위스와	네덜란드(보수)가	있음.	그리스와	독일은	양

자가	낮은	국가임

·		대체적으로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국가에서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자유주의국가	

및	남유럽	국가는	아동에	대한	투자와	무관하게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단,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는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낮아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특이한	양상을	보여줌			

·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종단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주관적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5. 아동복지수준 제고방안 

   적정아동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됨

▶  첫째, 아동수당의 도입이나 세제확대제도가 검토되어야 함

·		전면적인	아동수당	도입이	단시일에	어렵다면,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기존의	양육

수당제도의	연령확대를	검토함

·		한국실정에	맞는	EITC제도를	도입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고,	아동빈곤율을	줄이도록	함	

▶   둘째, 각종 현물급여를 통해서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함

·		현물급여에는	의료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

이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하여	극빈층	뿐	아

니라	보다	많은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우리나라가 방과후 사업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빈곤아동조차

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사업확대가 필요함 

·		빈곤아동수에	비해서	돌봄	및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이	매우	적으므로,	아동복지지원	구조를	

재편하여,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제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특히	점수가	낮은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외로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4)

·		즉,	아동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력제일주의의	풍토	속에서	거부되고	있는	정서와	

관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아동	정신보건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김미숙 (복지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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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의 성과와 개선방안

1.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의 중요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추진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민·관 복지협력기구의 구성, 매 4년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의무화 등이 추진

▶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복지통합전산망 구축도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와 함께 복지업무의 효

율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복지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획 및 추진 역량을 갖추어

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임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정책을 실행토록 해야함 

▶  복지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추진성과 등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음

2. 지자체 복지정책의 평가절차 및 평가틀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2008년까지 매년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복지정책평가를 실시하

였음

▶  2009~2011년까지는 정부의 평가업무 조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

며, 시군구의 복지관련 자료를 재분석하여 지자체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있음

구분 평가분야(평가영역) 평가내용 (세부)평가지표 배점

2006년 8 52 95 770

2007년 8 57 81 1,000

2008년 9 55 76 1,000

2009년 9 17 50 2,977

2010년 9 14 37 7,715

2011년 9 9 28 7,280

<표 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틀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361

복
지

서
비

스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Ⅴ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틀은 분야,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틀의 구조는 연

도별로 다소 상이함 

▶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할 때는 충분한 평가지표에 의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를 병행하여 실시함

▶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고서는 많은 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평가

틀이 단순화됨

3.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의 주요 성과1)

1) 노인복지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시설간 과도한 경

쟁 등이 발생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이 시설이용대상자 대비 2008년에는 96.4%이었으나, 2010년에는 122.1%로 상승

하였음

▶  230개 지자체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공급률이 200%를 넘는 곳이 35개나 되며, 농어촌지역의 지자체가 

심한 과잉공급을 보였음(김승권 외, 2011)2)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제도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행스러우나, 부당수급액에 

대한 환수는 쉽지 않은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의 총수급자 대비 부당수급자를 의미하는 부당수급자 발생률은 0.33%이었음

▶  2010년 부당수급자는 12,215명이었으며, 부당수급액은 14억 9,285만 9천 원이었음

구분 2008년 2010년

노인요양시설 정원 88,119 116,999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 대비 총 정원비율 96.4 122.1

<표 2> 노인요양시설 정원 및 이용대상자 대비 정원비율

주:	2008년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수*0.016’이며,	2010년의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수*0.0174’로	산출함

1)  평가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평가지표수를 조정한 관계로 동일한 지표가 유지되기도 하였지만, 정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평가지표가 변경되기
도 하였다. 따라서 지표에 따라 5년간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2~3년의 성과만 보이기도 한다

2) 김승권 외,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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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의 환수율은 2009년 68.9%에서 2010년 57.4%로 오히려 낮아졌음

2) 장애인복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주거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장애인복지가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냄

▶  등록 장애인수 대비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를 의미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은 2008년 

0.31%에서 2010년 0.56%로 대폭 증가하였음

▶  등록 장애인수 대비 거주시설 총 정원수를 의미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2008년 1.04%에서 2010

년 1.42%로 증가하였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이 대폭 개선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통한 생활안정에 긍정적 결

과를 나타냄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품목 18개 중 우선구매비율을 충족한 개수 대비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의 개

수를 의미하는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은 2008년 76.6%에서 2010년 90.9%로 대폭 개선되었음

구분 2009년 2010년

총수급자수 - 3,711,326

부당수급자수 - 12,215

부당수급자 발생률 - 0.33

부당수급 발생액 5,407,184 1,492,859

부당수급 환수율 68.9 57.4

<표 3>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절성 (단위: 명, 천 원, %)

구분 2008년 2010년

등록장애인수 2,247,240 2,517,312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총정원수 7,014 14,168 

등록장애인수 대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0.31 0.56

거주시설 총정원수 23,291 35,848

등록장애인수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1.04 1.42

<표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거주시설 설치율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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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서비스 및 아동복지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힘입어 보육수요 충족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도 계속되고 있음

▶  전체 영유아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수를 의미하는 ‘보육수요 충족률’은 2008년 51.4%, 2009년 54.2%로 

증가하고 있음

▶  보육의 질(質)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 평가인증보육시설도 2008년 52.2%에서 2010년 65.4%로 증가하였음

▶  그렇지만 평가인증제도의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시설이 많

이 있다는 사실은 ‘보육서비스의 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임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대비 취약보육실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는 ‘취약보육시실시율’은 2008년 47.1%

에서 2010년 57.7%로 크게 향상되었음

구분 2008년 2010년

보육수요 충족률 51.4 (54.2)

국공립 보육시설 수 1,826 (1,914)

평가인증 영유아보육시설 수 17,479 23,250

전체 보육시설 대비 평가인증시설 비율 52.2 65.4

<표 6> 보육시설의 충분성과 평가인증률 (단위: 명, %, 개소)

구분 2008년 2010년

우선구매대상 구매폼목수 11.69 11.71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수 8.95 10.6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76.6 90.9

<표 5> 장애인생산품 품목구매 비율 (단위: 개수, %)

구분 2008년 2010년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535,092 738,220

보육시설 전체이용아동 수 대비 취약보육 이용아동 수 비율 47.1 57.7

<표 7> 보육시설의 충분성과 평가인증률 (단위: 명, %)

주:	1)	2010년에는	영아보육이용	아동을	50%만	계산하였으나,	본	분석은	2008년	수치와의	비교를	위해	100%	모두	계산함

2)		2010년에는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도	포함되어	평가하였으나,	2008년	수치와	비교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영유아
보육	이용아동	수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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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무상보육대상 장애아,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2008년 

535,092명에서 2010년 738,220명으로 증가하였음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인 ‘디딤씨앗통장’의 개설아동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실제로저축하고 있는 아동의 비

율은 증가하였음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한 아동은 2008년 31,999명에서 2009년 30,88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그렇지만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대비 저축 아동수는 2008년 84.5%에서 2009년 92.9%로 증

가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었음

4)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로 인해 가구경제의 악화가 발생될 우려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총 수급자수 대비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수의 비율인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2008년 12.8%에서 2010

년 15.4%로 증가하였음은 빈곤대책의 가시적 효과임

▶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김승권 외, 2011)

구분 2008년 2010년

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 수 31,999 30,885

디딤씨앗통장 저축률 84.5 92.9

<표 8> 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 수 및 실제 저축률 (단위: 명, %)

주:	2008년의	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	수는	만	0~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0년에는	만	0~1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함

구분 2008년 2010년

총수급자 수 1,444,010 1,458,308 

신규 수급자 수 184,289  224,889

총 수급자 수 대비 신규 수급자 수 비율 12.8 15.4

<표 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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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원 전부, 일부 전출,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입소, 행불(가출), 최저생계비 기준(현금급여) 변경에 따른 급여조정 등은 제외되
었다

4)  2008년에는 월 단위로 건수를 산출하여 같은 가구일지라도 급여가 연 3회 조정되면 3건으로 입력되었다. 반면 2010년에는 연 단위로 하여 연 
3회 급여조정이 있는 가구의 경우 1건으로 입력되어 중복을 제외하였다

5)  자활공동체는 이미 창업을 한 상태이므로 자활공동체 참여자가 취·창업한 실적은 제외하며, 다른 업그레이드사업 참여자가 자활공동체를 창
업한 경우는 창업실적으로 포함되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로 인해 가구경제의 악화수급자 가구의 경제사회

적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수급중지, 생계 및 주거급여의 감소 또는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기초보

장제도의 투명성, 유연성이 정착되고 있음3)4)

▶  수급자 가구수 대비 보장중지 건수, 급여감소 건수, 급여증가 건수를 의미하는 ‘급여조정 실적’은 75.4%

로 높았으나, 2010년에는 충격이 다소 완화되어 13.1%로 낮아졌음

▶  이러한 결과는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기초수급가구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유발하여 큰 충격을 주

었으나, 2010년에는 다소 완화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활사업참여 기초보장 수급자의 취업·창업과 탈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활사업의 성과가 나타

나고 있음을 시사함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수 대비 취업·창업인원5)의 비율인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은 2008

년 7.93%에서 2010년 10.65%로 증가되었음

구분 2008년 2010년

수급자 가구수 854,205 878,904

급여중지 가구수 204,526 32,813

급여감소 가구수 1,074,986 197,795

급여증가 가구수 1,094,126 197,850

급여조정 실적 75.4 13.1

<표 10>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조정실적 (단위: 가구, %)

주:		2008년의	급여조정	실적은	보장중지	건수는	0.5,	급여감소	건수는	0.25,	급여증가	건수는	0.2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2010년의	
급여조정	실적은	보장중지	건수는	0.5,	급여감소	건수는	0.3,	급여증가	건수는	0.2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구분 2008년 2010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창업률 7.93 10.65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7.39 9.08

<표 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창업률 및 탈수급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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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수(실인원) 대비 자활특례 상향 또는 탈수급자수의 비율인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008년 7.39%에서 2010년 9.08%로 증가되었음

5) 민간복지 활성화

   기부식품 지원사업자(푸드뱅크·마켓)가 식품기부종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한 식품 중 기부자에게 직접 기

부 받은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영수증 발행금액(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기부식품 총액은 2008년 370억 6,797만 6천 원에서 2010년 

583억 4,180만 2천 원으로 2년 만에 약 57% 증가함

▶  2008년의 기부식품은 증가율은 2007년 대비 10.13% 증가하였고, 2010년은 2009년 대비 12.07% 증

가하여 증가속도도 빨라졌음

4. 시사점과 정책과제

1) 시사점

   2006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력, 민

간복지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은 것임을 시사함

   그렇지만 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평가결과가 타당하고 피평가기관에 대

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  초기 3년(’06~’08년)의 평가와 같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의 충분성, 타당성, 적절성 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평가틀을 보완, 수정함이 바람직함

2) 정책과제

   최근 3년(’09~’11년)간 실시된 지자체 복지정책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 자료를 근거하여 간접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졌음

구분 2008년 2010년

기부식품 총액 37,067,976 58,341,802

전년도 대비 기부식품 등 증가율 10.13 12.07

<표 12> 기부식품 총액 및 증가율 (단위: 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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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 방문평가가 아니라, 자료에 의한 간접, 서류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

으며, 합동평가의 특성상 많은 지표에 의해 평가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과정에서 많은 

정보 제공과 지도가 가능한 직접, 방문평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은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이며, 민간복지의 핵심은 사회복지기관이 담당하

고 있음

▶  그런데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종합평가는 공공복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

으로 파악됨

▶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별도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통합하여 

종합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의 평가지표는 복지분야별 시계열적 평가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음

▶  복지분야별 필수 평가지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

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책평가가 기획단계 및 추진단계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고, 결과 및 산출단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개발과 함께 전국 및 지방자치

단체별 복지통계의 정확한 생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균형있는 지역사회 복지발전이 가능하도록 부진지자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이 중

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문제점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복지컨설팅’을 2~3년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주요 지표의 평가결과에 의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공급이 지역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조정이 요구되며, 아울러 서

비스 지역 내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토록 민간영역에서의 서비스 추가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기초노령연금의 부당수급액의 환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배

가되어야 함

▶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인증통과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인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승권 (복지서비스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연우 (복지서비스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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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1.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  노인 중 혼사 사는 독거노인은 1994년의 13.6%에서 2009년 20.1%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독거노인가구는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

년	234만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노인의 거주 형태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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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노인중 자녀와 하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

·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나	현재	50대	후반인	예비노인층의	절대다수가	부부끼리	혹

은	혼자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약	6%에	불과함

·		노년기를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독거의	형태를	전환되는	유형이	노년기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독거노인(노인 1인가구)의 계속적안 증가는 이들의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 및 동거가족으로부터의 비공

식적 지원 감소에 대비한 사회적 보호의 확대를 필요로 할 것임 

[그림 2] 향후 독거노인가구 증가 예측추이  (단위: 천가구)

자료: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

주:	독거노인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가구

[그림 3] 예비노인의 선호 거주형태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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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특성별 독거율 및 독거노인의 제특성1)

   노인의 제특성별 독거율

▶  노인의 특성별 거주형태를 비교해보면 제특성별 독거노인의 비율에 큰 차이가 발견됨

·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고

·		남자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70대	후반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음

▶  교육수준과 독거노인의 비율은 반비례하고 있음

·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경우	혼자	생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것임

   독거노인의 제특성

▶  독거노인중 일정 부분은 자녀, 친구, 단체활동 참여의 수준이 낮음

·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접촉수준을	살펴보면	69.5%가	주	1회	이상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나,	8.6%는	

3개월에	1회	이하의	접촉을	하고	있어	자녀와의	접촉	정도에	있어	편차가	큰	편임

[그림 4] 노인의 제특성별 독거율 (단위: %)

1)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장 최근의 전국조사 자료인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함. 본 조사는 2009
년 11~12월 기간중 300개 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6,745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된 전국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료임. 조사
의 주요 목적은 노인학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나,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특성 및 생활실태 전반이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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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중	41.0%는	친한	친구가	전혀	없고	16.9%는	1명에	불과함.	이는	전체노인의	44.4%와	11.9%

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독거노인의	36.0%는	주	2회	이상	단체활동참여를	하고	있지만,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25.8%에	

달하고	있음

·		자녀와의	접촉도가	낮은	노인,	친한친구가	적은	노인,	단체활동이	없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소외가능성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독거노인은 전체노인에 비하여 다양한 부양을 제공하거나 부양을 받는 비율이 낮은 편임

·		독거노인중	정서적	부양을	받는	비율은	75.2%로	전체노인의	79.7%에	비하여	낮고,	정서적	부양을	제

공하는	비율은	47.7%로	전체노인의	57.9%에	비하여	10.2%포인트	낮은	수준임

·		다양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은	84.2%로	전체노인의	91.4%보다	낮고,	경제적인	도움을	제

공하는	비율	또한	54.5%로	전체노인의	68.5%에	비하여	월등히	낮음

[그림 5] 독거노인 부양의 교환실태    (단위: %)

별거자녀와의 
접촉 정도

주 4회 이상
주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2주에 1회  
정도

월 1회 정도
3개월에 1회 

이하
계(명)

전체노인 22.6 22.6 23.1 12.8 11.7 7.3 100.0

독거노인 26.2 21.3 22.0 12.5 9.5 8.6 100.0

친한 친구 없음 1명 2명 3~5명 6명 이상 계(명)

전체노인 44.4 11.9 14.9 23.7 5.2 100.0

독거노인 41.0 16.9 14.4 24.1 3.7 100.0

단체활동 참여 주 4회 이상 주 2~3회
월 1회 미만~

주 1회 이상
월 1회 정도

년 1회 이하~
월 1회 미만

전혀 참여하
지 않음

계(명)

전체노인 16.1 13.8 21.5 13.7 7.6 27.3 100.0

독거노인 21.1 14.9 22.8 9.1 6.3 25.8 100.0

<표 1>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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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의 가족응집 수준이 전체노인에 비하여 낮은 편임

·		독거노인의	가족응집성은	50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전체노인의	34.3점에	비하여	낮음

·		30점	미만인	비율이	전체노인은	25.4%인데	비하여	독거노인은	42.0%에	달하고	있음	

▶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는 전체노인에 비하여 낮은 편임

·		독거노인의	44.6%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노인의	38.4%에	비하

여	높은	수주임

-		독거노인중	30.6%가	기능제한이	있는데	이는	전체노인의	28.0%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임

·		독거노인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주관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비율이	56.9%로	전체노인의	

46.3%에	비하여	10%포인트	이상	높음

-		기초보장대상자의	비율도	19.7%로	전체노인의	6.9%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의	비율도	78.8%에	달하고	있음

[그림 6] 독거노인의 가족응집성 수준 (단위: %)

주:	가족응집성은	Olson과	동료들에	의하여	1983년에	개발된	10개	항목에	의하여	측정되었음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375

저
출

산
고

령
사

회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Ⅵ
[그림 7]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그림 8] 독거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단위: %)

[그림 9] 독거노인의 객관적 경제상태    (단위: %)

주:	일반은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임.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닌	기초노령연금수급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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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의 노인학대 경험률은 16.9%로 전체노인의 13.8%보다 높은 수준임

·		특히	방임과	유기의	경우	전체노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음

·		법적인	노인학대에	속하지는	않지만	식사를	거르거나	약을	챙겨	먹지	않아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몸이	많이	안	좋은데도	남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자기방임의	경험률이	3.2%에	달하고	있음

▶  노인의 삶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이 40점 만점에 평균 25.8점

으로 전체노인의 26.8점보다 낮은 수준임

·		자존감	점수가	20점	미만인	비율이	독거노인의	경우	7.9%로	전체노인의	4.9%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

[그림 10] 독거노인의 종류별 노인학대 경험률    (단위: %)

[그림 11] 독거노인의 자존감 수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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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

   독거노인의 공통적인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현재 수행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급대상자의 확대

·		고독감	해소,	사고나	긴급상황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

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	

▶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전 확보

·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독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

▶  독거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		소규모	노인클럽의	활성화	및	지원,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통합	제고

▶  독거노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서비스(고령친화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지원(예: 식사서비스, 영양서

비스, 가정관리서비스 등)

·		혼자서	식사준비,	청소	및	빨래	등의	가사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공동	구매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

을	수	있으므로,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반영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개발	및	제공	

   독거노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

▶  빈곤노인 중심의 정책에서 전 독거노인으로 서비스 강화

·		이를	위해서는	독거노인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필요

-		독거노인의	55%는	도시에	45%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으며	경제

상태도	양호한	노인이	약	1/3,	기초보장대상자가	약	1/5,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노

인이	약	3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	도시형과	농어촌형

·		건강에	문제가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		기초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수정	보완을	통한	빈곤노인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	강화

경제상태
기초생활보장대상 저소득층 일반

기능상 

제한 없음 17.0 4.3 14.4

제한 있음 5.3 38.0 21.0

주:		1)	기능상태:	ADL	또는	IADL에	제한이	없는	경우로	구분	
2)	경제상태:	기초생활보장대상,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초노령비수급	노인으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표 2> 독거노인의 유형 (단위: %)

정경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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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동향분석과 개선방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전달과정과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기본적인 서비스전달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  첫째,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신청을 하고, 

보험자는 신청인의 장기요양필요상태에 대해 공단(보험자)직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둘째, 장기요양필요상태는 총 52개의 지표항목으로 측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점수로 환산한 후, 55점 

이상인 자를 서비스수급대상자(1〜3등급자)로 인정함. 단, 인정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나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셋째, 서비스수급인정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로 서비스사업자(공급자)와 이용계약을 체결

한 후 총비용의 일부를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함. 다만, 서비스수급대상자로 비

[그림 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전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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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자는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넷째, 서비스사업자(공급자)는 이용자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자에 심사청구하고 보험급여

로 지급받는데, 이 때 급여액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일당정액, 회당정액, 시간당정액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산정됨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기본적인 서비스전달과정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자에 의한 유발가능성 미흡

▶  인정률의 지역간 격차에 대한 제도외적 인구·경제사회적 영향성 존재

▶  서비스의 질적 차이에 의한 보상성 존재

▶  부분보험적 성격 존재

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대상자비율(인정률)의 동향과 영향요인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자수는 총 315,99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도입초기인 

2008년 7월(총 146,009명)에 비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등급별 인정자수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동일기간에 1등급은 50,209명에서 46,994명으로 3,215명이 

감소한 반면에,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75,569명과 179,11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시기별로 보면, 제도도입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9년 6월 이후의 1등급과 2등급의 증가폭

이 크지 않다는 점임. 오히려 1등급자는 하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3등급자인 경우

에는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  여기에서 1등급자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중증자의 지속적인 사망과 2, 3등급자의 건강상태의 호전으로 

인한 1등급으로의 진입지연 등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2011년 1월말 기준으로 연령별 인정자수분포를 보면, 65세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7.5%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전체의 46.7%로 거

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3] 참조)     

▶  여기에서, 각 연령집단별 장기요양인정자수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인 경우라도 고령으로 갈수록 인정률

이 높아지고 있음(<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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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추이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1년	1월	24일)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3] 연령계층별 인정자수 분포(2011.1월말 기준)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구분      인정자수(A)      해당인구수(B) 비율(A/B) (%)

65세 미만 23,594 43,451,761 0.05 

65~69세 29,772 1,812,256 1.64 

70~74세 49,599 1,571,740 3.16 

75~79세 65,320 1,129,682 5.78 

80~84세 68,106 621,301 10.96

85세 이상 79,063 402,093 19.66 

전체 315,454 48,988,833 0.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	인구추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표 1> 각 연령계층별 인구대비 장기요양인정자수 비율(2011.1월말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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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별 장기요양인정률의 동향을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1등급은 하락추세, 2등급 및 3등급은 증가추세

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그림 4] 참조)

▶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등급을 제외한 2등급 및 3등급에서 지역간 편차가 제도도입의 초기에 

비해 커져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음. 또한, 1등급의 경우에는 지역간 편차가 크기도 하지만, 좀처럼 축소

되지 않고 있음

▶  후기고령자(75세 이상)비율과 장기요양인정률간의 관련성을 보면, R2가 0.4013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5] 참조)

▶  여기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정률수준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지역이지만, 후기고

령자비율은 시도 중에서는 6번째에 해당하고 있는 점과, 후기고령자비율(전체인구의 3〜3.5%)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률측면에서는 광주, 대전, 인천, 부산, 대구, 서울, 경기 등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간 편차가 크다는 점임

▶  따라서, 장기요양인정률은 노인인구비율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

음. 즉, 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이 노인인구비중이 낮은데, 장기요양인정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

애상태발현율(dependency prevalence)이 높기 때문이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임

[그림 4] 시도별 장기요양인정등급별 비율 추이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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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의 동향과 영향요인 

   보험급여지출액은 수급자수와 수급자1인당 평균급여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급자수와 관련한 동향 등은 전

술한 바와 같고, 수급자 1인당 평균급여액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도별 1인당 요양급여액을 보면, 시설급여의 경우, 시행초년도(2008년도)의 하반기에는 4,094,414원

이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5,148,219원으로 약 25.7% 증가하였고, 재가급여의 경우 동기간에 

1,194,272원에서 3,033,091원으로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수급자수의 

증가와 함께 1인당 요양급여액의 증가로 인하여 총 요양급여지출액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 1인당 재가급여액과 시설급여액간 크기를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에는 시설급여가 재가급여

에 비하여 3.42배로 컸지만, 2010년 상반기에는 1.70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재가급여지출이 그동

안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1인당 요양급여액은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주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

음으로 강원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지역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라는 점임. 이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에 비

해서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서비스의 이용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음

▶  한편, 수급자 1인당 요양급여액과 수급자의 중증도비중간 관계를 분석해 보면, 1등급 및 2등급비중과는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3등급 비중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그렇지만, 관련성정도를 보면, R2가 

0.30〜0.32로 나타나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그림 6] 참조)

[그림 5] 후기고령자비율과 장기요양인정률간의 관계(2009년)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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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장기요양등급비중과 1인당 장기요양급여액간의 관계(2009년)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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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수급자 1인당 요양급여액과 장기요양시설 설치량간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면, 노인요양시설정

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1인당 요양급여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제주지역의 시설

정원수가 가장 많으면서 1인당 요양급여액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재가서비스시설 중에서는 주야

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서 동일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음([그림 7] 참조)

[그림 7] 장기요양시설 설치량과 1인당 장기요양급여액간의 관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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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급여지출의 효율성 유지가 중요한데, 이는 이용자(피보험자), 

보험자 및 공급자(사업자) 모두가 비용의식적이면서 도덕적 해이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함    

   우선적으로 재정지출규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급자수(인정자수)가 제도도입이후 상당히 증가

하였고, 2009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등급의 확대나 후기고령자집

단의 증가 등으로 다시 급증추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  지역간 인정률의 편차를 분석해 본 결과, 인정자간 기능상태의 편차가 적은 1등급보다는 다양한 기능상

태를 보이고 있는 2등급 및 3등급에서 지역간 편차가 커져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지역

간 축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장기요양서비스수급자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재정지출측면에서 수급자 실인원 1인당 요양급여액기준으로 볼 때, 시설급여가 재가급여의 약 2배나 높기 때

문에 시설의 무분별한 확충이나 비효율적인 운영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임    

▶  특히, 1등급 및 2등급자의 시설입소비중이 높고, 전체요양급여지출액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장단기 입소형 시설의 용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요양급여액도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장기요양욕구수준에 부합되는 수준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인프

라가 확충될 수 있는 억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일본이 지난 10여년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개호보험제도의 개혁방안을 놓고 현재 논의 중

에 있는데, 현재까지 내린 잠정적인 개혁방향으로 지역중심의 포괄적 케어시스템 구축과 서비스급여대상의 중

점화를 통한 재정지출의 절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한국보건사회연구

원, 보건복지포럼, 2011년 4월호 참조)   

선우덕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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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검토 및 정책과제

1.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 검토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와 시행규칙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근

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를 실시함

▶  또한 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3(장기요양급여의 가감조정 지급)과 시행규칙 제31조의 2(장기요양급여의 

가감지급기준)에 따라서 기관평가결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등의	구체적	평가의	실시	계획은	고시를	통해	평가전에	밝히고	있음.	장기요양

기관	평가는	현재	2009년	요양시설평가와	2010년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평가지표	및	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의	제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 추진 경과

▶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제도는 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모의평가(2006~2009.4)

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요양시설(2009)과 재가 장기요양기관(2010)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를 공고하고 향후 평가제도의 개편안을 제시함(2011. 6)

   평가대상

▶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2009~2010년 이

루어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1기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한하여 평가를 실

시하였음

·		2009~2010년까지는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한정하

여	평가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평가	2기에	접어드는	2011년	평가부터는	평가대상	기관	전	기관을	대상

으로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평가지표

▶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의 구성은 5개 대분류와 14개 중분류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급여유형에 

따라 내용을 달리구성하고 있음. 평가지표의 대분류는 기관운영과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과 급여제공결과로 구성됨

·		기관운영은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와	질	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준비	사항을	평가함

·		환경	및	안전에서는	위생	및	감염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	안전관리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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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책임에서는	수급자	관리,	기관	책임	문항을	평가하도록	구성됨

·		급여제공	과정에서는	급여의	개시,	급여계획,	급여	제공에서	이루어져야	할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급여제공	결과항목으로는	수급자의	상태	및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함

▶  평가 지표의 구성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목적은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서 수급노인의 기

능상태 유지 또는 상승과 함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09~2010년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의	영역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

공의	최종결과인	급여제공	결과영역	즉,	수급자의	상태와	만족도	영역의	비중은	전체	100점	만점의	요

양시설은	9점,	재가시설은	5~8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서	높지	않음을	볼	수	있음

·		현재의	평가지표	체계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인	기관운영,	환경과	안전,	권리	및	책임을	위

한	항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음.	또한	영역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급여제공	과정에	대

한	평가로서	현재의	평가지표는	결과중심의	평가보다는	과정중심의	평가체계로	볼	수	있음.	이는	향후	

본	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지표	구성	및	가중치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대분류(5) 중분류(14)

기관운영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질관리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 안전관리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관리, 기관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표 1> 평가지표의 대분류 및 중분류

평가지표 영역
요양시설

재가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전체 98 100 53 100 50 100 52 100 58 100 56 100

기관운영 19 18 16 23 15 22 15 22 17 27 17 24

환경 및 안전 24 24 5 8 5 11 5 11 8 14 9 16

권리 및 책임 10 8 12 25 12 25 12 24 10 17 8 15

급여제공 과정 40 41 16 36 16 37 18 38 21 37 19 38

급여제공 결과 5 9 4 8 2 5 2 5 2 5 3 7

<표 2> 급여유형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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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수행체계

▶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수급자와 종사자 평가로 이루어짐. 장기요양기관평가는 건

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자 2인의 기관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수급자와 종사자 평가는 평가

자 1인의 방문을 통해 이루어짐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상위 30%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상위 10%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 5%를 지

급하며 우수기관 마크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등급, 점수, 기관의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환류 강화 및 하위 10%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강화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2.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09〜201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009년	요양시설	평가는	2008년	12월	31일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	1,6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신청을	받아	1,228기관이	평가를	신청하고,	이중	1,194기관이	평가를	실시함.	즉,	운영기관	중	약	

72%가	평가를	받음

[그림 1] 장기요양기관 평가 업무 수행절차 흐름도

[그림 2]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 업무 수행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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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재가요양기관	평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평가신청일	현

재	운영중인	16,089개	기관	중	휴·폐업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또는	청구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기관을	제외한	8,786개	평가	신청	대상기관	중	6,057개	기관이	신청하여	5,794개	기관에	대해	평가

를	실시함.	즉,	대상기관	중	약	66%가	평가를	받음

▶  평가기간 및 절차

·		2009년	요양시설의	평가는	2009년	7〜11월에	걸쳐	평가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공단내	평가전담팀	구

성,	교육,	장기요양기관	신청	접수와	현장평가를	실시함.	2010년	2월	장기요양평가위원회의를	통해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결정함

·			2010년	재가	요양기관	평가는	2010년	7〜12월에	걸쳐	재가요양기관	평가방법	고시개정과	2010년	평

가를	공고하고	실시함.	2011년	6월	재가시설	평가결과를	공표함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평가결과

▶  요양시설과 재가 요양기관의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요양시설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76.9점

이며, 재가 요양기관은 81.2점으로 재가기관이 요양시설에 비해서 약 5점 높게 나타남

▶  평가 영역별 요양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간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기관운영, 

환경안전, 급여제공과정 영역에서는 요양시설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특히 급여제공과정 영역

에서는 10점의 점수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요양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시기가	1년의	차이로	인하여,	재가	기관에서	평가지표에	대

해	익숙해지고,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짐.	또한	요양시설의	경우	제도도입이후	1년의	

평가로서	요양시설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		그러나	권리	책임	영역과	급여제공결과	영역에서는	요양시설이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점수에	비해서	

약간	높거나	유사하게	나타남

▶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81.2점이며, 기관운영 영역이 76.5점, 환경안

전 85.1점, 급여제공과정이 83.7점이였으며, 급여제공 결과가 77.2점으로 나타남

·		서비스	제공의	최종결과를	측정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급여제공결과	영역의	점수가	타	영역에	비

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요양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영역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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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평가결과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류별 평가결과를 비교하

면, 주야간보호가 가장 좋은 평가결과를 나타냄. 다음으로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순으로, 재가 급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평가결과는 낮게 나타남

·		주야간보호는	전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결과를	나타냈으며,	방문목욕의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

에	있어	특히	낮은	점수를	나타냄

▶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기관과 방문목욕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재가

기관 중 이들 기관의 평가결과는 가장 낮게 나타나며, 특히 방문목욕의 급여제공결과는 매우 타 급여에 

비해서 매우 낮아짐을 볼 수 있음. 또한 방문간호도 타 영역에 비해 급여제공결과는 5개 기관 종류 중 2

번째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최종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나타냄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최고 100점에서 최저 15점으로 기

관간 질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남. 기관별 서비스 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

스 질 유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어짐

3.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2011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된지 만 3년이 되는 시점이며, 제도 도입이후 급속히 증가하던 인정

자 규모가 안정세를 보이며, 재가 기관의 무분별한 증가 또한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새로

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고 있음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질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따라서 서비스의 질 관

리의 한 방안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됨

▶  지난 3년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요양시설과 재가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

[그림 4] 재가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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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으로서 평가제도가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함

   평가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서 향후 평가지표의 내용,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평가 방법 

등을 달리해야 할 것임

▶  요양기관 평가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질의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인지, 서비

스 질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대평가의 의미, 그리고 평가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강

화 중 우선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의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현	평가제도

를	인증제도의	형태를	통해	일정수준의	질을	유지한	기관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을	승인,	그리고	이

를	소비자가	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평가자의 신뢰성과 전문성 

▶  평가자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통해서 평가자의 차이로 인한 편차를 감소시키고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을 높일 것임

·		현재	공단	직원만으로	구성된	평가자를	외부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기관	관계자,	그리고	소비자	대표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경우	평가자는	교수	및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중임

  평가지표의 전문성 및 적절성 

▶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확대

·		현재	지표는	기관운영	등을	비롯하여,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그리고	기관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지표의	영역이	넓고	항목의	수가	많

음.	항후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과	서비스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항목으로	변경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서비스와	그	내용,	제공하는	방법	등	구체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서	이들	기준에	부적합한	서비스를	제

공할	경우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이윤경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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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지원 서비스의 방향

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분석

가.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노후준비도

   영역별 노후준비도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45~64세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건강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보임

▶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조사대상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를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노후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남. 반면 전기 베이비붐세대는 여

가에 대한 준비 정도가 후기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종합해 보면 1955~1959년 출생집단인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1960~1963년 출생집단인 후기 베

이비붐 세대가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분석자료: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2010) 원자료

▶  조사일시: 2010년 11~12월

▶  조사대상: 예비노인 세대인 45~64세 전국남녀 1,000명

▶  조사방법: 전화조사

▶  분석대상: 조사대상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55~1963년 출생자 523명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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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출생년도

1955~1959년 1960~1963년

경제

충분히 하고 있다 5.2 5.6 4.5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3.7 31.7 36.4

보통이다 29.8 29.4 30.5

거의 못하고 있다 26.4 28.7 23.2

아예 못하고 있다 5.0 4.6 5.5

건강

충분히 하고 있다 8.0 7.6 8.6

어느 정도하고 있다 39.0 35.3 44.1

보통이다 33.5 35.0 31.4

거의 못하고 있다 17.0 19.5 13.6

아예 못하고 있다 2.5 2.6 2.3

여가

충분히 하고 있다 4.0 3.6 4.5

어느정도 하고 있다 23.1 24.1 21.8

보통이다 31.5 28.1 36.4

거의 못하고 있다 36.1 39.3 31.8

아예 못하고 있다 5.2 5.0 5.5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충분히 하고 있다 5.4 5.0 5.9

어느정도 하고 있다 19.3 18.8 20.0

보통이다 26.2 24.4 28.6

거의 못하고 있다 41.7 45.2 36.8

아예 못하고 있다 7.5 6.6 8.6

계 100.0 100.0 100.0

(명) (523) (303) (220)

<표 1> 출생연도·성별 노후준비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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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설계의 영역별 준비도를 비교해 보면 건강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반면 여가 및 사회참여의 경우 각각 

41.3%, 49.14%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집단 분석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와 주부 가운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남

  특히 경제적 준비와 여가에 대한 준비에 있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격차가 큼

[그림 1]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단위: %)

[그림 2] 노후설계 영역별 노후준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직종별 분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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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로 남성에 비해 여성 가운데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여가영역의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남

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주요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노후준비 영역별 노후준비의 어려움 

▶  경제적 노후준비의 주요 어려움은 경제적 여유와 관련

▶  베이비부머가 경험하는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의 어려움은 주로 시간의 부재 및 경제적 여유와 관련되며 

특히 타 연령집단(55~64세)에 비해 시간의 부재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가준비의 어려움 역시 시간의 부재 및 경제적여유와 관련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

해 관심부족 비율 높음

▶  사회참여 준비의 어려움은 시간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타 영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 또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도 타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3] 노후설계 영역별 노후준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별 분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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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사회참여의 경우 시간부족, 관심부족, 방법에 대한 지식부재 등의 원인을 주요 어려움

을 응답한 비율 높게 나타남

[그림 4] 노후준비의 주요 어려움

[그림 5] 베이비붐 세대가 필요로 하는 노후설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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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노후설계 교육 서비스>전문가 상담 

서비스>맞춤형 관리 서비스’의 순서로 나타남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 방향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포함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외국의 경 우노후설계 서비스 제공의 공공 및 민간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이

처럼 외국에서의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첫째, 고령자를 위한 사회정책을 비롯한 제도적 인프라의 수준이 미약함

▶  둘째, 우리사회는 연령차별적 규범이 강하며 연령통합성이 낮음

▶  셋째,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찾기 어려우며 생애주

기에서 노년기의 단절성이 큼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국가가 개입해야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음

▶  노후설계 서비스는 준공공재임. 즉, 노후설계 서비스는 충분히 시장기제를 통해 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노후설계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은 노인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원을 비롯해 보다 넓게는 사회구성원들 모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구성원들 

모두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노후설계 서비스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큼. 즉, 노후설계 서비스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

람들이 누리게 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자식세대는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사회전체적으로는 사회통합의 효과, 고령화 시대의 재정절감효과, 성장동력확보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 및 선택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

·		노후설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	수준에서부터	불일치

가	나타나며	뿐만	아니라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일자리)	등	수요자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

운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정보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매우	용이함.	또한	정

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잘못된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	개인의	노후가	영향을	받게	된다

는	측면에서	손해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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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그러나 국가가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의 효과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

향을 모색해야 함

3.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민간기관의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활성화 지원

▶  이미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또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원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존재. 이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음

▶  이들 기관들이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자원을 보다 협력적으로 공유하기 위한지 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필요

유관기관 장점 단점

국민연금공단 ·접근성 용이(지역접수 창구)

·대상의 적절성(40~50대)

·CSA 양성프로그램 보유

·재무영역 강점

·비재무영역 서비스 취약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전문인력의 범위 협소(공단인력 활용)

·사후관리 서비스 한계

노인인력개발원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 보유(SLCA)

·일자리 연계서비스 강점

·전국적 인프라 부족(접근성 미흡)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사후관리 서비스 한계

사회복지관 ·접근성 용이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강점

·중장년층 대상 사업 경험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사회적 편견(저소득층 중심 사업수행 기관)

·지자체별/지역별 인프라의 편차

노인복지관 ·지역내 접근성 용이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강점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노인복지서비스 노하우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 보유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중장년층 대상 사업수행 경험 없음

·중장년층의 인지적 접근성 낮음

·지자체별/지역별 편차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보유

·기존 전문가(건강가정사) 활용

· 다양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 미흡(가족자원 
중심 사업 수행)

·접근성 미흡

<표 2>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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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설계 컨텐츠 개발

▶  일반인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로 구분하여 표준안 개발 필요

▶  노후설계 가이드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 필요

  노후설계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마련

▶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및 자격증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후설

계 전문가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또한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안	등의	개발	필요

▶  노후설계 서비스 위탁기관 지정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설치, 노후설계 서비스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국민의 노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화 방안 마련

▶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 검토 필요

·		각각의	법률은	독자적	제정목적,	입법목표도	상이.	따라서	노후설계	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

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야	함

[그림 6]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이소정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400  l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Ⅱ)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1. 조사개요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

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

▶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노년기의 연

장에 따른 고령사회 대응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  “더욱 길어진 노후”는 삶의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의 재편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사회와 국가차원의 제도 

개혁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본 조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사회쟁점 및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관

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2.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인식 및 가치관

   평균수명 연장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민 의견

·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현상을	축복이라는	의견은	28.7%,	그

저	그렇다	28.0%,	축복이	아니다는	43.3%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낮음

·		오래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

장	많았고,	다음은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고독감	등의	발생)	때문이	30.6%,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는	24.1%	등	임

자료:	박신영(2009),	주택시장	전망과	서민주거대책

구분 내용

조사대상

조사기간

표본크기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표본오차

전국 16개시·도 30~69세 남·녀

2011. 6. 1~8

1,000명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한 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서±3.10%p

<표 1> 조사의 개요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401

저
출

산
고

령
사

회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Ⅵ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이 희망하는 수명과 은퇴시기는 몇 세인가?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의 희망 수명

·		희망하는	수명은	80~89세가	5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70~79세가	20.9%로	대다수	국민이	「인

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지	못한	실정임

▶  노후생활이 길어진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할 때까지’ 일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65~69세 31.5%, 60~64세 25.0%, 70세 이상 11.5%임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년기 삶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노후에 중요한 가족 자원

·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가족	자원으로는	배우자가	84.3%,	자녀	12.6%,	형제자매	

[그림 1] 평균수명 연장을 축복이라는 인식

주:	분석대상수는	1,000명임

[그림 2] 평균수명 연장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주:	분석대상수는	431명임

[그림 3]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의 희망 수명

주:	분석대상수는	99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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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으로	배우자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노후에 중요한 가족 이외의 자원

·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가족	이외의	자원으로는	친구가	68.4%,	지역사회	주민이	

22.6%,	직장	동료	2.9%,	동호회	회원	2.4%,	기타	3.7%	등	임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년기 부부관계 변화 태도(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3.5%,	보통이다	42.8%,	나

빠질	것이다	3.8%로	긍정적인	관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음

3.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희망하는 거주 형태 및 상속 유형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희망하는 거주 유형은 무엇인가?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후 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 유형

·		노후에	건강이	나빠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	유형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

원	등에	입소하겠다는	비율이	44.5%,	배우자	또는	혼자	살기를	희망	38.4%,	전문직업인(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10.9%	등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기(5.6%)	보다는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

를	희망함

   평균수명이 길어질 경우 재산상속 문화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희망하는 상속 유형

·		평균수명이	길어질	경우	희망하는	상속	유형은	사망후에	하겠다는	비율이	47.6%,	사망전	증여가	

34.2%,	사회	환원17.7%	등으로	다양한	재산상속	문화가	형성될	전망

[그림 4] 노후에 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 유형

주:	분석대상수는	97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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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의 태도

  현재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응답자의 69.6%는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	경제적	노후준비율은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0대	71.5%,	30대	68.9%,		

60대	51.3%	등의	순임

▶  현재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제적 준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이 가장 높아서 국민의 60.8%

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일반저축 53.4%, 민간

연금 44.9%, 부동산 40.8%, 주식 및 채권 23.4%, 기업퇴직연금 21.1% 등의 순임

▶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노후준비보다 현재의 지출이 더 급해서(86.2%)

라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5]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희망하는 상속 유형 

주:	분석대상수는	955명임

[그림 6]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별 현재 준비율(복수 응답) 

주:	분석대상수는	1,0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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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수명이 증가한다면 어떤 방법을 더 강화하여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겠는가?  

▶  평균수명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더 강화하고 싶은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일반저축이 가장 높아 23.8%이고, 

그 다음은 공적연금 19.5%, 민간연금 19.0%, 부동산 18.2%, 기업퇴직연금 9.7%, 주식/채권 9.5% 등의 순임

▶  결과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공적연금이 8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일

반저축(77.2%), 민간연금(63.9%), 부동산(59.0%), 주식/채권(32.9%), 기업퇴직연금(30.8%) 등의 순임

  60세 이후에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79.4%가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노후 근로욕구가 높음을 알수 있음

·		남자는	85.4%,	여자는	73.4%로	남자가	60세	이후	근로를	더	희망함

▶  60세 이후 희망하는 근로 유형

·		희망하는	근로	유형은	‘이전하던	일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3	9.1%,	‘이전에	못해본	새로운	기

[그림 7] 연령별 60세 이후 희망하는 근로 유형

주:	60세	이후	근로를	희망하는	794명	대상으로	분석함

구분
선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없음 계(명)
현재 준비 신규강화 소계

공적연금 60.8 19.5 80.3 19.7 100.0 (1,000)

민간연금 44.9 19.0 63.9 36.1 100.0 (1,000)

기업퇴직연금 21.1 9.7 30.8 69.2 100.0 (1,000)

부동산 40.8 18.2 59.0 41.0 100.0 (1,000)

일반저축 53.4 23.8 77.2 22.8 100.0 (1,000)

주식/채권 23.4 9.5 32.9 67.1 100.0 (1,000)

기타 0.7 0.6 1.3 98.7 100.0 (1,000)

<표 2> 선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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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사용하는	일’	30.0%,	‘이전	일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일’	28.3%로	노후에는	이전에	하던	익

숙한	일을	더	선호함

·		연령이	적을수록	‘이전에	못해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음

5. 건강생활습관 및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국민의 태도

  더욱 길어진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이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더욱 길어진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규칙적 운동이 91.8%, 식생활 관리87.7%, 정

기적 건강검진 80.7%로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금연(59.2%)과 절주(58.5%)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조금 낮음

▶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적절하게 건강관리를 시작해야하는 시기에 대하여, 40세 이후부터라는 응답이 

33.4%, 30세 이후부터 28.6%, 20세 이후부터 16.9% 등으로 대체로 30〜40대부터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

로 인식함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더욱 길어진다면 어떤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가?

▶  노년기 여가활동으로는 ‘취미활동’이 4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19.7%, 친목활동 9.6%,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 8.3%,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 7.9% 등의 순임

  노년기가 더욱 길어진다면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의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가?

▶  노후준비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이 55.9%, 보통이다 22.9%, 부정적 응답이 21.2%로 노후준

비 상담(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

[그림 8]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 인지율 및 적절한 건강관리를 시작해야하는 시기

주:	분석대상수는	994명임

(생활습관 인지율: 복수 응답) (건강관리 시기) 

주:	분석대상수는	98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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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의 시급성에 대하여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

비스가 89.8%,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89.6%, 일하고 싶은 고령자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 

88.4%,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안한 교통 및 주거환경조성 81.8%,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지

원 79.2%, 평생 교육 및 재취업 교육 76.7% 순으로 높음

6.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전화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가치관의 정립

▶ 인생 100세 시대에 대응한 국민인식의 변화 및 이해 증진

[그림 9] 노년기 희망 여가활동

주:	분석대상수는	985명임

[그림 10]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별 시급성 정도에 대한 국민 의견

주:	분석대상수는	99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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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여	그	체감도를	증진하고	정책수용성	제고

·		사회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연구와	욕구발견에	근거한	정책모색

▶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근로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도출

  가족 및 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  안정화된 노후보호기반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한 사회적 지지층 형성과 함께 고령친화적 지역

사회돌봄망 구축

▶  인생 100세 시대에 국민이 생각하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후 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형태가 노인중심으로 변화

·		노인특성별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등	다양한	고령자	케어시스템	마련

▶  재산상속 유형은 사망 전 상속보다 사망 후 상속방식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재산의 사회 환원도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되어 사회적 차원에서 재산상속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 및 가치관 형성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준비율은 약 70%로 대체로 노후준비에 공감

·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노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교육

·		계층별	차이를	고려한	다원화된	노후설계서비스	시스템	구축

▶  60세 이후 일하기를 원하는 응답이 약 80%로 높음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제도적	대

응책	강구

▶  건강 생활실천 의식으로 규칙적 운동, 식생활 관리, 정기적 건강검진 등에 대한 건강 생활습관의 중요성은 높

게 인지

·		금연	및	절주	뿐	아니라	개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노년기 여가활동에 대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		더욱	길어진	노년기에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와	특성

에	따른	연령통합적	접근

·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취미생활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		여가를	통하여	휴식과	기분	전환	뿐	아니라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환

경	조성

 오영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유경 (복지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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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시사점

1. 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불법체류자 제외)1)은 2006년 536,627명, 2007년 722,686명, 2008년 

891,341명 2009년 1,106,884명, 2010년 1,139,283명, 2011년 1,265,0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함

▶  2011년 현재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노동자가 4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16.7%, 외국인주민자녀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외국인주민 추이, 2007~2011년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1)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이란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국적 취득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등이 해당

합계

외국국적 귀화
외국인

주민 자녀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혼인 귀화자 기타

1,265,006 552,946 141,654 86,947 83,825 137,370 69,804 41,306 151,154

100.0(%) 43.7 11.2 6.9 6.6 10.9 5.5 3.3 11.9

주)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2011	기준)

<표 1> 외국인주민 현황, 2011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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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역사가 긴 유럽 국가 등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외국인 유입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시켜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

도 있지만 실업, 빈곤화, 사회 갈등,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여기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이민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외국의 이민정책 현황   

가. 프랑스   

   19~20세기 초반

▶  19세기 초기 이민자들은 대부분 프랑스인과 같은 종교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계 이주민(이탈리

아, 스페인 출신)으로 프랑스 사회에 동화가 쉽게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정부 역시 유럽계 이민자들에 대

해 적극적 동화정책을 펴고 프랑스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함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5~1974년)

▶  1946년 이민청(Office National d'Immigration, ONI)을 설립하고 산업 발달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선발을 조직화함  

▶  프랑스에서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이민의 황금기로, 프랑스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노

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알제리, 모로코 등과도 쌍무협

정을 체결하여 이민 노동자들이 보다 편하게 프랑스로 오도록 도모함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재임기간(1974~1981년)

▶  1973년 석유파동의 여파로 프랑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1974년 7월 고숙련노동자와 계절노동자를 

제외한 이민을 공식적으로 중단함

▶  프랑스 정부가 이민을 금지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마그레브국가(예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

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와 프랑스인이 서로 반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었기 때문임

▶  프랑스로 입국하는 경계는 높아졌지만 가족 결합 및 장기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로 인하여 이민자는 여전히 증가하였음

   미테랑 대통령 재임기간(1981~1995년)

▶  미테랑 정부는 불법이민자를 합법화하고, 이민자 가족의 합류에 대한 제한조치 폐지 등 이민유화 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1983년 이민을 반대하는 극우정당 민족전선이 선거에 등장하면서 이민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

올랐고, 1984년 파비우스 정부는 외국인이 프랑스인과 결혼 후 프랑스 국적 취득하기까지 6개월의 기한을 

두었고, ‘뒤푸아법’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10년의 자동 체류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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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1988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프랑스에 정착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생계수단을 증명하게 하

고, 도지사의 결정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간주될 경우 즉

각적 추방이 가능해졌고, 프랑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취득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199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국적 취득권을 삭제하고 프랑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취득 기

간을 2년으로 연장함

   시락 대통령 재임기간(1995~2006년) 

▶  1997년 ‘드브레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프랑스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얻

기 위해 숙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숙소 주인은 그 외국인이 떠나는 것을 신고해야 하는 등 프랑스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률로 불법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

▶  1998년 ‘슈벤망법’은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체류증을 발

부하도록 함

▶  2003년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새로운 이민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민자 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수치

상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랑스	입국	통제	강화의	한	방법으로	입국증명서	발급조건을	개혁하고,	단기체류비자	신청인들은	여

행자	보험,	의료	상	이유로	인한	본국	송환,	응급	치료	및	입원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였

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입국이	허용됨

▶  또한 불법이민자들의 격리 및 송환과 같은 절차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문전산화 작업을 허용

하도록 함

▶  2006년에는 프랑스에 10년 거주하면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프랑스에 거

주하는 외국인이 가족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18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이전에는 1년) 사

회보조금을 제외하고 프랑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수령자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여 체류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프랑스인과 결혼한 배우

자는 3년 이상 적어도 프랑스에 체류 후 거주민 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 이미 발급되었더라도 4년 안

에 부부가 이혼 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음. 또한 장기 체류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불어능력과 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함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기간(2007년~) 

▶  2007년 ‘이민, 통합, 그리고 국가정체성 및 개발연대부’ 설립으로 이민문제와 국가정체성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음

·		신설	이민부처는	이민자	유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총괄하며	매년	이민자	수의	한계를	정함.	또한	이민자

를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출신지역을	감안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편중되는	현상을	차단함

▶  2007년 채택된 ‘오르트페 법’은 사르코지가 이전에 개정한 이민법보다 이민규정을 한층 더 강화함

·		가족	재결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최소한의	월급재정증명서의	기준을	최저임금의	120%로	정하

고,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유무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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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 및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1958년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과 영국인들 사이에서 대규모 충돌 사태가 발생함

   1962년 영연방 이민법(Commonwealth Immigration Act of 1962)은 이민 통제로부터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함

   1969년 총선에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이민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수당의 집권으로 1971년 이

민법(Immigration Act of 1971)을 개정함

▶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는 ‘본국인(partials)'이라는 다소 협소한 개념을 도입하여 비본국인을 통제함

   1981년 영국 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 of 1981)은 이전의 이민법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이민자들

의 통합 문제를 고려함  

   유럽연합에 동유럽 8개국이 가입하고 영국정부가 이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최근 이민정책은 총

선 등에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됨

▶  급격한 이민자의 유입으로 영국 사회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부하, 주택난과 같은 경제적 혼란, 이질적 

문화 유입에서 비롯된 정신적 불안감 등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절대적인 이민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보수당과 민주당 연정이 집권하게 됨 

다. 캐나다2)  

   이민정책은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1967년 이전까지 배타적 이민정책을 시행함

▶  예로, 1885년 중국인 이민법(1885 Chinese Immigration Act)에서는 중국인 이민을 약화시키기 위해

서 인두세(Head Tax)를 도입함

   1967년 이민법 개정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점수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함

   1976년 이민법은 현재까지 캐나다 이민정책의 명확한 틀을 제시함

▶  사회적·경제적 목적 증진, 가족의 재통합 지원, 난민 보호 등을 위한 것임

   2002년 6월 시행된 ‘이민과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세계적인 이민 압박과 

9.11이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함 

   2008년 ‘이민과 난민 보호법’ 개정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과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는 캐나다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민신청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조치함 

▶  ‘이민과 난민 보호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성공적인 정착과 이민자의 통합으로 이민자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시민이 되도록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함

2)  Hong Qiu, 2008(revised), Immigration Policy and Its Impact on Demographic Transition.(http://www.ipac.ca/documents/Conference_Paper_
Hong_Qui_Immigration_Policy.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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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민계획 조정3) 

▶  경제회복의 중요성과 신규 신청자의 규모 관리, 최근 지원자 과잉, 기존 신청자의 공평성 확보 등으로 이

민신청자 규모를 연 20천 명, 29개 직종 당 최대 1천 명을 제한함

라. 미국  

   1952년에 전후 최초의 이민법인 ‘이민·귀화법’(‘맥카란월터법’(McCarran Walter Act))을 제정함

▶  이민귀화법의 규정에 따라 이민의 유형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최우선적으로 허용되는 이민은 고

도의 기술을 가진 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 전체 이민자의 절반을 할당함 

   1965년 이민·귀화법 개정

▶  출신국별 이민자 할당 및 아시아로부터 이민 차별 철폐

▶  이민허용의 최우선순위도 고도기술자로부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으로 전환함

   1970년대 이후 이민정책은 시장경제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이민자가 꾸준하게 증가함

   1986년에 ‘이민개혁·조정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이 제정되었는데, 주로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부터의 불법이민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임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폭파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

고, 이민자로 인하여 사회복지제도가 혼란해지자 불법이민을 재검토함

   최근 미국의 이민정책은 선별 및 봉쇄(gate keeping)에 초점을 두고 있음

마. 호주  

   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 목적과 국방, 경제활동인구구조의 유지와 인도주의의 목적으로 이민정책 수립하여 

1947년부터 1972년까지 대규모의 이민을 수용함

   1972년 백호주의 이민정책(백인 이외 인종에 대한 배척)을 포기하고, 다문화사회로 전환함

   1988년 이후에는 이민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늘리는 기술인력 중심의 이민을 허용함

   2000년대에 총인구가 증가하고, 이민자가 급증하며, 기술이민자의 역할이 미약(이민 후 직종전환 등)함에 따

라 2010년에 이민정책을 재검토함

▶  최근 총인구 증가분의 약 60%가 순이민에 의한 것으로, 호주 내에서의 인구이입에 대한 논쟁이 증가하

면서 채택한 조치임

▶  2010년 5월 ‘독립기술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약 400여 종의 직업군을 절

3)  News Release, Government of Canada will welcome more economic immigrants in 2010(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
releases/2010/2010.06.2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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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축소함

·	기술	이민의	초점을	공급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수요	대응적	방식으로	전환함

3.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래 고임금화, 3D업종 기피, 저출산현상 등과 함께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자 증가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하였음

▶  이민자는 젊고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이들의 증가는 노동력 증가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

를 미쳐 고령화 부담을 줄여줄 손쉬운 해결책이라는 믿음이 존재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이민을 통한 인력 수입이 노동력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OECD 2001년; Tapinos, 2000년; UN, 2000년)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

국가들 각각은 자신이 처해 있는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변경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고용주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인력 확보가 가능한 온건적이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추진하였으

나, 9.11테러 이후 테러와 국토안보가 최우선 국가과제로 다루어지자 보다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전환함  

▶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한 국가이나 영국인구 중 약 8%가 이민자 사회

를 형성하자, 영국정부는 호주의 이민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 7월에 이민신청자의 선택적 수용

(selective admission) 원칙에 따른 점수제 이민정책을 발표함. 이를 통해 이민자들을 유형화하여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이민문호를 개방하되 하급인력의 이민은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함

▶  프랑스의 경우 인종을 불문한 통합적 이민정책을 추진한 국가임. 예컨대,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을 불문하고 프랑스에서 출생하면 프랑스인이 될 수 있음.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이민자의 

다양한 배경이나 생활양식(life style)을 존중한 데 반해, 프랑스의 통합적 이민정책은 프랑스 고유의 가

치와 생활양식을 수용하도록 함. 그러나 국가경제침체와 높은 실직률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2005년 

10~11월 혁명 이후 보다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와 같은 외국의 이민정책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민정책은 인구변동과 연동하여 체계적이고 종합

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출산율 변동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즉, 노동력 부족 시기, 규모, 노동력 부족분야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며,  

▶  더 나아가 청년층, 여성, 고령자 등 국내의 잠재인력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민정책에 대

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이민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증진에도 중요할 것임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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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정보관리 현황 및 과제

1. 개인건강정보관리의 중요성 부각

   저출산,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의학기술 발달 등은 만성질환 급증에 의한 의료비 증

가와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소비자의 인식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치료위주 서비스에서 수

요자중심, 예방/건강증진에 중점을 둔 능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됨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은 개인의 건강행태와 생활습관 개선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이에는 건강정보제공,  

보건교육제공, 그리고 개별적 평가 및 지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더욱이 최근 수요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변화에 따라 개인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자중심의 개인건강관리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한편 정보기술(IT),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확대보급은 기존의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효과

를 나타내어 온라인상 건강지식 및 정보 획득, 상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지지 등을 통한 개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효과를 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 불과했으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확산으로 2010

년에는 77.8%로 33.1%p 증가함1)

·		인터넷이용의	목적은	91.6%가	자료	및	정보획득이며,	89.1%가	음악,	게임	등	여가활동,	88.4%가	이

메일,	메신저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임

▶  미국성인의 경우 61%가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2) 이동통신 이용자의 17%는 핸드폰을 이용하

여 건강이나 의학정보를 검색하고, 9%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나 앱(app)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3) 유무선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 인터넷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실시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및 활용실태 조사결과, 일반인의 71.6%는 ‘건강유지 

및 자가관리를 위하여’, 61.1%는 ‘특정질병에 대한 설명 및 가능한 치료방법 확인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개인건강정보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82.9%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인터넷이용실태』

2)  Susannah Fox, Sydney Jones(2009). The Social Life of Health Information.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3)  Susannah Fox(2010). Mobile Health 2010.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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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건강정보관리의 개념 및 목표 

   관련개념 정의

▶  건강정보(Health Information):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 건강정보 중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개인건강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

▶  개인건강정보관리(Personal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적으로 유지하며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개인건강정보의 정보원 및 유형

▶  개인건강정보의 정보원으로는 보건의료제공자, 의료보험자, 개인 사회네트워크, 매스미디어 및 공공기관, 

기타 등이 있음

▶  개인건강정보의 유형으로는 개인식별정보, 인구통계학적 정보, 응급의료 및 필수정보, 생의학/임상 및 

유전자개인건강정보, 정신 및 심리적 개인건강정보, 신체활동정보, 보험 및 재정관련정보 등이 있음

정보원 내용

보건의료제공자
(Health Care 
Provider)

-  의원(clinics) 또는 병원, 의사(일반의 및 전문의), 간호사, 약사, 대체의료 제공자 등과같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자, 실험실, 약국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및 행정과 관련된 정보원

- 임상자료(clinical data)에서부터재정자료(financial data)에이르는다양한형태의정보제공

의료보험자 
(Health Care 
Insurer)

-  사보험(private purchased insurance), 공공보험, 정부보조 복지 프로그램 등 의료비용 지불과 
관련된 정보원

-  개인의 가족관계, 직업, 현재 및 과거 의료 서비스 수여 여부(비용, 보험커버 내역 등 포함)등과 
같은 관련 정보 제공

개인 사회네트워크
(Individual's Social 
Network)

-  친구, 가족, 지인 및 환우회 등 개인의 일상생활 범주 내에 있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정보
원

- 응급시 환자 연락처, 혈액형, 과거 투약경험 등과 같은 개인의 특정한 정보 제공

메스미디어 및  
공공기관 
(MassMedia and 
Public Institution)

-  건강관련 웹사이트, 보건의료 관련서적, 공공도서관 강의, 공중보건 기관 등의 정보원

- 일반적인 질병정보 및 예방책, 치료법, 영양 및 다이어트, 자가건강관리 지도 등에 관련된 정보 제공

기타 
(Other Sources)

-  앞의 4가지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개인이 건강정보를 찾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
원(그 예로 매일의 도보수를 측정하는 계보기(pedometer), 혈압측정기, 심박조율기(pacemaker), 
전자체온계 등) 

<표 1> 개인건강정보의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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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건강정보관리의 주체와 목표

▶  개인건강정보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혹은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4)이라하며,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건강기록

(PHR: Personal Health Record)이라 함

▶  개인건강정보관리의 목표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Assessing Health), 건강관련

의사결정(Making Health-related Decision), 예방 및 치료계획(Planning Preventive or Treatment 

Actions), 실행(Performing these Actions) 등으로 규정지을 수 있음

  개인건강정보관리를 위한 기술 및 응용프로그램

▶  ‘건강정보 저장 및 검색 지원 프로그램’, ‘건강상태 모니터링 지원 프로그램’, ‘건강관리 정보검색 지원 프로

그램’, ‘건강정보관리 기반 기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유형 내용

개인식별 정보 
(Personal Identifiers)

- 성명, 주소, 개인식별번호 등 개인 인식에 사용되는 정보

인구통계학적 정보 
(Personal Demographics)

-  연령, 성별, 인종, 종교, 가족수, 교육수준, 직업, 수입 등 치료법 결정 및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정하는데, 개인의 유전자 및 정신건강관련 특성파악에 도움이 되며 대부분
의 임상연구에 필수불가결한 정보

응급의료 및 필수정보
(Emergency Medical and 
Critical Information)

-  혈액형, 알러지, 과거및현재건강상태, 투약및투약량등응급상황에필요한정보로필요시
즉각적인수집이어려워사전구축필요

생의학, 임상 및  
유전자개인건강정보 
(Biomedical, Clinical and 
Genetic Information)

-  건강력, 현재 건강상태, 질병 특수정보, 건강 위험정보 및 유전자 정보, 현재 및 과거 
건강 문제, 현재 및 과거 투약, 현재 및 과거 검사결과 및 치료정보, 체중, 혈압, 콜레스
테롤 수준 및 바이탈 사인과 같은 생물측정학(biometrics) 및 x-ray, CT 촬영, MRI 및 
초음파 등과 같은 영상정보로 상세하고 복잡하여 개인이 직접 수집 곤란

정신 및 심리적 개인건강정보 
(Mental and Psychological 
Information)

-  심리적, 정신질환, 정신사회적(psychosocial) 정보, 식이장애, 식욕저하, 거식증, 수면장
애,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소 등의 정보로 일반적으로 관련된 질병이 없다면 개인이 
직접 수집 곤란

신체활동정보
-  BMI, 운동, 영양, 에너지 수준 등에 관한 정보로 상담 및 기타 교육자들이 개인의 건강

관리를 돕는데 유용하게 사용 가능 

보험 및 재정관련정보
(Insurance, Financial 
Information)

-  보험종류, 보험적용범위, 의료비 등에 관한 정보로 개인건강관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
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

<표 2> 개인건강정보의 유형

4) 최근 미국문헌을 보면, EMR과 EHR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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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개인건강정보관리 사례

  미국의 「Google Health」

▶  2008년 5월 미국내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PHR에 기반한 서비스로 자신의 건

강 및 의무기록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주치의, 가족, 보호자 등과 공유할 수 있음

구분 내용

건강정보 저장 및 검색  
지원 프로그램

-  개인건강정보의 저장, 기록 및 검색(retrieval) 기능을 도와주는 시스템

-  정보 수집, 수집된 정보 관리, 저장,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경향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손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 제공

건강상태 모니터링 지원 
프로그램

- 개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사용자는 이를 통해 혈압, 호흡수, 일상활동, 신체활동, 라이프 스타일 등과 같은 일반적 건
강상태로부터 다양한 특수 질병 상태에 이르는 건강정보 제공 등 모니터 가능

건강관리 정보검색 지원 
프로그램

- 대부분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이용

-  WedMD와 같은 건강정보 검색 및 사용을 위한 웹사이트, 특수질병에 관한 온라인 커뮤니
티(Inspire.com, PatientsLikeMe.com), 질병관련 특수 정보 검색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 저장
소(MedlinePlus, HealthFinder.Gov) 등

건강정보관리 기반 기술
-  개념화 및 프로토타입 단계이며 주로 학술적 연구환경에서 개발되고 테스트

- 개인 및 공공데이터 통합을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환경에 영향

<표 3> 개인건강정보관리를 위한 기술 및 응용프로그램

구분 내용

Add to this Google 
Healthprofile

-  개인의 프로화일을 입력하는 기능으로 증상 및 복용하는 약물, 시술, 알레르기, 검사목록, 
예방접종까지 많은 리스트를 열거하여 자신의 증상 등을 기록

Import medical records - 제휴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

Explore online health 
services

-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건강서비스 회사들을 보여주어 원하는 회사에의 링크서비
스 제공

Find a doctor

-  자신이 원하는 상담의사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성명 과 주소 등을 입력하면 관련 의사들의 
정보를 모두 보여주는 기능

-  의사정보는 health care 종사자들의 직업명, 주소, 이름을 입력하여 구글 검색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제공

Share this profile - 다른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자신의 의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기능

Profile details
-  자신의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페이지로 신상정보, 증상 및 약물 치료 정보 등 자신이 입력

한 건강정보들로 구성

<표 4> Google Health의 제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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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HealthVault」

▶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7년간의 시도 끝에 2007년 10월 미국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기 시

작한 서비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각종데이터를 직접 올릴 수 있으며 병원이나 클리닉과 연계하여 자신

에 관한 각종 의료기록을 저장할 수 있고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각종 검진장치(혈압, 혈

당, 심장박동 측정기 등)와의 연결을 통한 검진결과 자동연계 등이 가능함

[그림 1] Google Health PHR 개념도

구분 내용

Weight

Walking
- 걷기운동에 관한 안내

- WalkMe, Heart360, Pedometers 등 웹어플리케이션 및 장비안내 및 서비스 제공

Diet
- 음식관리에 대한 안내

- My Wellness Center 프로그램 제공

Comprehensive - 포괄적인 체중관리를 위한 서비스안내

Fitness

Route Traker

-  MSN Health & Fitne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신의 여행경로를 입력하고 Microsoft 
Virtual Earth와 함께 경로의 거리(마일) 계산과 경로에 따른 여행 정보 제공

- 호환장비는 만보기와 심박동 측정기가 있음

TrainingPeaks

- Peaksware와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  HealthVault에 개인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동시에 저장되며,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HealthVault 정보를 TrainingPeaks 계정에서 데이터 입력 가능

- 호환장비는 만보기와 심박동 측정기가 있음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monitors

- Omron 혈압측정기를 활용하여 집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안내

*  HEM-790IT(자동혈압측정기), Elite 7300IT(등급혈압측정기), HEM-670ITN(손목 혈
압측정기), Heart360 프로그램 등

<표 5> HeatlhVault의 제공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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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영국의 「NHS CRS(Spine)」

▶  Spine은 NHS CRS(Care Records Service)의 일부분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하기 어려

운 필름기록과 문진기록을 점차적으로 없애나가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각 개인의 요약기록(SCR: Summary 

Care Record)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음

구분 내용

Organization

Mayo Clinic 
Health Manager

-  가족의 건강정보 모두를 쉽게 보고 조직화할 수 있게 하여 개인별 가족 건강관리 지원

- 개인건강정보를 바탕으로 Mayo Clinic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맞춤형 권고사항 제공

yourHealth

-  UNIVA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MS HealthVault 계정으로 손쉽
게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 제공

-  개인이 스캔한 의료기록들을 직접 입력시켜주며, 스캔된 이미지는 의사가 문서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분류 및 조직화시켜 공유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가능

- 통계 및 보험정보들을 항상 업데이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제공

In case of 
emergency

MedicAlertⓡ 
EMIR

-  MedicAlert Foundation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HealthVault와 통합하
여알레르기, 의약품(투약정보 포함), 의료상태, 예방접종, 수술과 처치, 의료장비 등 
생체의료정보들을 개인 및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확인 가능

-  140개 언어를 지원하여 MedicAlert 재단 응급 대응팀에 의해 24시간 비상 대응과 
가족 알림 서비스 지원, 신속하고 신뢰할만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MyVitalData
-  VitalData Technolog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이 선택한 MyVitalData의 생체건

강데이터 기록을 자동적으로 healthcare 공급자들에게 제공하고 개인의 치료와 상
담을 위한 중요한 최신정보 구성

Metavante 
Emergency 

HealthManager

-  Metavant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Metavante Personal Health Record를
HealthVault와 관련 의료기록을 결합하여 응급상황에서 이용 가능

Emergency 
HealthManager 

Online

-  응급상황에 대한 중요한 건강정보, 고유 URL을 통한 비상정보 연결,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중요한 건강정보의 가용성 확보, 인구통계, 혈액형과 생활욕구와 같은 건
강 주문을 저장하고 연결

Emergency 
HealthManager 

Mobile

-  모바일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개인건강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전달하며 수신 
알림서비스, 언제 어디서든 정보 확인 가능

[그림 2] HealthVault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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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어디서나 My 병원」

▶  2010년 5월 일본 정부기획위원회 산하 IT전략본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보화전략에 포함된 의료·건강분

야 세부전략으로 의료기관, 검진기관, 가정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스스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4. 우리나라 개인건강정보관리를 위한 과제

   개인건강정보관리를 위한 개인건강정보 수집에 있어 공공영역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감

구분 내용

Choose and Book

-  온라인으로 병원진료를 선택 및 예약하는 서비스로 사이트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

-  자신의 Reference Number(동의서에서 제공되는 번호), 생년월일, 패스워드(GP가 알려준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선택가능한 클리닉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 후 약속시간 예약, 
변경, 취소 가능

Health and Lifestyle
-  자신의 약물정보와 몸무게, 콜레스테롤 수치, 음주량, 흡연량 등과 같은 건강정보기록 및 관리

-  Health details, Lifestyle details, Medications, Blood, General fitness, Print 기능 제공

Calendar and Address 
Book

-  약속정보 기록 및 healthcare 직원과 기관들의 세부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달력과 주
소록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Calendar는 개인의 약속과 상담 또는 다른 달력기능을 추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적으로 개인 이메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음. 

-  Address Book은 의사, 치과의사 및 다른 NHS 서비스들을 찾아 개인 주소록에 이들 정보
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Summary Care Record

-  NHS에서 개인의 전자의료기록 정보 중 중요한 정보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보는 치료시
에사용될 수 있도록 함. 

-  현재까지는 제한된 소수의 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역주민들
은 지역 NHS를 통해 더 많은정보를 볼 수 있도록요청할 수 있음

<표 6> NHS CRS(Spine)의 제공기능

[그림 3] 어디서나 My 병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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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우리나라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  정부는 2011년도부터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 지향상을 목적

으로 하는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사업을 추진코자 함

▶  이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개인차원의 ‘건강원스톱서비스’와 지역사회내 주민차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있음

·		건강원스톱서비스:	4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진결과	환류	및	기초검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

군,	위험군,	질환관리군으로	나누어	개인별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역사회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교육,	홍보	및	캠페인,	환경조성	및	제

도개선	등을	포함

   보건소중심의 개인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정보관리

▶  개인의 건강·의료정보 통합

·		우선적으로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건강검진관리시스템,	대사증후군관리시

스템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관련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건강·의료정보를	연계

한	후	점진적으로	의료기관	등	그	영역을	확장함

·		공공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	의료기관	등과의	건강·의료정보통합을	위해서는	용어,	코드체계,	

전송,	저장	등에	필요한	합의에	의한	표준이	필요함

▶  개인의 건강·의료정보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관련법/제도 보완

·		건강·의료정보의	저장,	수집,	공유,	활용의	장애요인	제거(본인의	동의에	따른	수집	및	활용,	외부	IT

업체에	대한	기록,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등)

·		on	line,	off	line상의	건강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시	발생	가능한	개인건강정보보호	침해가능성	대

비(건강·의료정보의	보호범위,	보호내용,	보호수단,	침해시	구제방법,	본인의	동의없이	정보활용	시,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수정에	관한	내용,	물리적	기술적으로	안전한	정보환경을	개발·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

▶  통합된 개인건강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정보 및 서비스 개발

·		영유아기,	학령·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혹은	여성,	장애인,	가족의	범주에	따

른	필요콘텐츠	및	서비스	선정

·		선정된	필요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  국내 관련기관 및 건강포털들의 역할 설정 및 협력체계 구축

·		관련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화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적용하기	위

한	관계기관간	협의체	구성

·		특정	건강관련사이트에서의	집중화된	정보/서비스	제공보다는	각	영역별	특화사이트	지원을	통한	영

역별	전문화	지향

정영철 (보건복지정보통계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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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서비스 효과 분석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

1.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변화와 u-Health 서비스 도입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과 사후적 치료 중심 위주의 서비스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와 웰니스(Wellness)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로 변화됨

▶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

료비 상승 등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출산율: 1.24명(2010), 노인인구비율: 10.82%(2010), 

국민의료비지출: 66.7조 원(2008), 노인진료비비중: 32.2%(2010))

   u-Health 서비스는 의료비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의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공공의료서비스와 예방

관리 보건 등에 관한 사회·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추진함

▶  u-Health는 유무선 통신망 인프라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치료, 예후, 건

강 및 생활 관리의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TTA, 2010)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변화

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임

▶  세계의 u-Health 서비스 시장규모는 2007년 약 1,057억 불에서 2013년 약 2,537억 불로 매년 약 15% 

이상 지속성장할 것으로 전망(BCC 등, 2008)

▶  국내는 u-Health 서비스의 도입이 노인환자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으로 연간 1조 4000억 원의 사회적 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으며(삼성경제연구소, 2007), 시장규모는 2010년 약 1조 7,000억 원에

서 2014년까지 약 3조 원으로 연간 12.5%로 급성장하고 2014년까지 약 39,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

으로 예측함(KHIDI, 2010)

2. 국내의 u-Health 서비스 동향

   국내의 u-Health 서비스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u-Medical(원격의료), u-Silver(고 령친화산업), u-Wellness(

건강서비스산업)의 3대 분야로 분류함(KHIDI, 2010)

▶  u-Medical은 환자(고위험군) 대상의 질환진단, 치료제공, 관리 및 진료환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영

역으로 u-진료, u-만성질환관리, u-Hospital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고 의료법 적용 대상임(대상자: 

’10, 7백만 명 → ’14, 1천만 명)

▶  u-Silver는 65세 이상 고령자(건강군, 위험군, 고위험군) 대상의 질환진단과 치료 제공 및 관리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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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안전관리와 독립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u-진료, u-만성질환관리, u-안심케어, 

u-홈케어, u-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며,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임(대상자: 

’10, 5백만 명 → ’14, 6백만 명)

▶  u-Wellness는 일반인(건강군, 위험군) 대상의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u-건강관리, u-라이프케어, u-헬스테인먼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고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인 새

로운 영역임(대상자: ’10, 48백만 명 → ’14, 49백만 명)

   국내의 u-Health 서비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나 의료법의 미개

정, 보험수가의 미개발, 기술 표준의 미확립, 전문인력의 부족, 기초통계의 부족, 비즈니스 모델 등이 도출되지 

못하여 본격적인 시장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도모하고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지역별 u-Health를 이용한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관리서비스를 추진함

▶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는 u-Wellness 영역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20세 이상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측정,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상담, 영양·운동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시범사업(6개월간)을 실시함

▶  2010년 서울 ◯◯구 450명, ◯◯구(자체예산) 500명, ◯◯구 400명, ◯◯구 400명, 경기도 ◯◯군 250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광주광역시 500명이 대상자로 추가되어 시범사업

이 진행될 예정임

·		대사증후군	판정기준은	복부비만(허리둘레	≥90cm(남),	≥85cm(여)),	고증성지방혈증(중성지방	≥150mg/

dL),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HDL-C〈40mg/dL),	높은혈압	(혈압≥130/85mmHg),	혈당장애(공복혈당	

≥	100mg/dL)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가	대상자임

구 분 주요 사업
총건/현재
운영건

사업 주관

u-Medical 도서산간 주민, 재소자, 군경 등 대상 원격진료(’98~’09) 49건/5건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지자체

u-Silver 독거노인, 요양원 대상(’06~’09) 4건/2건  복지부, 지자체

u-Wellness 주민 건강증진사업(’07) 2건/2건 지자체

자료:	지식경제부,	2010.	5.	12.	보도자료

<표 1> 공공부문 u-Health 시범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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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Health 서비스 효과 

가.  u-Health 서비스 대상자 특성         

   본 고에서는 2010년 서초구와 양평군 u-Health 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한 u-Health의 효과 분석을 실시함      

▶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u-Health 기기의 개별 제공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

스 제공, u-Health 연계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대상

자의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종료 시 사후 건강측정을 통한 평가 및 피드백 등임

▶  u-Health 서비스 효과 측정은 u-Health 기기에서 전송된 신체측정 자료와 서비스 시작 초기와 완료 

시점에 문진하여 작성된 건강생활습관 자료 및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함

▶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은 남자 67.5%, 40~49세 65.1%, 사무직 31.0%로 나타남

[그림 1]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모델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Ⅱ)  l  427

보
건

복
지

정
보

통
계

 / K
o
re

a
 In

s
titu

te
 fo

r H
e
a
lth

 a
n
d
 S

o
c
ia

l A
ffa

irs

Ⅶ

나. u-Health 서비스 효과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들의 6개월간 신체측정치의 변화는 최고혈압, 최저혈압, 신체나이, 

허리둘레, 체지방지수(BMI), 혈당은 낮아졌으며, 체중, 체지방률, 내장지방레벨은 감소하였고, 소비칼로리와 보

행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성 구분 응답 수 (%) 특성 구분 응답 수 (%)

지역
◯◯구1) 613(66.0)

직업

사무직 288(31.0)

◯◯군2) 316(24.0) 영업직 103(11.1)

성별
남 627(67.5) 서비스 208(22.4)

여 303(32.5) 연구/전문직 66(7.1)

연령

39세 이하 267(28.7) 주부 및 무직 174(18.7) 

40~49세 605(65.1) 농업 90(9.7)

65세 이상 57(6.1)

1)		◯◯구는	자체예산으로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지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유소견	3개	이상을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초기	전
산에	등록된	대상자임

2)		◯◯군은	바우처	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지역주민중	대사증후군	유소견	1개	이상을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초
기	전산에	등록된	대상자임

<표 2>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남 여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신체측정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고혈압 132.0 127.7** 126.5 121.1** 125.4 123.9 129.4 124.8** 136.7 128.6* 129.9 125.3**

최저혈압 82.3 79.1** 79.4 74.4** 78.4 78.7 82.3 78.0** 78.6 72.6* 81.2 77.3**

체중 76.3 74.9** 61.6 60.3 76.6 75.4* 70.6 69.2** 65.9 64.3** 71.3 69.9**

체지방률 24.5 23.8** 36.3 35.0* 27.1 25.6* 29.1 28.3* 27.9 26.7** 28.6 27.6**

근육량 54.2 53.8** 36.4 36.7 52.6 52.9 47.3 47.1 45.0 44.7 48.2 48.0

기초대사량 1595.6 1580.4** 1156.7 1157.1 1597.1 1599.7 1421.7 409.0* 1324.2 1308.4 1446.6 1436*

내장지방레벨 13.3 12.9** 7.6 7.1** 10.5 10.1 11.4 11.0** 12.7 12.4 11.3 10.9**

추정골량 3.0 2.9** 2.2 2.3 2.9 3.0 2.7 2.7 2.5 2.5 2.7 2.7

신체나이 44.8 43.0** 54.4 50.7** 41.5 38.5* 49.4 47.2** 51.4 48.8** 48.3 45.6**

소비칼로리 1179.4 1494.2** 1173.3 1096.6 1223.0 1479.0 1201.5 1234.3 927.2 1826.5** 1177.3 1349*

<표 3>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측정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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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I의 시간별 변화 형태를 추적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 사용결과 초기치의 평균값은 26.17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44씩 감소하였으며, 초기치가 높을 수록 감소폭이 낮고, 초기치가 낮을 수록 감소폭

이 크게 나타남

   u-Health 서비스 초기 대사증후군 유소견이 3개 이상인 대상자가 88명에서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33명으

로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u-Health 서비스 초기 대사증후군 유소견이 1개 이상인 대상자는 232명에서 180명으로 22.4% 감소, 

유소견이 2개 이상인 대상자는 151명에서 82명으로 45.7% 감소, 유소견이 4개 이상인 대상자는 33명

에서 6명으로 81.8% 감소, 유소견이 5개인 대상자는 5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개월간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대사증후군의 진단별 변화를 살펴보면 혈압은 59.2%, 복부비만은 

49.4%, HDL-C는 35.4%, 혈당은 20.5%, 중성지방은 16.0%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남 여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신체측정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최초평균 최종평균

BMI 26.3 25.8** 25.4 24.8 26.3 25.8* 26.0 25.5** 25.1 24.5** 25.97 25.48**

보행수 6426.2 7856.2** 5977.6 7218.8* 6554.3 5892.7 6154.7 7734.5** 6542.4 9081.4 6250.1 7605.9**

허리둘레 93.3 87.6** 89.4 81.9** 91.3 82.8** 90.6 84.2** 92.6 84.5** 90.9 84.2**

중성지방(TG) 168.5 169.9 136.2 152.7 157.2 140.5 146.9 159.6 151.9 170.0 148.6 159.3

혈당 108.1 102.5 101.1 95.1* 90.8 86.2 104.2 98.6* 110.2 102.3 103.8 97.9**

HDL-C 49.5 50.4 50.9 50.8 51.7 47.6 50.2 50.1 50.4 51.5 50.3 50.7

**	p	<	0.01,	*	p	<	0.05

진단 허리 
둘레  
최초

허리 
둘레 

최종(%)*

중성 
지방  
최초

중성 
지방 

최종(%)*

HDL-C 
최초

HDL-C 
최종(%)*

혈당 
최초

혈당 
최종(%)*

혈압 
최초

혈압 
최종(%)*구분

성별 남 64 36(43.8) 38 26(31.6) 27 14(48.1) 37 26(29.7) 74 38(48.6)

여 108 51(52.8) 43 42(2.3) 21 17(19.0) 41 36(12.2) 56 15(73.2)

연령 39세 이하 19 7(63.2) 9 6(33.3) 6 5(16.7) 2 1(50.0) 11 6(45.5)

40~64세 125 66(47.2) 56 48(14.3) 31 23(25.8) 61 47(23.0) 94 39(58.5)

65세 이상 28 14(50.0) 16 14(12.5) 11 3(72.7) 15 14(6.7) 25 8(68.0)

전체 172 87(49.4) 81 68(16.0) 48 31(35.4) 78 62(20.5) 130 53(59.2)

*	(대사증후군	최초진단	대상자	-	대사증후군	최종진단	대상자)	/	(대사증후군	최초진단	대상자)×100

<표 4>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진단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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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문진 시 주 1일 이상 음주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36.0%, 6개월 이후에는 

52.3%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주 1~2일 음주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49.0%, 6개월 이후에는 63.3%, 주 

3~5일 음주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22.2%, 6개월 이후에는 37.0%, 주 

6~7일 음주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10.0%, 6개월 이후에는 40.0%가 음주

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최초 문진 시 일주일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54.4%, 

6개월 이후에는 86.1%가 주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초 문진 시 흡연 대상자가 u-Health 서비스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26.1%, 6개월 이후에는 60.9%가 금연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간/최종 음주 무(%) 주 1~2일(%) 주 3~5일(%) 주 6~7일(%)
전체*

최초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음주 무 81(87.1) 84(90.3) 10(10.8) 7(7.5) 2(2.2) 2(2.2) - - 93

주 1~2일 24(49.0) 31(63.3) 5(10.2) 5(10.2) 19(38.8) 13(26.5) 1(2.0) - 49

주 3~5일 6(22.2) 10(37.0) 3(11.1) 3(11.1) 16(59.3) 12(44.4) 2(7.4) 2(7.4) 27

주 6~7일 1(10.0) 4(40.0) - 1(10.0) 4(40.0) 4(40.0) 5(50.0) 1(10.0) 10

전체 112(62.6) 129(72.1) 18(10.1) 16(  8.9) 41(22.9) 31(17.3) 8(4.5) 3(1.7) 179

	*	p	<	0.001

<표 5>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음주횟수)

중간/최종 주 5회 이상(%) 주 2~4회(%) 주 1회(%)
전체*

최초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중간 최종

주 5회 이상 14(50.0) 11(39.3) 9(32.1) 16(57.1) 5(17.9) 1(3.6) 28

주 2~4회 17(35.4) 21(43.8) 22(45.8) 26(54.2) 9(18.8) 1(2.1) 48

주 1회 9(37.5) 10(41.7) 7(29.2) 10(41.7) 8(33.3) 4(16.7) 24

거의 없다 8(16.3) 8(16.3) 20(40.8) 35(71.4) 21(42.9) 6(12.2) 49

하지 않는다 2(6.7) 4(13.3) 13(43.3) 21(70.0) 15(50.0) 5(16.7) 30

전체 50(27.9) 54(30.2) 71(39.7) 108(60.3) 58(32.4) 17(9.5) 179

	*	p	<	0.001

<표 6>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운동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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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ealth 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대부분의 평가에서 평균 약 76%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u-Health 서비스 만족도는 ◯◯군이 ◯◯구 보다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4. u-Health 서비스 활성화 방안

   본 고의 효과분석 결과 u-Health(u-Wellness)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수단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 건강증진통합서비스의 만성질환자(건강위험군, 질환군)의 위험요인 관리 를 위한 개인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금연클리닉의 흡연자들의 금연상담 및 금연성공자에 대한 추후관리 서비스

중간/최종 현재 흡연(%) 현재 금연(%)
전체*

최초 중간 최종 중간 최종

현재 흡연 17(79.3) 9(39.1) 6(26.1) 14(60.9) 23

현재 금연 2(  1.3) 2(  1.3) 152(98.7) 152(98.7) 154

전체 19(10.7) 11(  6.2) 158(89.3) 166(93.8) 177

	*	p	<	0.001

<표 7> u-Health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변화(흡연유무)

지역 ◯◯구 ◯◯군

평가항목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귀하가 생각하는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4.28 1.26 69.7 4.73 1.77 68.7

u-Health 기기는 나의 건강상태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4.88 1.20 72.7 4.81 1.50 79.4

u-Health 기기의 성능과 디자인에 만족한다. 5.09 1.29 77.1 5.56 1.79 81.7

u-Health 기기의 간편성과 이동성에 만족한다. 5.40 1.33 74.7 5.72 1.68 81.9

u-Health 기기의 사용으로 나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 5.23 1.24 77.4 5.73 1.51 82.1

u-Health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것이 긍정적이다. 5.42 1.28 75.6 5.75 1.55 79.3

u-Health를 다른사람에게 적극 추천할 것이다. 5.29 1.23 73.1 5.55 1.76 80.3

전반적으로 u-Health 서비스에 만족한다. 5.12 1.24 74.3 5.62 1.78 79.1

*	u-Health	서비스	완료	이후	실시한	면접조사	응답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로	각	평가항목은	7점	척도를	사용함

<표 8> u-Health 서비스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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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대상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  독거(치매) 노인 응급안전 돌보미(모니터링)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아동비만관리 지원서비스

   u-Health의 민간부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형이 제시되

어야함      

▶  국가차원의 u-Health 서비스 시장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성공모델 개발과 함께 민간차원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국민이 안전하게 u-Health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u-Health 기술의 표준화와 함께 측정기기와 센서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체계가 마련되어야함      

▶  정부차원의 고품질의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의료기기기술(무구속, 무자각, 소형, 저전

력, 사용자인터페이스) 개발과 함께 국내 대기업과 정보통신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기기의 개발이 필요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u-Health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법 개·

제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보험수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함     

▶  보험수가 적용을 통하여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허용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함      

   u-Health 표준화 연구와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u-Health 활성화 종합지원 센터(가칭)의 구축이 추진되어야함     

▶  부처별,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u-Health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통합적 관리(기획, 조정, 평가, 활성화 

등)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함

송태민 (보건복지정보통계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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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수급자 재활서비스 실태 및 욕구

1. 장애연금 현황 및 실태

▶  2008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250만 명에 이르며, 이중 장애연금수급자(일시금 포함)는 7만 2천여 명에 이

르며, 금액으로는 3천 1백억 원(일시금 포함)에 달하고 있음

▶  2010년 8월말 현재 국민연금 통계로부터 장애연금 수급자는 총 61,762명이며 이중 남성은 54,242명, 

여성은 7,520명으로 파악되었고, 연금지급액은 총 2천억 원 정도이며, 이러한 수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현행 장애연금제도는 장애이후 기능적(의학) 심사를 통해 부여된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근로능력의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의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판정 이

후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재활 및 관련 자립의지에 기초한 적극적이고, 장애인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서

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소득보전 만을 목적으로 장애연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

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재활프

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2. 장애연금수급자의 재활 실태 및 욕구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장애연금수급자의 85%가 남성이고, 여성은 15%였으며, 연령대는 2~30대가 11.3%, 40대가 23%, 50

대가 40%, 60대 이상이 26%로 50대의 비중이 높았고,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41%, 고졸 이하는 39%, 

대학 이상은 21%로서 저학력인구비중이 높았음

▶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54%가 근로가능하며, 나머지 46%가 근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장

애이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사무직종사자가 11%, 판매종사자 12%, 기능원 및 관련기술종사자가 

22%, 단순노무자가 13%로 나타나, 중도장애인 대다수가 기술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남

▶  장애연금 수급자의 현재 근무 직장에 대해 전체의 약 4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근

무지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35%가 낮은 수입, 17%가 업무과다 등으로 나타났고, 큰 애로사

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6%를 차지하였음

▶  현재 직장에서 타직장으로의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가 14%였으며, 이들의 희망직종 1순위는 서비스업으

로 4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8%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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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소득변화를 파악한 결과 장애발생 이전의 소득은 평균 218만 원이었으나, 장애

발생 이후 소득은 181만 원으로,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시기인 

5~60대의 소득 감소가 타 연령층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재활실태 및 욕구

▶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1급이 11%, 2급 33%, 3급 52%, 4급 4%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장질환 17%, 척추장애 16% 등으로 나타

났음

▶  장애발생 원인별로는 사고로 인한 장애가 33.1%,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66.9%의 비율로 나타났고, 사

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 중 사고”의 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고, “교통사고”와 “기타사고 및 외상”

의 비율은 각 24.1%, 8.9%로 나타났음. 질환유형별로는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의 비율이 24.5%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질환”과 “순환기계통의 질환”의 비율이 각 22.7%, 14.8%로 나타났음

[그림 1] 장애연금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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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수급자 중 약 98%가 병원에서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복지관 0.66%, 

재활시설 0.81%로 타 기관에서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활종료 후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장애등급과 무관하에 원직장 복귀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 4급인 경증장애인의 복귀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장애 등급에 따라 

낮아짐을 알 수 있음

▶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82%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서비

스 경험자 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재활서비

스 이용 또는 경험자는 15%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재활서비스	중	의학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69%),	다음으로	신체	및	자가관리

교육이	59%,	물리치료서비스가	58%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욕구를	살펴보면	의학치료가	84%로	

가장	높았으며,	물리치료서비스	욕구가	52%,	작업치료	22%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욕구가	가장	

낮은	것은	언어치료서비스로	85%정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재활서비스	중에서는	직업지도서비스가	68%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업적응훈련

이	60%,	직업능력개발훈련이	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별	욕구도를	파악한	결과	취업알선	등

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67%로	가낭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29%,	지원고용이	28.9%

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사회재활서비스	중에서는	활동보조	등	서비스에	대해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포츠재활서비스	73%,	사회적응훈련	서비스가	69%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욕구에	대

해서는	스포츠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전체의	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활동보조	등	서비스	

31%,	심리치료서비스	24%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 재활종료 후 희망진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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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기관들 중 “종합병원”이 52.7%로 가장 높았고, “병·의원” 35.3%, “재활 병·

의원” 6.6%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중 1~3급의 종합병원 이용률이 50~57%인 반면 4급의 경우 병의원 

이용률이 55%로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의 병의원 이용률이 높았음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률은 “작업훈련시설(49.6%)”, “보호작업시설(17.6%)”, “근로작업시설

(11.8%)”의 순이며,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이유로는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서(56.1%)”, 

“주변사람들의 추천으로(17.5%)”로 나타났음

▶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은 주로 여성이며, 저연령층이고, 중증장애인들로 나타났으며, 지체

장애인이 많은 이용률을 보였고, 장애인들의 사회재활 서비스 이용기간은 2년 이상이 53%, 1년 미만은 

21%로 장기간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재활서비스 이용비용은 평균 7만 6천 

원 정도로 나타났음

[그림 3] 재활서비스별 만족도 및 욕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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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연금수급자의 연금공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분석

   의료재활서비스

▶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전체적으로 고령층,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의학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장애인	일수록,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

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욕구가	높았고,	수도권	보다는	지방거주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의	서비스욕구가	높았음

·		언어치료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장애인이며,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이	높았음

·		작업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중증장애인이며,	지체장애인이	높았고,	신체간호	등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고령층이고,	수도권	거주자이며,	중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	일수록	높았음

   직업재활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의 경우 저연령층이며, 수도권 거주장애인이고 경증장애인들의 서비스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작업지도서비스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고,	수도권거주자이며,	중증장애인이고,	지체	및	수족(손,	팔,	다

리)장애인일수록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에	대해	젊은	연령층,	수도권거주자,	경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

인의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지원고용서비스	욕구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	수도권거주자,	경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

장애인의	서비스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는	젊은	연령층,	수도권거주자,	경증장애인,	지체장애인의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	수도권거주자,	경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

장애인	일수록	서비스	욕구가	높았음

   사회재활서비스

▶  사회재활서비스의 경우 스포츠재활서비스의 욕구가 높았으며, 고령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서비스욕구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거주 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욕

구가 높았음

·		사회적응훈련	서비스의	경우	고령자	보다는	젊은	층의	욕구가	높았으며,	수도권거주	장애인이며,	중증

장애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스포츠재활서비스의	경우	젊은	층의	욕구가	높았으며,	수도권거주	장애인이며,	경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심리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	수도권	거주자,	중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

인	일수록	서비스	욕구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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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고령층,	수도권거주	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

손,	팔,	다리)장애인	일수록	서비스욕구가	높았음

의료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구분 Effect
모형1

구분
모형1

구분
모형1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의학치료

절편 3.8907***

작업지도

3.5085***

 사회적응훈련

2.3765***

성별더미 -0.1476 0.1456 0.003559

연령 0.008026* -0.03242*** -0.01224***

학력더미 -0.02821 0.008762 0.07711

지역더미 -0.08792 0.144* 0.119*

장애등급더미 0.1515* -0.188* 0.1922***

장애유형더미 -0.3163*** 0.1347* -0.00148

물리치료

절편 2.846***

 직업적응훈련

3.47***

 스포츠재활

3.7687***

성별더미 -0.3274*** 0.1263 -0.1024

연령 0.003262 -0.03192*** -0.02247***

학력더미 0.04908 -0.02734 0.06105

지역더미 -0.1544* 0.1188* 0.1988**

장애등급더미 0.07455 -0.171* -0.1574*

장애유형더미 1.0278*** 0.1393* 0.4525***

언어

절편 0.8035***

 지원고용

4.0273***

 심리치료

2.8261***

성별더미 0.05176 0.1078 -0.133

연령 0.008559** -0.03812*** -0.0125***

학력더미 0.02238 -0.04004 -0.01912

지역더미 0.032 0.2025*** 0.1941**

장애등급더미 0.3598*** -0.3174*** 0.1293*

장애유형더미 0.4095*** 0.1605* 0.139*

작업치료

절편 0.8035***

취업알선 등

4.0273***

활동 보조 

서비스 등

2.8261***

성별더미 0.04352 0.1058 -0.2019*

연령 0.00034 -0.0431*** 0.008294*

학력더미 -0.04227 -0.00225 0.02333

지역더미 0.06075 0.2665*** 0.1977**

장애등급더미 0.5131*** -0.3591*** 0.8392***

장애유형더미 0.7331*** 0.1538* 0.1902**

신체간호

및

자가관리

교육

절편 1.1794***

직업능력개발

4.2474***

성별 더미 0.04175 0.08819

연령 0.009275** -0.04211***

학력더미 -0.02153 -0.07085

지역더미 0.1562** 0.1372*

장애등급더미 0.3052*** -0.2449***

장애유형더미 0.2895*** 0.1501

<표 1>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활서비스별 욕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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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제언

   장애연금 수급자 가구의 소득 상태는 중하위 또는 하상위 층이 전체의 약 8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무엇보다도 경제활동 참여 또는 직업복귀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

료재활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응답자의 대다수가 의료재활의 욕구는 강하지만,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활

서비스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연계와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에서의 중도 탈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국민연금공단의 재활서비스 제공시 공단 지사에 전문 상담인력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단에서는 재활상담 

서비스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신청시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차원의 상담이 아닌 장애인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제시하거

나, 관련 기관의 소개 및 궁극적인 재활서비스의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최종적으로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인의 상

태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병원 및 재활 서비스 센터 등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보 네트워크(전산망)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재활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그림 4] 재활장애인 정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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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주 장애인의 경우 재활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재활서비스에 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

으며, 시간적 제약 등으로 재활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시간대별 서비스제공과 지방 거

주 장애인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됨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젊은 연령층의 욕구가 높았고, 지역적으로 수

도권 거주 장애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 서비스 모형 구축시 연령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재활서비

스 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모형 구축시 장애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재활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제활동 복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시기 초기 중기 최종

재활서비스 의료재활 의료재활+직업재활 직업재활+사회재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  장애인 특성에 따른 재활서비
스 상담

-  병의원 재활 상담 및 지역재
활센터지원

- 재활참여 모니터링 및 상담

-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 및 직
장 복귀상

- 사회재활 서비스 연계제공

- 재활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표 2> 단계별 재활서비스 제공 내용

손창균 (보건복지정보통계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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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수술 현황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수술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수술 수준은 OECD 국가에서 높지 않으나 수술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인구 10만 명당 백내장수술은 750.6으로 OECD 국가 평균(696.1)보다 높으나 편도선절제술은 88.2로 

OECD 국가 평균(133.8) 보다 낮고, 허니아수술은 71.8로 가장 낮아서 수술종류에 따라 차이가 큼 

2. 수술환자 추이 및 특성

가. 수술률 추이

   우리나라 국민의 수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로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수술률은 4,530.7로 2005

년의 2,926.3에서 54.8% 증가함. 수술환자의 의료기관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증가하고 병원과 

의원은 감소하는 추세임. 수술환자 평균재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에서 많이 감소함 

▶  상급종합병원 수술환자 비중은 2005년에 12.7%에서 2009년 20.9%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에 병원 수술

수술명 한국
OECD 국가

평균 최대(국가) 최소(국가)

백내장수술1) 750.6 696.1 1891.4(미국) 9.9(칠레)

편도절제술1) 88.2 133.8 258.8(룩셈부르크) 23.2(멕시코)

관상동맥 우회술 7.2 50.3 131.4(벨기에) 3.3(멕시코)

정맥류 결찰수술1) 42.3 113.6 342.9(덴마크) 6.9(멕시코)

허니아수술 71.8 181.5 335.0(그리스) 71.8(한국)

자궁절제술 430.7 115.6 430.7(한국) 26.2(칠레)

제왕절개수술 644.1 617.8 1578.9(멕시코) 318.6(네덜란드)

제왕절개수술(출생 1000명당) 351.3 257.8 427.0(터키) 143.0(네덜란드)

고관절전치수술 16.9 153.6 295.7(독일) 7.5(멕시코)

슬관절전치수술 97.8 118.4 212.5(미국) 3.4(멕시코)

유방보존수술 25.1 112.3 245.1(독일) 25.1(한국)

주	1):	외래수술도	포함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1

<표 1>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수술률 (단위: 10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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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환자는 37.3%에서 31.7%, 의원은 32.9%에서 23.5%로 감소함

▶  2009년 수술환자 평균재원일수는 9.6일로 2005년의 11.2일과 비교하여 1.6일 감소함. 종합병원 수술

환자 평균재원일수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난이도 높고 중증질환 수술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1.7일 

감소함

[그림 1] 연령별 입원수술률 추이(2005〜2009년)

자료: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그림 2] 의료기관종류별 입원수술환자 구성(2005〜2009년)

자료: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각	조사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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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입원환자 수술추이를 보면, 백내장수술, 일반척추수술, 슬관절전치수술, 담낭절제술 등에서 수술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치핵수술,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허니아수술 등은 큰 변화가 없음 

▶  인구 10만 명당 백내장수술 건수는 2006년에 554.3에서 2009년 727.5로 31.2%, 일반척추수술은 189.1

에서 287.4로 50.9%, 슬관절전치수술은 62.5에서 94.8로 51.7% 증가하여 노령연령층에 많은 수술이 급

격히 증가함

[그림 4] 인구 10만 명당 건강보험 입원환자 수술률(2006년, 2009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	주요수술통계

[그림 3] 의료기관종류별 입원수술환자 평균재원일수(2005년, 2009년)

자료: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각	조사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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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별 수술현황

   수술은 연령층에 따라 환자구성이 매우 다름 

▶  편도절제술은 0〜14세 연령층에서 많고 15〜44세 연령층은 충수절제술과 치핵수술, 신장이식수술, 그리

고 분만관련 수술이 많음

▶  45〜64세 연령층은 정맥류 결찰수술, 담낭절제술, 고관절전치수술, 위절제술, 간 부분절제술, 갑상선수술 환

자가 많으며 65세 이상 연령층은 백내장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전립선수술, 슬관절전치수술 환자가 많음

구분 0~14세 15~44세 45~64세 65세 이상

백내장수술 0.3 2.7 26.2 70.9

편도절제술 56.8 36.5 6.0 0.7

스텐트삽입술 - 4.4 42.9 52.7

관상동맥 우회술 - 4.3 37.9 57.9

심장 카테터 삽입술 3.8 11.3 39.6 45.3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4.2 22.9 14.6 58.3

정맥류 결찰수술 0.1 32.2 50.5 17.2

충수절제술 18.8 52.7 19.8 8.7

담낭절제술 0.4 28.3 43.0 28.3

허니아수술 29.1 13.5 26.8 30.6

전립선(경요도)수술 0.1 0.1 30.8 69.0

전립선수술 - 1.6 32.5 65.9

자궁절제술 0.0 31.0 60.5 8.5

제왕절개수술 - 99.8 0.2 -

고관절전치수술 - 17.1 45.9 37.0

슬관절전치수술 0.0 0.7 25.3 73.9

유방보존수술 1.5 61.2 34.3 3.0

유방절제수술 0.2 46.7 45.2 7.9

신장이식수술 2.2 53.3 44.4 -

간이식수술 - 26.7 69.3 4.0

위절제술 0.2 11.9 45.3 42.7

간 부분절제술 0.8 19.2 47.9 32.1

갑상선수술 1.1 35.3 53.5 10.1

치핵수술 0.2 55.1 37.9 6.8

전체 4.5 34.8 29.2 31.5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도	환자조사

<표 2> 주요수술별 연령구성(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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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환자 진료비 

   2009년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입원진료비는 3조 4,913억 원으로 2006년의 2

조 4,717억 원에서 41.3% 증가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  일반척추수술, 백내장수술, 슬관절전치수술, 스텐트삽입술 등은 진료비가 많이 지불되는 수술이며 건강보

험으로 지급된 총진료비 증가폭이 매우 큼

3. 수술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수술 환자는 근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치핵수술은 전문병의원

을 선호하고 편도절제술은 환자거주지 시도 내 종합병원에서 수술하는 성향이 강함. 백내장수술은 의원에서 

수술하는 성향이 강하나 일부는 병상수 많은 종합병원을 선호함

▶  백내장수술은 연령과 관련이 있어 15〜44세 연령층과 비교하여 45〜64세 연령층 수술위험은 13.72배 높

고, 65세 이상은 75.44배로 급격히 증가함. 제왕절개수술 또한 20〜24세와 비교하여 25〜29세는 2.86

배, 30〜34세는 3.31배 수술위험이 높음. 치핵수술은 남자가 여자보다 1.37배 수술위험이 높고, 편도절

제술은 15〜44세 연령층과 비교하여 0〜14세 연령층 수술위험이 8.93배 높음

[그림 5] 주요수술별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비(2006년, 2009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	주요수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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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수술

상대비(95% 신뢰구간) 상대비(95% 신뢰구간) 상대비(95% 신뢰구간) 상대비(95% 신뢰구간)

의료기관 종류

상급종합병원 1.00(0.96~1.05) 0.89(0.83~0.95) 0.26(0.23~0.29) 1.20(1.05~1.36)

종합병원 1.00 1.00 1.00 1.00

병원 0.89(0.84~0.95) 0.19(0.16~0.23) 2.32(2.19~2.46) 0.09(0.06~0.13)

의원 1.84(1.72~1.98) 0.36(0.29~0.45) 5.09(5.50~6.33) 0.11(0.08~0.17)

병상수

500병상 이상 2.02(1.92~2.13) 1.48(1.37~1.59) 0.38(0.34~0.41) 1.20(1.05~1.38)

100~499병상 1.00 1.00 1.00 1.00

100병상 미만 0.86(0.81~0.91) 2.38(1.91~2.96) 0.64(0.60~0.67) 5.19(3.46~7.79)

고가 의료장비

CT 보유 0.40(0.38~0.42) 0.75(0.65~0.86) 0.74(0.70~0.77) 0.67(0.56~0.82)

MRI 보유 0.14(0.14~0.15) 1.15(1.00~1.31) 0.27(0.25~0.28) 0.40(0.35~0.46)

방사선치료장비 보유 0.84(0.81~0.88) 0.91(0.85~0.97) 1.27(1.20~1.34) 0.58(0.51~0.66)

공공의료기관 1.29(1.24~1.34) 0.68(0.63~0.74) 0.95(0.87~1.03) 1.03(0.90~1.17)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여성 1.03(1.01~1.05) 0.92(0.88~0.96) 0.73(0.72~0.75)

연령

0~14세 1.09(0.95~1.26) 8.93(8.50~9.39) 0.05(0.04~0.06) 1.00

15~44세 1.00 1.00 1.00 2.86(2.50~3.27)

45~64세 13.72(13.1~14.38) 0.15(0.14~0.17) 0.90(0.88~0.92) 3.31(2.90~3.79)

65세 이상 75.44(72.02~79.01) 0.04(0.03~0.05) 0.15(0.14~0.16) 1.79(1.55~2.06)

진료비지불방법

건강보험 1.00 1.00 1.00 1.00

의료급여 1.20(1.15~1.25) 0.99(0.89~1.11) 0.77(0.72~0.84) 0.63(0.48~0.83)

기타 0.49(0.46~0.52) 0.36(0.31~0.41) 0.10(0.09~0.11) 0.41(0.33~0.50)

진료권

타시도 진료 0.99(0.96~1.02) 0.63(0.58~0.67) 1.14(1.10~1.18) 0.75(0.68~0.83)

타시군구 진료 1.10(1.07~1.13) 0.91(0.86~0.96) 1.01(0.98~1.04) 0.97(0.90~1.05)

환자거주지

대도시 1.40(1.37~1.44) 0.91(0.87~0.96) 1.18(1.15~1.22) 0.71(0.66~0.77)

군지역 0.78(0.75~0.81) 1.05(0.96~1.15) 0.85(0.81~0.89) 1.09(0.96~1.24)

중소도시 1.00 1.00 1.00 1.00

주:	각	수술여부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	2005년,	20008년,	2009년	4회	환자조사의	퇴원환자	수술자료	

<표 3>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수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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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위절제술 간 부분절제술 간 부분절제술 슬관절전치수술

상대비(95% 신뢰구간) 상대비(95% 신뢰구간) 상대비(95% 신뢰구간) 상대비(95% 신뢰구간)

의료기관 종류

상급종합병 1.24(1.09~1.42) 1.59(1.37~1.84) 1.23(1.16~1.31) 0.94(0.85~1.03)

종합병원 1.00 1.00 1.00 1.00

병원 0.19(0.14~0.26) 0.45(0.22~0.94) 0.09(0.06~0.13) 3.41(3.15~3.7)

의원 0.20(0.11~0.37) 0.00(0.00~5.12) 0.06(0.03~0.09) 0.80(0.68~0.94)

병상수

500병상 이상 1.54(1.38~1.72) 3.44(2.54~4.67) 2.16(1.97~2.37) 0.59(0.54~0.65)

100~499병상 1.00 1.00 1.00 1.00

100병상 미만 0.53(0.32~0.88) 0.25(0.07~0.99) 1.98(1.29~3.05) 0.49(0.43~0.55)

고가 의료장비

CT 보유 1.51(1.04~2.21) 0.49(0.17~1.38) 1.33(1.05~1.7) 0.20(0.18~0.23)

MRI 보유 0.71(0.55~0.92) 1.54(0.64~3.74) 0.80(0.67~0.95) 9.11(8.23~10.08)

방사선치료장비 보유 2.04(1.84~2.26) 2.40(1.89~3.05) 1.36(1.25~1.47) 0.94(0.87~1.02)

공공의료기관 1.53(1.44~1.63) 1.43(1.26~1.62) 1.50(1.42~1.59) 1.53(1.41~1.65)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여성 0.45(0.43~0.48) 0.48(0.43~0.54) 4.13(3.88~4.4) 5.23(4.86~5.64)

연령

0~14세 0.04(0.02~0.08) 0.20(0.12~0.32) 0.13(0.10~0.16) 0.52(0.21~1.29)

15~44세 1.00 1.00 1.00 1.00

45~64세 3.59(3.29~3.92) 2.21(1.92~2.55) 1.36(1.29~1.43) 24.91(19.49~31.82)

65세 이상 4.50(4.12~4.93) 1.79(1.53~2.11) 0.40(0.36~0.43) 104.26(81.84~132.82)

진료비지불방법

건강보험 1.00 1.00 1.00 1.00

의료급여 0.77(0.68~0.88) 1.04(0.83~1.31) 0.52(0.45~0.61) 1.13(1.04~1.23)

기타 0.37(0.31~0.44) 0.28(0.19~0.41) 0.45(0.39~0.52) 0.48(0.4~0.57)

진료권

타시도 진료 1.51(1.41~1.62) 2.50(2.18~2.86) 1.27(1.19~1.35) 1.28(1.20~1.37)

타시군구 진료 1.22(1.12~1.33) 1.26(1.04~1.52) 1.24(1.15~1.32) 1.34(1.26~1.43

환자거주지

대도시 1.06(1~1.14) 1.24(1.09~1.42) 0.97(0.92~1.03) 1.01(0.95~1.07)

군지역 0.95(0.87~1.04) 1.05(0.88~1.24) 0.80(0.73~0.88) 1.10(1.02~1.19)

중소도시 1.00 1.00 1.00 1.00)

주:	각	수술여부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	2005년,	20008년,	2009년	4회	환자조사의	퇴원환자	수술자료자료주거대책

<표 4> 위절제술, 간 부분절제술, 갑상선수술, 슬관절전치수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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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위절제술, 간 부분절제술, 갑상선수술 환자는 환자거주지에서 먼 지역까지 이동하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하는 성향이 강하고 고가의료장비보유 여부와도 관련이 있음

▶  위절제술과 간 부분절제술은 남자가 여자보다 수술위험이 높은 반면 갑상선수술은 여자가 남자보다 4.13

배, 슬관절전치수술은 5.23배 수술위험이 높음. 연령층별 수술위험은 위절제술은 15〜44세 연령층과 비

교하여 45〜64세 연령층이 3.59배, 65세 이상 연령층은 4.50배 수술위험이 높고, 45〜64세 연령층의 간 

부분절제술 수술위험은 2.21배 높고 갑상선수술은 1.36배 높음

▶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상급종합병원 선호도는 위절제술 1.39배, 간 부분절제술 1.59배, 갑상선수술은 1.23

배 높게 나타나 간 부분절제술이 가장 강하며 슬관절전치수술은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병원 수술 선호도가 

3.41배 강함. 위절제술은 CT 보유기관에서 간 부분절제술과 갑상선수술은 방사선치료장비 보유기관에서 

수술하는 경향이 강함

4. 정책적 시사점

   지역의 수술 의료자원 및 수술통계 정보제공이 필요함

▶  지역의 의료자원 및 수술정보를 제공하여 수술환자가 의료기관 선택에 참조하고 상급 또는 대도시 의료

기관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함 

   수술 후 회복과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 높고 중증환자 수술이 많음에도 병상수 부족과 경영수지 문제로 수술한 환자가 조

기 퇴원하는 경향이므로 수술 후 일정기간 회복과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등 대책이 

필요함

   수술전문기관정책이 필요함 

▶  수술은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의료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므로 수술전문기관 제도를 통한 수술의 질적 서

비스 향상이 필요함

   수술진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수술 수준은 아직 중간 이하 이지만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으로 수술

건수 및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수가와 의료정보 제공을 통하여 수술이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함

도세록 (보건복지정보통계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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