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에 연구보
고서 69편, 정책보고서 109편을 집필, 발
간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을 선도
하는 사회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 습니다. 2009

년 연구의 중점방향은 국정지표인 능동
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개
발에 두고 평생복지 기반 마련, 맞춤형
복지 실현, 서민생활 안정, 일을 통한 복
지 실현, 보건복지제도의 효율적 운 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 습니다. 

회고하여 보면 2009년은 2008년에 시작된
로벌 경제위기가 국민생활 전반에

향을 주면서 사회 불안이 점증되는 시기
습니다. 국정전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위기극복
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노
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
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보건복지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체계의 고도화와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위험 요인의 관리와 사회변
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
하 다고 자부합니다. 

2009년 보고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정책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 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의 연구는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가치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제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하 습니다.

다음으로 시의 적절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라도 제 때에 제시되지 않으면 의미
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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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 활동 화보

세미나·토론회

┌ ┐

┌┐

경제위기이후사회통합과공동번 에관한국제심포지엄
2009.05.27 (수) ~ 2009.05.28(목) 신라호텔 빈관

┌ ┐

┌┐

최저생계비계측방식개선방안모색을위한국제포럼
2009.07.16(목) 그랜드힐튼플라밍고연회실

┌ ┐

┌┐

세계보건기구담배규제기본협약제14조가이드라인마련국가간실무회의
2009.09.02(수) 코리아나호텔 7층 로리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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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출산과일·가정양립에관한국제세미나
2009.10.08(목) 대회의실

┌ ┐

┌┐

저출산정책국제세미나: 한국과유럽의경험을중심으로
2009.10.26(월) 대회의실

┌ ┐

┌┐

2010년보건·복지재정의현안과제와정책방향에관한토론회
2009.04.01(수) 백범기념관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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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 활동 화보

┌ ┐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에관한공청회
2009.06.02(화) 대회의실

┌ ┐

┌┐

Human New Deal-Jason E. Bordoff(미국브루킹스연구소)
2009.03.19(목) 신관 1회의실

┌ ┐

┌┐

제1차보건복지가족정책연구협의회(KIHASA, 복지부, NYPI)
2009.09.25(금)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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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0년보건복지예산(안)의평가와과제
2009.10.29(목) 대회의실

┌ ┐

┌┐

녹색성장을위한식의약분야기후변화대응National Agenda 및
National Agenda Project 도출

2009.11.13(금) 대회의실

┌ ┐

┌┐

저출산종합연구센터출범식및기념세미나
2009.12.02(수)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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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 활동 화보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려대학교학술교류협정체결식
2009.05.12(화) 고려대학교본관 1층회의실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관리공단학술·연구협약체결
2009.09.02(수) 국민건강관리공단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순천향대학교학술·연구교류협약
2009.11.13(금) 대회의실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일본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학술·연구교류협정
2009.12.18(금) 일본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교류협정체결·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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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문화가족초청토론회및결연식Ⅱ
2009.05.09(토) 대회의실

┌ ┐

┌┐

직원과다문화가족결연식 (09.05.09)
2009.05.09(토) 

┌ ┐

┌┐

1사 1촌의료봉사활동 (09.02.27)
2009.02.27(금) 

┌ ┐

┌┐

1사 1촌마을포도나무심기 (09.04.03)
2009.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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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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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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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HASA 현황

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

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수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합니다.

19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국무조정

실로이관 (법률제5733호)

1989.12.30 보건사회부의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기능을통합하여한국보건사회연

구원으로개칭 (법률제4181호)

1981.07.0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가족계획연구원을통합하여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

로발족 (법률제3417호)

1976.04.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설립 (법률제2857호)

1971.07.01 가족계획연구원설립 (대통령령제5198호및법률제2270호)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및사회문제에관한제도평가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정책수립및개발을위한국가기초통계자료의생산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중장기발전계획수립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정부의주요정책위원회지원

○보건의료·사회복지주요정책과제에대한국민여론수렴

○보건의료·사회복지관련국내외전문기관과의기술정보교류, 공동연구및이에대한

지원

○정부, 국내외공공기관및민간단체로부터의공익성이있는연구용역의수탁

○보건의료·사회복지에관한교육, 연수및홍보

○기타연구원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설립목적

연 혁

주요 기능

09_연구보고서-1장  2010.4.7 9:15 PM  페이지14   mac① 



0152009 연차보고서

조직도
원 장

감 사

연구자문위원회

연
구
기
획
조
정
실

보
건
의
료
연
구
실

건
강
증
진
연
구
실

사
회
보
험
연
구
실

기
초
보
장
연
구
실

복
지
서
비
스
연
구
실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연
구
실

보
건
사
회
통
계
실

경

지
원
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부설 육아정책개발센터

감 사 팀

임직원 현황

구 분 현 원 합 계

임 원 원장 1 1

연구직
연구위원급 58

81
연구원급 23

전문직
전문위원급 4

9
전문원급 5

관리직
책임관리원급 8

16
관리원급 8

합 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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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연구기획조정실장
yslee@kihasa.re.kr
T.380-8132

오 호
보건의료연구실장
ohyho@kihasa.re.kr
T.380-8202

정 기 혜
건강증진연구실장
khchung@kihasa.re.kr
T.380-8219

신 석
사회보험연구실장
ysshin@kihasa.re.kr
T.380-8225

이 태 진
기초보장연구실장
ginihome@kihasa.re.kr
T.380-8111

김 미 숙
복지서비스연구실장
mskim@kihasa.re.kr
T.380-8144

이 삼 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lss@kihasa.re.kr
T.380-8226

송 태 민
보건사회통계실장
tmsong@kihasa.re.kr 
T.380-8201

박 종 돈
경 지원실장
jdpark@kihasa.re.kr
T.380-8306

김 용 하 | 원 장
yhkim@kihasa.re.kr
T.380-8102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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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

■연구기능

1 의료공급의 효율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연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시장

및보건의료체계개선연구

•의료전달체계 및 부문간 연계를 통한 보건

의료체계효율성개선방안연구

•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및의료비관련

연구

•의약품 개발·생산·유통·사용·가격·지

불보상에관한제도및정책연구

2 의료자원수급균형과효율적관리를위한정책

연구

•의료자원 수급실태 조사, 수급추계 및 수급

계획수립

•의료자원의효율적관리체계에관한연구

3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분석을 위한 보건의료패널

조사및연구

•의료이용 및 의료비 패널조사 기획 및 분석,

평가

•건강행태, 의료이용, 의료비 관련 데이터베

이스구축및정책연구

•기타보건의료관련조사자료수집및분석

4 기후변화 관련 보건의료분야 대응방안 및 정책

연구

•기후변화에의한건강 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대응 정책

및적응전략연구

•기후변화 관련 분야와의 유기적 의사소통

및협력방안연구

•기후변화에따른건강모니터링DB 구축

■연구진

이 름 직 위 연구분야 학 교 이메일

오 호 실장 보건정책,의료인력 수급 The Ohio State University ohyho@kihasa.re.kr 

조재국 선임연구위원 보건산업, 보건정책 New York University jgjo@kihasa.re.kr 

정 호 연구위원 보건경제, 보건산업 New York University yhjung@kihasa.re.kr

박실비아 연구위원 의약품정책, 의약품산업 서울대학교 spark@kihasa.re.kr 

최정수 부연구위원 보건정책, 건강증진 University of Wales, U.K jsoo@kihasa.re.kr 

신호성 부연구위원 장기요양, 의료인력 University of South Shin_hs@kihasa.
(의료자원) Carolina re.kr 

연구기능 및 분야별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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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건강증진연구

■연구기능

1 식품안전· 양 정책 수립 및 평가

•식품안전에관한정책개발

•중앙 및 지자체 정부 식품분야 업무추진실

적평가체계구축

•어린이먹을거리포함식품분야정책평가

•기후변화 대응 식품분야 국가 아젠다 개발

및연구

•식품이물, 단체급식 위생수준 향상 등 대중

권익을위한연구

2 건강증진정책수립및평가

•중장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지역보건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금연·음주· 양·비만사업에대한건강증

진정책수립및개발

•모자보건, 구강보건선진화를위한정책

개발

3 건강 향평가

•시스템DB구축및운

•건강 향평가지침개발

4 공중위생정책수립및평가

•지자체 공중위생업무 추진실적 평가체계

구축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 지표

및정책개발

•우수 선진국의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현황파

악및실태조사

•공중위생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평가

이 름 직 위 연구분야 학 교 이메일

정기혜 실장 식품정책, 식품 양 서울대학교 khchung@kihasa.re.kr

서미경 연구위원 보건교육, 건강증진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kyungsm@kihasa.re.kr 

황나미 연구위원 모자보건, 지역간호 서울대학교 nami@kihasa.re.kr 

김혜련 연구위원 건강증진, 보건 양 한양대학교 hrkim@kihasa.re.kr 

정 철 연구위원 보건의료/복지 정보화 가톨릭대학교 cyc@kihasa.re.kr

최은진 연구위원 담배규제정책, 보건교육 The Pennsylvania eunjin@kihasa.re.kr 
State University

김정선 연구위원 식품정책, 식품안전관리 Technical University Berlin Kjs0416@kihasa.re.kr 

강은정 연구위원 건강증진, 아동청소년 Pennsylvania State marchej@kihasa.re.kr
건강정책 University

곽노성 부연구위원 식품안전, 식품정책 University of Reading forsome@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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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연구

■연구기능

1 공적연금 분야

•국민연금등공적연금에제도관련연구

•공적연금재정계산관련연구

•다층소득보장체계실태분석및

발전방향연구

•국민연금기금운 관리체계및

기금운용방안연구

2 건강보험 분야

•건강보험제도운 관련연구

•건강보험급여체계관한연구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에관한연구

3 사회재정 분야

•사회재정사업의평가기반구축

•사회재정사업의평가를통한정책의

혁신과대안모색

•사회재정지출모형의개발및효과분석

■연구진

이 름 직 위 연구분야 학 교 이메일

신 석 실장 사회보험, 사회보장 University of Northern Illinois ysshin@kihasa.re.kr

최병호 선임연구위원 사회보험, 국민연금 University of Georgia choice@kihasa.re.kr 

윤석명 연구위원 사회보험, 공적연금 Texas A&M university smy1985@kihasa.re.kr  

원종욱 연구위원 국민연금, 복지재정 Purdue University wonjw@kihasa.re.kr 

고경환 연구위원 복지재정, 복지정책 성균관대학교 khgho@kihasa.,re.kr 

유근춘 연구위원 사회경제, 보건복지재정분석 University of Cologne gchryu@kihasa.re.kr 

홍석표 연구위원 복지재정, 사회보험 State University of seokp@kihasa.re.kr
New York, USA

최성은 연구위원 후생경제, 복지재정 Syracuse University sec0150@kihasa.re.kr

신현웅 부연구위원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려대학교 shinh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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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연구
■연구기능

1 빈곤예방, 탈빈곤을 위한 정책연구
•근로능력빈곤층(working poor) 자립촉진방안관련

연구
•복지와고용연계에기반한일자리창출정책관련

연구
•자활사업 활성화 및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관

한연구
•기초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간의 연계방안

관련연구
•차상위 등 비수급 빈곤계층(near poor) 빈곤예방정

책관련연구
•긴급지원제도개선방안관련연구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개선 및 자산형성지원

방안에관한연구

2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
도개선연구
•근로무능력빈곤층(deserving opoor)에대한최저생

활보장관련연구
•노숙인지원정책에관한연구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

방안

•보장성강화를위한급여체계효율화에관한연구
•사회통합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에관한연구

3 기초보장제도평가및모니터링을위한연구
•기초보장제도점검및성과평가관련연구
•기초보장제도의 건강성 제고(부정·과잉 수급 방

지, 횡령 척결)방안 관련 연구
•기초보장제도와복지정책과의연계방안관련연구
•기초보장제도의재정효율화방안관련연구
•빈곤및기초보장모니터링포럼운 을통한정책

환류체계구축
•빈곤·공공부조관련데이터구축및생산

4 사회복지 관련 실태 분석을 위한 복지패널조사
및연구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복지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 분석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D/B 구축및정책연구
•주거, 의료, 고용, 공공부조, 사회보험, 아동·노

인·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인식 등 관
련복지정책개선에관한연구

■연구진

이 름 직 위 연구분야 학 교 이메일

이태진 실장 기초보장제도평가 및 성균관대학교 ginihome@kihasa.re.kr 
모니터링, 주거복지

김미곤 연구위원 공공부조, 빈곤 성균관대학교 kmegon@kihasa.re.kr

노대명 연구위원 기초보장, 자활사업 University of Paris 2 dmno@kihasa.re.kr  

강신욱 연구위원 빈곤정책, 소득불평등 서울대학교 kangsw@kihasa.re.kr 
관련정책

남상호 연구위원 소득분배 및 재정의 University of Washington, johnnam@kihasa.re.kr
거시적 분석 Seattle

이현주 연구위원 빈곤, 사회복지행정 서울대학교 hjlee@kihasa.re.kr 

김태완 부연구위원 빈곤 및 불평등, 공공부조 한양대학교 taewan@kihasa.re.kr

여유진 부연구위원 빈곤과불평등, 서울대학교 Eugene@kihasa.re.kr 
기초보장(공공부조)제도

최현수 부연구위원 사회복지정책(세금혜택정책), 서울대학교 ppiji@kihasa.re.kr
빈곤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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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복지서비스연구

■연구기능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

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제 분야의 정책개발

및 평가연구

2 아동·청소년부문

•생애출발의 형평성 보장을 통한 인적자본의

확충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통합 촉진

연구

3 장애인부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맞춤형 복지서

비스확충연구

4 가족서비스부문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욕구변화를

반 하고,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며, 가족기능

강화를위한포괄적지원체계마련연구

5 사회서비스부문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이용체계를 개편

하여 서비스 수요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고, 서비스 확충과정에서‘좋은 일자리’창

출방안마련을위한연구

이 름 직 위 연구분야 학 교 이메일

김미숙 실장 아동복지, 가족복지 Purdue University mskim@kihasa.re.kr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가족복지, 인구정책 University of Hawaii kimsk@kihasa.re.kr 

변용찬 선임연구위원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Utah State University byc@kihasa.re.kr 

강혜규 연구위원 사회서비스공급체계, 연세대학교 hyekyu@kihasa.re.kr 
지역사회복지

서문희 연구위원 보육아동, 인구가족 고려대학교 suhmh@kihasa.re.kr

박세경 연구위원 아동/가족복지정책,  University of Missouri- parks@kihasa.re.kr
사회서비스정책 Columbia, U.S

김유경 부연구위원 가족여성복지정책, 중앙대학교 kyk@kihasa.re.kr
보육아동정책

김성희 부연구위원 장애인복지정책, 숭실대학교 shkim@kihasa.re.kr
장애인실태조사

윤상용 부연구위원 장애인소득보장정책, 서울대학교 syyoon@kihasa.re.kr
장애인사회서비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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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저출산고령사회연구

■연구기능

1 저출산 원인 및 파급효과에 대한 기초 연구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 수준 간 상관성에 관한

연구

•출산관련의식변화와출산율간인과관계연구

•저출산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

2 저출산대응비용효과적인정책개발강화

•자녀양육비용추계와정책방안연구

•저출산극복을위한불임지원체계구축

•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보험개편방안

3 저출산·고령화정책에대한체계적인평가실시및

환류강화

•저출산정책성과평가및효과성평가

•저출산고령화 정보 관리체계 및 통계 DB 구축

방안 연구

4 노인인구의특성변화에대응하는미래지향적연구

•노인의제특성및복지욕구에관한조사및분석

•신노년층출현등노인의특성변화에대응하는정

책방향모색

•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다각적인정책개발

5 노인 건강 증진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호 관련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평가및개선방안

•노인건강실태관련심층조사및분석

•노인보건복지인프라정책의평가및개선방향

6 고령친화산업육성강화를위한연구

•노인소비자의소비욕구와소비만족도연구

•고령친화산업관련심층조사및분석

•고령친화산업의기반분석및활성화를위한제도

적기반마련

이 름 직 위 연구분야 학 교 이메일

이삼식 실장 인구분석, 인구정책개발 한양대학교 lss@kihasa.re.kr 

정경희 연구위원 노인복지, 가족복지 Univ. of North Carolina at khlc@kihasa.re.kr
Chapel Hill

선우덕 연구위원 고령자복지정책, University of Tokyo in Japan duksw@kihasa.re.kr 
장기요양보장정책

김수봉 연구위원 소득보장, 고령친화사업 University of Vienna kimsb@kihasa.re.kr 

신윤정 연구위원 가족경제, 소비자경제 Cornell University yjshin@kihasa.re.kr 

오 희 부연구위원 노인보건, 노인복지정책 숙명여자대학교 oyh@kihasa.re.kr 

이소정 부연구위원 고령정책, 빈곤정책 서울대학교 snowvill@kihasa.re.kr 

염지혜 부연구위원 노인복지, 저출산정책 University of Southern yeomwiz@kihasa.re.kr
California

김나 부연구위원 보건경제/저출산정책 Wayne State University nayoung@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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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보건사회통계연구

■연구기능

1 보건복지통계생산기반 연구

•보건복지통계표준화방안연구

•보건복지통계품질관리

2 의료이용, 질병, 의약품 소비 등 보건관련 지표

생산연구

3 생산통계의활용성제고연구

•통계지표를통한보건복지동향분석

•보건복지통계DB 구축

4 국제기관과의통계교류확대연구

•OECD, WHO 등 국제기구 요구 보건통계의

효율적인생산제공으로국제적인위상제고

• OECD 기준에따른사회보장비추계

5 보건사회분야정보관리체계구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지속적이고 효

율적으로 추진·관리하고 평가·환류를 위

한정보관리체계의구축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한 통계생산 방안

연구

이 름 직 위 연구분야 학 교 이메일

송태민 실장 전산개발, 보건정보 동국대학교 tmsong@kihasa.re.kr 

장 식 선임연구위원 응용통계, 인구통계 동국대학교 yschang@kihasa.re.kr 

도세록 연구위원 전산통계, 보건복지통계 동국대학교 srdoh@kihasa.re.kr 

손창균 부연구위원 통계조사, 표본조사 동국대학교 chkson@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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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04

생애의료비추정을통한국민의료비분석(1)

연구책임자 〡정 호

공동연구자 〡고숙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연구는의료비와관련하여미시적인측면에초점

을맞춰 3가지주제를중심으로수행하고자하 다. 첫

째, 인구학적특성에따른의료비지출분포를분석한

다. 개인은출생이후사망시까지의료이용에따른의

료비를지출하게되는데, 의료비지출분포는연령에

따라상이하게나타나게된다. 기대여명증가로일인

당의료비지출이증가하고, 연령별의료비지출이큰

편차를보이고있는것을고려할때미시적(개인) 관점

에서의생애의료비에대한기초자료의생산과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주요질병인암이일생에걸쳐개인에게어느

정도의부담을가져오는지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자

한다. 본연구에서는암으로발생하는의료비를생애

주기모형을설정하고시뮬레이션을통하여생애의료

비추정을시도한다. 이러한미시적인접근법을통하

여 주요 질환의 생애의료비를 분석하는 것은 국가정

책뿐아니라개인이나가계의의사결정, 그리고보험

관련기업등에게중요한정보를제공해준다고할수

있다. 

셋째, 주요건강행태에따른의료비지출을개인의

생애주기에맞춰동태적인관점에서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는흡연이라는건강행태를분석대상으로하여

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흡연자, 비

흡연자, 과거흡연자의생애의료비를추정하여상이한

건강행태에따라서생애의료비의차이를파악하고, 향

후건강증진정책의경제성평가를위한기초연구를수

행하 다.

✚주요 연구결과

■■ 생애의료비 지출분포

2007년 기준의 현재가치로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남자의경우에는약 7천 415만원, 그리

고여자의경우에는약8천787만원을지출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따르면여자의 1인당생애의

료비가남자의생애의료비보다약 19% 정도더지출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생애의료비가남성의생

애의료비를초과하는가장주요한요인중의하나는평

균수명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남·여생애의료비의패턴을보면남성과여성모두

65세를전후로생애의료비의절반에해당하는액수가

지출되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65세이후에전생애

의료비의절반이지출되는것을의미한다.

■■ 국민 1인당 예상되는 암 의료비

생애에걸쳐암에걸릴확률과진료비를고려하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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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30세남성의 1인당예상되는(expected) 암진료비

는약 1,411만원(3% 할인율적용)으로분석되었다. 암

종류별로본생애의료비는, 3%의할인율을적용할경

우위암으로 171만원, 간암으로 351만원, 폐암으로 311

만원, 유방암으로 4천원, 나머지암으로 579만원으로

추계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약 1,051만원(3% 할인율 적용)이

지출되는것으로, 남성의암으로인한생애의료비보다

낮게지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30세여성의위암으

로인한생애의료비는 3%의할인율적용시 83만원, 간

암으로는 101만원, 폐암으로는 105만원, 유방암으로는

76만원, 나머지암으로는687만원으로추계되었다.

■■ 비흡연자, 현흡연자, 과거흡연자의 뇌심혈관질

환의 생애의료비

비흡연코호트 1,000명, 과거흡연코호트 1,000명, 현

흡연코호트1,000명으로된가상의40세남성코호트를

구축하여사망의흐름및뇌심혈관질환으로인해유발

되는1인당평균의료비용을추정하 다. 코호트별로1

인당기대여명을살펴본결과, 비흡연자의경우기대

여명은 42.69년이며과거흡연자의경우 41.21년, 현흡

연자의경우는36.41년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뇌혈관질환으로인해지출한게 1인당생애의

료비를살펴보면, 비흡연자가뇌혈관질환으로인하여

지출하게될 1인당평균생애의료비는약 1천9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과거흡연자의 경우 약 2천2백만원

정도 으며, 흡연자의경우약 3천만원정도가지출되

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급속한고령화의진행, 암과같은만성질환의증가,

건강위해행태에따른의료비증가를관리하고, 의료

재정의건전성·안정성·지속성을확보하기위한정

책방안마련이요구된다. 우선, 노인의료비의적정한

관리를위한장기요양과같은고령화사회에대비하는

제도의착실한계획과구축이절대적으로필요할것이

다. 그리고, 향후소요되는의료재정의확보및재원조

달을위해서는여러방안에대한검토와타당성에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s Account: MSA)제도나,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조세부과등과같은정책의타당성및유효성검토가

필요하다고사료된다.

09_연차보고서-2장  2010.4.7 9:9 PM  페이지28   mac① 



Ⅱ. 2009년 연구 활동

0292009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09-05

연구책임자 〡허순임

공동연구자 〡김미곤 이수형 김수정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의료적필요에대한충족은주로의료이용

에대한평가로이루어져왔고이부분에있어서건강보

험제도의기여는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으나, 의료적

필요에대한충족여부를평가하여제도적성과를여러

측면에서조망하고개선방안을찾는노력이필요하다.

의료적필요에대한충족을개념적으로정리하고측정

방법을제시하는데어려움이존재하지만, 본연구에서

는의료보장제도의성과를파악하고향후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유용한함의를제공하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은건강보험제도하에서미충족의료

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 이를개선할수있는정책대

안을찾는것이다. 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개인단위의미충족의료경험및관련요인을

파악한다. 개인단위자료는국민건강 양조사를이용

하 고, 미충족 의료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인식

(general perceived unmet need)을 살펴보고, 경제적

부담으로인한미충족의료에대해서도분석한다. 

둘째, 주요만성질환에대한미충족의료수준을파

악한다. 의료인의판단으로확인된만성질환에필요한

치료/관리가어느정도로충족되고있는지개인단위에

서분석하여개선방안을찾고자한다.

셋째, 가구단위에서의미충족의료에대한전반적인

인식과 의료서비스 역별 미충족 경험을 파악하고,

의료적필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금전적수준을파

악한다. 분석자료로는최저생계비자료를이용하 다.

✚주요 연구결과

2005년국민건강 양조사자료를이용하여 19세이

상성인을대상으로미충족의료경험에대한주관적

평가와특정질환별미충족의료를분석하 다. 19세

이상성인의 17%가미충족의료경험한것으로응답하

으며, 미충족의료의주된이유는경제적어려움이

었다 (49.9%).

미충족의료경험관련요인을보면, 소득수준과교

육수준이낮을수록, 주관적건강상태가나쁘고만성질

환수가많을수록전반적인미충족의료를경험과경제

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이높게나타나, 사회

경제적수준과건강상태의불리함(즉, 의료수요가높

을수록)이미충족의료경험과높은연관성을보임을

알수있다. 또한의료이용이많을수록미충족의료의

경험이높다는것은의료이용에대한접근은보장되지

만의료이용에따른경제적부담이많은현행의료보장

제도의한계를잘나타내고있다고해석될수있다.

만성질환에대한미치료현황을살펴본결과, 당뇨

병 21.5%, 고혈압 17.4%, 고지혈증 58%, 뇌졸중 20.7%,

미충족의료수준과정책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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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19.9%, 천식25.3%, 만성폐쇄성질환28%로

나타나전반적으로만성질환에대한관리가미흡함을

알수있다.

가구단위분석에서는조사대상가구의 1년간의전

반적미충족의료경험율은약 12% 다. 의료급여수

급가구보다건강보험가구의미충족의료경험율이낮

았으며, 의료급여 대상가구 내에서는 차상위가구가,

건강보험가구중에서는빈곤가구가미충족의료를가

장많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미충족의료를경험

한의료급여빈곤가구중약 34%가한해동안의료를

전혀이용하지못한가구로나타나문제가심각한것으

로밝혀졌다.

의료서비스종류별로미충족의경험을분석한결과,

정기진료, 병원치료, 의약품관련서비스의미충족의

료경험률은약 2~4%로낮은반면, 보약/보조식품및

치과진료에대한미충족의료경험은 15~50%로높게

나타났다. 모든의료서비스에서미충족의료경험률은

소득수준이낮은집단에서높았고, 특히필수보건의료

서비스라볼수있는정기진료, 병원치료, 의약품관련

서비스부분에서건강보험빈곤가구의미충족의료경

험률이다른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전체국민을대상으로미충족의료에대한주관적인

식을파악하는것은보건의료체계에대한평가의의미

가있다. 미충족의료문제의성격을가용성, 접근성,

수용성의측면에서파악하여문제의성격에대응할수

있는정책방안을찾는것이필요하다.

또한, 미충족의료에대한주관적평가가가지는의

미와의료적필요가객관적으로인정된특정질병, 증

상, 서비스에대한미충족을구분하는정책적접근이

효과적일것이다. 미충족의료에대한전반적인평가

가구체적인정책적대응책을찾기어려운반면, 의료

전문가의판단하에제시된의료적필요에대한충족을

파악하는것은문제의성격과대상을구체적으로파악

할수있어임상진료 역에서의대응책과그외의부분

에서의정책적대응을찾는데유리하다.

의료보장제도에서의료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본

인부담상한제는매우중요하다. 현행본인부담상한제

의혜택을누릴수있는대상이제한적이므로소득수준

을세분화하여상한선을두는것이효과적인보장성개

선이될것이다. 특히건강보험적용가구중빈곤가구

와차상위가구가불리함이나타났기때문에이들계층

에대한상한선을개선하는것이우선적인과제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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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질및효율성증대를위한
통합적의료전달시스템구축방안

연구책임자 〡신호성

공동연구자 〡박은자 채수미 이상
김철환* 김광환** 홍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질병구조가만성적인형태로바뀌고인구구조가노

령화됨에따라의료서비스의내용이나전달방식의변

화가요구되고있지만전통적이고분절적인의료서비

스(fragmented health care system)가여전히주류를이

루고있다. 본연구에서추구하는통합적의료서비스

체계는특정만성질환관리에서부터포괄적일차의료

의전반에걸쳐적용되는통합관리까지의료진들간협

력과조정, 통합에의해의료서비스를전달하는모든

형태의제도나프로그램으로이전의공급자중심의분

절적인의료전달체계가아니라수요자중심의의료서

비스제공체계이다. 의료공급자들간의협력이나통합

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관리, 의료서비스의비용대비효율성증가, 지속적

인의료서비스접근성보장등을직접적인목적으로한

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를통한의료의질향상과효율성을증대하려는노

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의무정보나

telemedicine의확산으로통합적의료관리체계의기반

이향상되고있다.

✚주요 연구결과

■■ 국내 연구 현황

우리나라의일차의료기반의료전달체계현황에대

한연구로는가정의학과를중심으로타과로의의뢰/이

송현황에대한연구, 단골의사등진료지속성에대한

연구가진행되었다. 일차의료이용환자및가정의학

과의사를대상으로일차의료에대한태도및인식도,

주치의제도입/시행에관한연구등이주로이루어졌

고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초반에걸쳐이에대한

연구가활발히수행되었다. 의약분업이후새로운제

도도입에대한연구가줄어들었다가최근에다시새롭

게조명을받고있다. 이재호등(2009)의연구에서는단

순히이전의주치의제를도입하자고하는측면에서벗

어나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과주치의제를결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식으로서 의료의

질향상과비용-효과적인측면을동시에추구하는방식

으로 제안하고 있다. 만성질환 단골의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실행되기위해서, 정부지도자의의지, 제

공자와이용자의참여, 진료비지불제도 변화, 전자정

보체계개발, care coordinator 확보등이필수적이라고

제안한바있다.

** 김철환| 인제대교수
** 김광환| 건양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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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의료 외국사례

통합의료에대한외국의사례는모형중심으로서술

되었다. 통합의료서비스를 위한 환자군분류, 주치의

제, 참여서비스제공자들간의 의료정보공유, 서비스

제공자들에대한지불보상체계, 의료기관간연계강화

등의통합의료의주내용은모두모형속에포함된다.   

1) 의료근거지모형(Medical Home Model)

의료근거지모형은환자의다양한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여러분야의의료진이팀을구성하여포괄적이

고환자중심의통합적의료를제공하려는확장된일차

의료모형이다. 1960년대미국소아학회에의해처음으

로제안된이후모든연령계층의환자를포함하는모

형으로진화하 고 2007년에 4개주요일차의료조직

이 중심이 된 환자중심의료근거지모형(Patient Cen-

tered Medical Home, PCMH)으로발전하 다. 의료근

거지모형의주요원칙으로는모든환자는첫접촉, 지

속적, 포괄적진료제공을위해주치의와관계유지, 의

사중심의진료제공, 환자일생의의료에대한주치의

의책임등이있다.

2) 만성질환관리모형(Chronic Care Model)

만성질환관리모형 (Chronic Care Model, CCM)은 Ed

Wagner가주도하는시애틀연구그룹(MacColl Institute

for Healthcare Innovation)에의해개발되었다. 이모형

에서의료팀은보건의료시스템내 4가지 역, 자가관

리지원(self-management support), 전달시스템디자인

(delivery system design), 의사결정지원(decision sup-

port), 환자임상정보지원시스템 지원(clinical informa-

tion support)에노력과중재를집중하며, 보건의료시

스템과보건의료조직, 지역사회자원과의연결(linkage

to community resources)에 향을준다. 미국에서개

발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은 미국, 독일, 국, 덴마크,

스웨덴등에서광범위하게시행된바있으며환자의만

성병관리에효과적으로작용하여의료의질향상에기

여하 다고보고되고있으나비용-효과적인측면에서

는아직뚜렷한결론이만들어지고있지못한것으로

평가된다.

3) 폴리클리닉(Polyclinic)

폴리클리닉은일차의료와병원서비스가명확히분

리되어있는나라에서두 역간의간격을줄이고외래

기반에서일부전문의서비스와일차의료서비스를동

시에제공할목적으로지역사회의요구에기반한다양

한전문과목과일차의료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지

역사회기반의보건센터이다. polyclinc의기원은구사

회주의국가나최근에 국이나독일, 호주, 프랑스등

지에서통합의료를제공하는도구로다시주목을받고

있다.  

4) 만성질병관리

인구고령화와생활여건의변화는만성질환관리가

각국의주요의료정책이되게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

다. 만성질환이사망과질환발생의일차적요소가되

었을뿐만아니라당뇨나우울증같은복합증상의만

연은사회적질병부담을증가시키는주요계기가된다.

만성질환관리는 포괄적인진료, 통합된의료제공, 인

구집단중심, 환자관리도구의사용(환자교육, 환자가

가관리, 능력함양), 증거중심임상지침, 표준진료가이

드(혹은 임상지침)의 사용, 의료정보 기술, 지속적인

질관리에주목하여통합적서비스를제공한다. 네덜

란드. 국, 독일, 덴마크, 미국등에서수행되고있는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을소개하 다.

✚결론 및 시사점

인구구조및질병양상의변화와더불어환자의능력

함양(patient empowerment)이나개별화된의료제공에

대한요구증대는통합의료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

고이는의료서비스에초점을둔의료체계가환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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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료체계(환자의요구에부응하는서비스의제공에

초점을맞춘의료체계)로이전하는근거를제공하 다.

본연구에서제안하는통합의료시스템은특정시스템

을단독으로수행하기보다는환자중심의주치의제, 만

성질환프로그램, 의료기관간통합(Integrated Care)을

유기적이며 중첩적으로 결합한 모형으로 의료정보화

와지불제도를포함하여일차의료중심통합의료전달

체계이다.

첫째, 환자중심주의는서비스공급자들이환자와환

자가족의취향이나선호도를존중하며치료계획작성

시환자나환자가족의 의료에 대한지식, 가치, 신념,

문화적배경등을고려하는것을의미한다. 진료에유

용한정보를환자와공유하며환자와환자가족이진료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화

상담과같이의료기관을방문하지않은의료상담, 타

의료인이나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서비스포

함)과의협력/조정관리, 환자의자가관리를위한지원

(환자교육포함) 등기존의지불보상범위에포함되지

않지만환자중심의통합의료서비스체계에서중요한

서비스들에대한보상이필수적이다.

둘째, 주치의제를도입할경우제도시행초기에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하는 만성질환을

가진사람들이우선참여할가능성이높다. 고혈압이

나당뇨병등주요만성질환을가진국민들이내과나

가정의학과전문의를주치의로정하고지속적인관리

를받는경우인센티브를주는만성질환중심의낮은

단계의 주치의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이재호, 2009).

하지만주치의제도를만성질환을가진사람에게한정

할이유는없다.

셋째, 만성질환자는지속적이고복합적인관리가필

요하므로병원의전문의나개원의(또는일차의사) 단

독에의한일반적인의료서비스보다환자의질병상황

에맞고다학제팀에의해관리가이루어지는특별한

케어가필요하다.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가입여부는

다학제팀의 일차진료의사의 의해 판단되며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에참가한환자는본인부담금이경감이

나진료비인하와같은인센티브가제공한다. 또한만

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서 건강보험공단은 통합적 의

료정보의제공및관리이외에환자교육지원, 참가의

사명단제공, 약속날짜환기(환자, 의사) 등의역할을

수행할수있다.  

넷째, 한의료기관의범주를넘어서는서비스의통

합적제공및관리를위해의료기관간의연계가필요하

다. 의료기관연계에서환자는의료서비스의끊김없는

이용가능성, 보다쉬운서비스검색등을중요시한다.

서비스제공자들의관점에서는전통적으로분절된업

무 역을넘어서로다른전문가들이협력하여서비스

를통합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다섯째, 효과적인통합의료서비스공급은의료공급

자들간원활한의사소통및의료정보의공유가필수적

이다. 환자와건강상태와니드, 서비스공급자의성취

도에 대한 정보가 수집/통합관리되어 서로 공유되는

것이통합서비스제공체계의기반이된다. 

여섯째, 통합의료에대한지불보상방식으로제안

되는일반적인형태는첫째, 진료서비스에따른지불

액 이외에 환자당 월 일정액(per person per month,

PMPM) 또는정액을지불(lump sum)하는방식이다. 환

자진료이외의의료진업무나통합의료서비스를지원

하는 IT운용에소요되는비용을월간단위로일정액을

지불하는것이다. 두번째지불방식은특정서비스에

한하여지불액을증액하는방식이며세번째지불형태

는인두제방식이다. 의료의질이나효율성증대목표

를설정하여이를성취하는의료진에게인센티브를제

공하거나(성취도에따른지불), 의료비절감액의공동

배분등의방식을앞서언급된지불형태와병행할수도

있다. 3가지지불방안모두에공통적으로발생하는인

센티브로서, 사업참여에따른인센티브와질관련추

가인센티브를고려할수있다. 환자에대해서는진료

비감면을통해참여를유도할수있고, 의사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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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환자관리결과에따라서추가적인지불을할수있

다. 

새로운제도를시작할때서비스수준을낮은단계에

서부터시작하는것이현실적으로제도를정착시키는

데중요하다. 정부가일차의료강화를중요한정책목

표로삼고일차의료중심의통합서비스를고려하면서

중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

하다. 어떤제도이건그제도가현실화되어국민들에

게제공된후그효과를얻기까지여러가지장애가있

기마련이다. 새로운제도를추진하는데오는저항, 예

산배정과관련이익단체의반대등을이겨내면서정책

을추진하는결단이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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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02

고가의료장비의적정공급과
효율적활용방안

연구책임자 〡오 호

공동연구자 〡최정수 이난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료기술의발전으로새로운의료장비가광범위하

게보급되어질병의예방, 진단, 치료와활용에효과적

으로사용되고있다. 특히불치병이나원인미상으로

인식되어오던질병들이첨단고가의료장비의도입으

로진단및치료가가능해졌으며, 이는국민의건강생

활수준향상으로이어진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향

후의료기관의고가의료장비도입및활용은국민건강

과긴 한관계를형성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국민

소득이증가하고양질의고급의료를추구하는현상황

을근거로했을때, 고가의료장비의이용은현격히증

가할전망이다. 그러나고가의료장비의증가는의료비

의증가와활용성이라는측면에서근본적인문제점을

가지고있다. 즉, 무분별한고가의료장비의도입은미

시적으로는경 수지악화, 과잉진료라는부정적인결

과를초래하며, 거시적으로는수가인상요인, 의료기관

도산의가능성증가등을야기할수있다. 또한의료기

관의입장에서경제적비용부담이증가할뿐만아니라,

그이용자인국민에게도진료비인상이라는문제를안

겨줄수있다. 따라서고가의료장비는무분별한도입

및확산은경계해야하며, 환자의생명과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기때문에이들장비의안정성과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수급및효율적인이용은현재우리가직면한보건

의료문제중중대한사안이며, 이러한관점에서고가

의료장비수급계획과효율적활용방안을모색하는작

업이시급하다판단된다.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실태와 변동추세를 분석하고 이

를토대로고가의료장비의장기적인수급전망을도출

하 다. 둘째, 주요고가의료장비를대상으로분포의

불균형문제가존재하는지조사하고그정도를계량적

으로추정하여, 불균형실태의원인을분석하 다. 셋

째, 고가의료장비 도입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함께규제제도가고가의료장비의공급과수요에미친

효과를고찰하 다. 넷째, 주요국가의고가의료장비정

책을검토하고국내정책마련을위한시사점을모색하

다. 마지막으로상기기술한다양한분석결과를통

하여고가의료장비의불균형적분포문제해소와효율

적인활용방안을위한정책대안및관리제도에대한개

선방안을제시하 다.

✚주요 연구결과

고가의료장비의지역별 수급불균형을파악하기위

하여지니계수를이용한불균형분석의결과에의하면,

먼저16개시도별자료분석을토대로작성된200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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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분포상태의 변화정도

를파악한결과, 전산화단층촬 장치(CT),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를 제외한 유방촬 장치(Mammo-

graphs), 체외충격파쇄석기(ESWL)과 방사선치료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지니계수가감소하

여지역간불균형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48개시군구별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는분석대상이

된 전산화단층촬 장치(CT), 자기공명 상촬 장치

(MRI), 유방촬 장치(Mammographs), 체외충격파쇄석

기(ESWL),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

ment) 등 모든 주요의료장비의 지니계수가 감소하여

지역별분포의불균형이개선되었다. 또한회귀분석을

이용한불균형분석의결과에의하면주요의료장비의

16개시도별로불균형상태를보면, 전산화단층촬 장

치(CT)가20% 이상부족한지역은인천, 대구, 광주, 충

남이며,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가 20% 이상부족

한지역은대구, 충남, 대전, 인천, 경남지역으로추정

되었고, 유방촬 장치(Mammographs)가 20% 이상부

족한지역은인천과대전지역으로,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가20% 이상부족한지역은대구와대전지역으

로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가 20% 이상부족한지역은경남,

경북, 인천, 대전, 대구, 광주지역으로추정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의지역간불균형원인분석을위하여

사용한다항로짓분석결과에의하면, 전산화단층촬

장치(CT)와 유방촬 장치(Mammographs)의 지역 간

불균형원인분석결과를보면, 종합병원소재지역을

포함하여인구1,000명에대한의사의수가공급부족과

공급적정간의차이를나타내는주요변수 다. 즉, 일

반적으로의사수가적으면공급부족지역이될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의료장비의 수급불균형

문제는의사인력수급에크게 향을받는다는결론을

도출하 다. 또한수요공급분석을통한지역간불균

형원인분석에의하면, 의료장비의공급분석결과에

따르면전산화단층촬 장치(CT)의경우인구 1,000명

당의사수와인구 1,000명당병상수가증가할수록그

수가 증가하 다. 그러나 유방촬 장치(Mammo-

graphs)의 경우 주 이용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인구

1,000명당의사수와함께여성인구비가크게 향을

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장비는인력과시

설, 규모에종속되는바, 의료장비의지역간수급불균

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인력과시설수급불

균형문제가선결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연

구결과, 정책입안시주의하여야할점은각지역별주

요의료장비불균형수준의결과를일률적으로해석해

서는안된다는점이다. 즉, 같은장비공급부족지역이

라도생활권에따라상황이다를수있기때문에각개

별지역에맞는방안을모색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

분석결과를참조로개별지역의특수한상황들을면

히검토해야한다. 

고가의료장비의 공급전망을 보면, 전산화단층촬

장치(CT)는 2010년에 1,884~2,087대에서 2025년에

2,087~2,122대로,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는 2010

년에 879~908대에서 2025년에 1,243~1,800대로, 유방

촬 장치(Mammographs)는 2010년에 2,157~2,378대에

서 2025년에 2,536~5,364대로,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는 2010년에 654~705대에서 2025년에

981~1,397대로,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010년에 259~262대에서 2025년에

364~366대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의료장비의수

요전망을 보면, 전산화단층촬 장치(CT)의 수요는

2010년 723~757대에서 2025년에 1,262~1,317대로, 자

기공명 상촬 장치(MRI)는 2010년 234~244대에서

2025년에 459~515대로, 유방촬 장치(Mammographs)

는 2010년 871~894대에서 2025년에 1,215~1,291대로,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2010년 86~91대에서 2025

년에 135~146대로,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의 경우 2010년 416~432대에서 2025년에

531~546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의료장비의 수급추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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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르면,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

ment)를제외한전산화단층촬 장치(CT),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 유방촬 장치(Mammographs) 그리

고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경우수요에비해공급

과잉현상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점차그정도가

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방사선치료장비(Radia-

tion Therapy Equipment)의경우 2010년에서 2025년까

지공급부족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시간이지나

도부족현상에대한완화정도는미미할것으로예상

된다. 

마지막으로특수의료장비설치기준에대한조사결

과, 조사대상중보건소담당자와병원급이상의의료

기관에서는대부분특수의료장비설치규정에대해서

인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특수의료장

비설치에관한현행병상기준에대하여찬성보다는반

대입장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수의료장비설

치허가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허가제도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

입을억제하는데기여했다는응답이더많았지만, 특

수의료장비설치에관한 200병상이상확보기준이특

수의료장비의효율적사용에기여했는지의여부를묻

는질문에서는전반적으로부정적인태도를보이는것

으로조사되었다. 특수의료장비설치에관한 200병상

이상확보기준이많은의료기관의진단결과의질향상

과진단의오남용방지로인한국민의의료비부담을

줄이는데기여했는지의여부를묻는질문에서기여하

지않았다는의견이더높게나타났다. 특수의료장비

설치규제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제도와관련해제기된‘서류상필요한병상을돈

으로사고파는일이행해지고있음’, 그리고‘의료장비

에대한독과점의수단으로악용되고있음’등의문제

점이현실에서일어나고있다는의견이많았다. 특수

의료장비 설치규제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200병

상확보기준에관한기준을개선하여야한다는점에

대해동의하는지의여부를물은결과개선해야한다는

비율이 8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선기준으로는

개원의료기관수와외래환자수를기준으로해야한다

는의견이많았으며, 이밖에도인력규제및검사를강

화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특수의료장비를공

동활용할수있는의료기관은특수의료장비를설치할

의료기관이소재한곳과동일한시·군·구나지리적

으로경계가인접한시·군·구에소재한의료기관으

로되어있는데, 이규정을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는

의견이더많았다.

✚결론 및 시사점

특수의료장비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거시

적인방안의하나로의료장비의적정수급을위한모니

터링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특수의료장

비는전반적으로총량적인공급과잉은물론이고지역

간불균형이문제가되고있다. 따라서합리적인의료

장비의수급정책을통해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해

서는우선적으로총량적인의료수요즉, 인력및시설

과장비수요에대한지역의의료수요를정확히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보건의료 수요파악은

일회성으로이루어져서는안되며지속적인감시체계

가확보되어야한다. 

두번째방안은지역별특수의료장비의적정배분방

안을모색하는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지역별적정배

분을위한수요파악은신체건강, 정신건강, 공중보건,

장애인및노인등과같은다양한 역을모두포괄하

는것이어야하며, 보건의료장비의배분정책을수립하

기위해서는기존의인력자원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이러한수요및공급현황파악을기초로우리나라실정

에맞는합리적인분배원칙과공식을만들어내는것이

필요하며, 이와더불어정부는최저기준또는국가표

준등의정책목표를설정하여운 함으로써지역간격

차를줄이는구체적인시행전략과목표를가져야한다.

이러한목표와함께연구결과에근거한각지역별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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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방안을모색할때, 연구의결과정책입안시주

의하여야할점은각지역별의료장비불균형수준의

결과를일률적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는점이다. 즉,

같은의료장비공급부족지역이라도생활권에따라상

황이다를수있기때문에각개별지역에맞는의료장

비격차의해소방안을모색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

분석결과를참조로개별지역의특수한상황들을면

히검토해야한다. 의료장비의정책적인검토가필요

한수급불균형지역은정책적인검토에앞서의료장비

를수반하는의료인력의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해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일관된거시적인정책하에각

지역들의 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을 포함한 의료자원의

공급수준뿐만아니라, 지역단위별 인구사회, 경제학

적특성들을포함하는미시적인특성들이고려되는방

식으로진행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공공보건의료부문및민간부문의공공

성을강화하는정책이필요하다. 지역간격차를줄이

기위한지역스스로의자구노력은절대적이며우선적

인전제조건이지만지역스스로의자구노력만으로지

역간격차를해소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의료공급

의 90%가민간부문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구매력을가지는지역으로민간의료시설과인력이집

중하는것은당연한현상이며, 이로인한의료장비의

지역적편중은의료공급의구조조정을통해장기적방

식을통해관리되어야한다. 그러나단기적인정책과

제는의료자원의분포가적은지역에대해공공보건의

료부문을강화하고민간부문의공공성을강화하여의

료자원특히의료장비배분의격차로인한피해를최소

화하는정책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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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패턴변화에따른
의사결정제도의발전방향: 

의약품허가제도와약가제도를중심으로

연구책임자 〡박실비아

공동연구자 〡조재국 유근춘 박은자 채수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료기술은질병의치료와건강에직접 향을미치

며 한편으로는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보건의료제도에

서는그기술의사용가능성과보험급여, 지불가격등

에관하여중요한의사결정을하게된다. 이러한의사

결정에 따라 기술의 사용범위가 향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의료기술의발전과패턴변화가의사결정제도

에 향을미치기도한다.

이연구는신약개발에서새로운경향을조사하고그

것과관련하여의약품에관한의사결정제도 - 허가제

도와보험급여및약가제도 - 에서나타나는동향을분

석, 고찰하여향후우리나라에서신약개발의패턴변

화와관련하여추구해야할의사결정제도의발전방향

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 신약개발의 패턴 변화와 정책적 함의

최근신약개발에서나타나는주요한기술적흐름은

맞춤의약품(personalized medicine)의등장이다. 맞춤

의약품은환자의유전체정보와바이오마커등을활용

하여약물에대한치료효과를보일환자집단을구체적

으로판별하여치료하게된다. 따라서기존의치료제

에비해치료효과가높고부작용발생률은감소될것으

로기대할수있다.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eutics)는항암제를중심

으로등장하는기술로서정상세포에는손상을주지않

고암세포만을선별적으로공격하여약물의부작용을

낮추고치료효과를높이는강점을갖는다. 

맞춤의약품과표적치료제로대표되는최근의신약

개발패턴은보건의료제도에서의약품에관한의사결

정측면에서몇가지중요한함의를지닌다. 첫째, 치료

효과가나타날환자군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능력이

향상됨에따라약물의대상환자군이좁아지고가격이

높아지며, 이는신약도입을위한의사결정시점에효

과성및비용효과성의근거가불충분해지게한다. 둘

째, 환자범위가좁아짐에따라희귀의약품이증가한

다. 셋째, 신약이고가화되고중증질환의치료가능성

이높아지면서약제비용을증가시키게된다. 넷째, 치

료효과가높아지고고가화됨에따라보험급여의사결

정과정에서논쟁이증가한다.

■■ 우리나라의 신약 도입 관련 의약품

의사결정제도 운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항암제에서 표적치료제가

등장하기시작하여 2008년까지 12개의표적치료항암

제가 허가되었고 2005년 2개의 맞춤의약품 항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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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었다. 신약의허가제도에서는항암제와희귀의

약품등중증질환이면서치료제가부족한분야에서신

약의임상시험자료제출의무를완화하고있다. 그외

신속심사제도등을통하여근거확보와의료적필요도

가높은신약의신속한시장진입의목표를동시에추

구하고있다.

보험등재및약가제도와관련해서는 2007년이후선

별목록제에 의하여 급여의약품을 등재하면서 신약에

서비급여로결정되는경우가증가하 다. 신약이비

급여로판정된주요원인은기존치료제와비교한상대

적인임상적유용성의근거부족, 비용효과성불분명

등급여로결정하기에는근거가부족한것이주요원인

을차지한다. 한편급여대상으로판정된신약이라하

더라도약가협상이결렬되어최종적으로비급여가되

는경우도있고, 필수약제로판단되어조정위원회에

서약가가결정되더라도그약가에만족하지못한제약

회사가의약품공급을거부하는경우도있다. 이와같

이최근고가의신약이증가하면서임상적유용성과비

용효과성등에관한근거가보험급여및약가결정에

미치는 향이더욱커지고있다.

■■ 신약 도입과 관련한 의약품 의사결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신약의허가제도분야

에서는, 시판을결정하기에임상시험의근거가충분하

지않은신약에대해, 항암제등시장에서필요도가높

은중증질환치료제이면서대체치료제가없는경우최

종임상시험의실시를조건으로시판허가를하는조건

부허가제도가일반적으로실시되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은 1992년부터 신속허가심사제도를

통하여심각하거나생명을위협하는질환에서기존의

치료제에비해월등한편익을보이는신약에대해최종

임상적결과변수(clinical endpoint)가아닌대리결과변

수(surrogate endpoint)에근거하여시판을허가하고있

다. 2008년 캐나다는 전향적 허가제도(progressive

licensing)를통하여신약의전주기에걸쳐안전성과유

효성을평가하면서제품의신속한시장진입을촉진하

는방향으로제도의변화를추진하고있다. 

특히맞춤의약품기술이발전함에따라미래의신약

연구개발과허가는기존의일직선상의구도가아니라,

확보된근거에따라제한적으로시판허가가이루어지

고 시판되면서 근거를 축적하여 다시 허가 심사받아

사용범위를넓히는순환적구도로전환될것으로전

망된다.

맞춤의약품과표적치료제등치료대상범위가좁고

고가인일부신약들이보험급여및약가결정시점에서

효과성및비용효과성에대한근거가충분하지못함에

따라, 외국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우수한

치료제의접근권을확보하면서보험자의재정적위험

을분담하고근거를생산하기위한새로운제도가부분

적으로시행되고있다. 대표적인방식인‘결과에근거

한위험분담(result-based risk sharing)’은신약의성과

(outcome)에관한근거가불충분할때, 의약품을사용

한뒤기대한성과가나타나면보험에서가격을지불하

고성과가나타나지않으면제약회사가비용환급을하

도록하는지불방식으로서 국등유럽국가와미국민

간의료보험등에서시도되고있다. ‘근거생산조건부

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방

식에서는근거를생산하기위한임상시험조건에서사

용되는경우또는레지스트리에신약의사용현황과성

과를등록하는경우에한하여신약을급여하는제도로

서, 미국메디케어와 국등에서운 되고있다.

보험자측면에서볼때결과에근거한위험분담또는

근거생산조건부급여는불확실성이크나우수한치료

효과의가능성이있는신약을관리된조건하에서급여

하여환자요구도충족시키고근거생산에도 향을미

칠수있는대안으로볼수있다. 그러나비용효과성이

없는것으로판명될경우비용을낭비한결과가되며

다시비급여하는것이쉽지않은문제가있다. 제약회

사측면에서볼때는근거의불충분으로인해비급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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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있는신약의급여를확보하는장점이있으나

근거자료수집및분석에관련된추가비용부담이있

다. 보건의료공급자및환자측면에서볼때는우수한

치료효과의가능성이있는신약을조기에사용할수있

게 되어 치료과정에서 선택권이 넓어지지만, 충분히

평가되지않은신약을사용함에따른위험이존재하는

것이사실이다.

결과에근거한위험분담또는근거생산조건부급여

는새로운신약개발패턴과관련하여기존의의사결정

방식으로결정하기어려운신약에대한급여및약가결

정을내리고근거를확보할수있는매력적인대안이

될수있다. 그러나제도시행에많은이해당사자가참

여하고시행과정이복잡하며많은비용이소요되어제

도의효율성에대한의문이존재하고아직제대로평가

되지못한제도라는제한점이있다.

✚결론 및 시사점

신약개발의패턴변화에대응하여향후신약허가심

사는 (1)허가전안전성·유효성의확보, (2)의약품의

전주기(life-cycle)에걸친평가, (3)신속한시장도입이

필요한필수치료제의우선허가심사, (4)의사결정에활

용한근거에대한정보공개를원칙으로운 할필요가

있다. 보험급여및약가제도에서는 (1)임상적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근거한의사결정, (2)의약품의전주기에

걸친 평가, (3)필수의약품의 구매 가능한 접근성

(affordable accessibility) 확보를원칙으로운 해야할

것이다.

이와같은원칙에서볼때, 결과에근거한위험분담

또는근거생산조건부급여방식은보험자와제약회사

의이해조정과환자의신약접근성측면에서합리성이

인정되는제도이다. 그러나제도실시를위한경제적,

비경제적비용이많이소요되고아직제대로평가되지

못하 으므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즉이제도는일반적으로적용가능한제도가아니며

제품별로적용가능성을논의해야하는데, 기존치료

제가없고생명을위협하는중대질환치료제에한하여

다른대안이없는경우에한하여고려해볼수있다. 또

한이제도를실시할경우에는 (1)해당신약을사용하

는의료기관을소수로제한하고, (2)보험자와제약회사

간에합리적으로비용분담원칙을마련하며, (3)과학적

이고객관적인근거확보를위해급여결정에관련된이

해관계가없고전문성을확보한공신력있는기관에서

자료수집과분석, 평가를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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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운

- 2009년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결과보고서 -

연구책임자 〡오 호

공동연구자 〡신호성 도세록 손창균 조성억 문인홍
박대순 이난희 이충근 유기홍*
김성철** 박은미*** 양명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가장중요한요소로정확한보건의료수요와현

실을파악하고보건의료공급능력을조사하여보건의

료정책수립을뒷받침할통계가필요하다. 특히보건

의료자원의과잉공급은공급자유인수요및과다경쟁

으로국민의료비증가등사회적비용을유발하며, 과

소공급은의료시장의경쟁저하및의료이용의접근성

저하를초래하므로적정수준의관리가요구된다. 따라

서정부가추구하고있는국민의료비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

료자원조사·관리시스템을구축·확립하여매년보

건의료자원에대한실시간조사·관리모니터링이이

루어져야한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의료비적

정관리와의료이용접근성제고를위한보건의료자원

에대한적정수급관리를가능하게하고, 보건의료정

책수립을위한기초정보를제공하며, 보건의료분야지

식기반의초석을달성하고자한다. 둘째, 16개광역지

방자치단체와243개기초지방자치단체가실정에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기획·시행하고, 능동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및보건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

하고자하며, OECD 등국제기구의보건자원관련통계

요구자료로제시하는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 보건의료시설현황

2009년 6월현재약국을포함한총보건의료기관은

80,161개로조사되었으며, 이중병의원과약국이가장

많았고, 병의원은 29,279개로 36.5%, 그리고 약국은

21,351개로26.6%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치과병의원이 14,215개(17.7%), 한방병의원

11,855개(14.8%), 보건기관은 3,461개(4.3%) 순으로나

타났다. 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기관의수는 164.5개

이며, 이중인구 10만명당병의원은 60.1개, 치과병의

원은 29.2개, 한방병의원은 24.3개, 보건기관은 7.1개,

약국 43.8개로조사되었다. 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

기관은서울이 204.6개로전국에서가장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시 는데 137.0개로 조사되었다. 지

역별로보면대부분의보건의료기관은서울과경기도

에각각 25.6%와 19.8%로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 지

역별 병의원의 분포는 서울 7,351개, 경기도 5,889개,

**** 유기홍| C&IS 연구위원
**** 김성철| C&IS 선임연구원
**** 박은미| 고려대학교박사과정연구원
**** 양명재| 이화여자대학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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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285개의순으로주로수도권에집중되어있고,

치과병의원도마찬가지로서울 4,394개, 경기도 3,084

개의순으로주로수도권에집중되어있었다. 인구 10

만명당병의원수는서울이73.2개소로가장많았고가

장적은지역은강원지역으로 50.7개로조사되었다. 치

과병의원의경우는인구10만명당서울이43.8개로가

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과 경북으로 각각

19.7개소와 18.9개소로 나타났다. 한방병의원의 경우

서울이 33.3개로가장많았고가장낮은지역은전남으

로17개소로나타났다. 

우리나라 총 입원병상은 448,604개로 조사되었고,

이중경기지역에가장많은 79,515병상(17.7%)이분포

되어있고, 서울이다음으로많은 68,955병상(15.4%)으

로분포되어있었다. 인구대비병상의보유를보면전

남이인구10만명당1,420개로가장많았으며, 병상이

가장적은지역은제주지역으로인구 10만명당 648개

로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현황

2009년6월30일기준으로우리나라의보건의료기관

에활동하는보건의료인력(비상근포함)은의사의경

우전문의를포함한의사수는총 81,324명이고, 치과

의사는 20,474명, 한의사수는 15,564명이었으며, 간호

직의 경우는 간호사가 총 124,025명, 간호조무사

115,981명이었으며,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약사를합하여 32,071명으로조사되었다. 인구

10만명당주요보건의료인력을살펴보면, 의사166.8

명, 치과의사 42.0명, 한의사 31.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인구 10만명당의사는서울이 245.9명으로가장

많았고, 다음은대전 196.4명, 대구 194.8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123.2명이었다. 한의사의

경우는서울과전북이각각 41.4명과 40.0명으로가장

많았고, 치과의사는서울이 62.3명으로가장많았고경

북이28.6명으로가장적었다.  

인구 10만명당지원보건의료인력은간호사 254.4

명, 약사(병원 및 개업약사 포함) 65.8명, 간호조무사

237.9명, 임상병리사 35.3명, 방사선사 35.7명, 물리치

료사 43.6명, 작업치료사 4.4명, 치과기공사와치과위

생사가각각 5.0명과 47.8명이었고, 인구 10만명당의

료인력을지역별로보면간호사의경우서울이 335.1

명으로가장많았고, 충남이 180.5명으로가장적었으

며, 간호조무사의경우는부산이 302.1명으로가장많

았고제주도가175.0명으로가장적었다.

■■ 고가의료장비 현황

우리나라의고가의료장비중혈관조 장치(ANGIO)

는 402대, 감마카메라(Gamma Camera) 334대, 양전자

단층촬 기(PET) 77대, 전산화단층촬 장치(CT) 2,103

대,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 851대, 체외충격파쇄

석기(ESWL) 679대, 유방촬 장치(Mammographs)

1,567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

ment) 254대로조사되었다. 인구 10만명당고가의료

장비를보면, 혈관조 장치(ANGIO) 0.83대, 감마카메

라(Gamma Camera) 0.69대, 양전자단층촬 기(PET)

0.16대, 전산화단층촬 장치(CT) 4.33대,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 1.75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40대, 유방촬 장치(Mammographs) 3.22대, 방사선

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0.52대로나타

났다. 인구10만명당지역별분포를보면, 전산화단층

촬 장치(CT)는 광주가 6.08대로 가장 많고 인천이

3.04대로가장적었으며,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

는전남광주에서2.49대로가장많았고가장적은지역

은제주로 1.10대로나타났다. 단층촬 장치는전남광

주에서 5.32대로가장많았고인천지역이 2.59대로가

장 적었으며,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제주지역이 0.92대로가장많았고강원

지역이 0.21대로 가장 적었다.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는 경남지역이 1.85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0.95대로가장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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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자원 국제비교

2007년우리나라인구 1,000명당급성병상수는 7.1

병상으로 2007년 OECD국가의 평균인 3.8병상보다

1.87배많았으며, 일본보다는낮지만미국이나 국보

다는각각2.6배와2.7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장기요

양병상의경우도 65세이상인구 1,000명당 13.9병상으

로OECD국가의평균인5.8병상보다2.4배많은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병상공급추세를보면급성병

상의경우감소되거나정체되어있지만우리나라는지

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장기요양병상

의경우도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에대한기대

로 2005년부터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우

리나라는한의사를포함한의사수가 1.74명으로OECD

국가평균보다낮았는데, OECD 국가의평균의사수는

3.10명으로우리나라보다 1.8배정도많았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0.39명으로 멕시코, 터

키, 폴란드를제외한다른OECD 국가보다낮은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평균은 0.62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1.59배높았다. 약사수는우리나라가인구 1,000

명당 0.65명으로OECD국가평균인 0.76명과차이가크

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8명으로OECD 평균인6.69명보다크게부족한것으

로나타났다.

전산화단층촬 장치(CT)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OECD 국가평균인 20.0대보다거

의 두 배정도 많았고,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는

우리나라가인구 100만명당 16대로OECD 국가평균

인 9.9대보다 1.6배 정도 많았다.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의경우는우리나라가인구 100만명당 12.4대

로 가장 많았고, OECD 평균보다는 4배 이상 많았다.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hy Equipment)는우

리나라가인구100만명당5.1대로OECD 평균인7.4보

다는다소낮았고, 유방촬 장치(Mammographs)의경

우는 우리나라가 41.9대로 OECD 평균인 19.9대보다

2.1배이상높았다. 대표적인 5개의고가장비중방사

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제외한전

산화단층촬 장치(CT),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유방촬 장치(Mammo-

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 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평균보다높았다.

✚결론 및 시사점

OECD국가의병상공급추세를보면급성병상의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7년우리나라인

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7.1병상으로 2007년

OECD국가의평균인 3.8병상보다 1.87배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병상의경우도 그동안 OECD국가

에비해낮은수준이었지만 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대한기대로인해2005년부터크게증가하여65

세이상인구 1,000명당 13.9병상으로OECD국가의평

균인 5.8병상보다 2.4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병상수급정책에대한재검토가요구되며동시

에새로운보건의료수요에대응하는총량적인대책과

지역별수급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향

후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의료수요

에따라요양병원외에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위한

호스피스시설등각종중간시설을확대해나가도록해

야할것이다. 

5개의대표적인고가의료장비들중에서방사선치료

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제외한전산화단

층촬 장치(CT), 자기공명 상촬 장치(MRI), 체외충

격파쇄석기(ESWL), 유방촬 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인구100만명당보유대수가OECD 국가들

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현상은공급자유인수요를더욱심각하게할

우려가있으며, 이로인한의료비부담도가중될개연

성이크다. 이러한공급과잉현상에대하여, 의료전달

체계가확립되어있지않고의사결정이분권화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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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의료공급자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제한한다는것은제도적으로한계가있을수밖

에없다. 고가의료장비의보유자체를무리하게억제

하게되면고가의료장비자체가이권으로작용하거나

기존의보유기관이기득권을누리게될우려가있기때

문이다. 따라서고가의료장비는건강보험급여정책과

연계시켜자연스럽게통제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

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대한정책방향은가격조절

을통해공급을통제하는방법과수량자체를조절하는

방법을적절히병행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보건의료인력의지역간불균형문제는

의료이용의형평성측면에서반드시해소해야할과제

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우리나라와같이민간주

도의자유개업이허용되고있고의료공급의대부분이

민간주도인시장하에서단기적인정책은보건의료인

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이고합리적인인력배분정책을수립해야할것

으로판단된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일차적으로지역

보건의료수요와공급현황을지속적으로파악하기위

한모니터링체계를확보하고지역특성에맞는합리적

인자원배분의원칙과방법을개발하여야한다. 자원

배분정책에있어서는일차진료의사인력의확충을통

한의료인력의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도출, 자체

충족적진료권의재설정, 공공보건의료부문강화관

련정책들을포함하여야하며, 단기적으로는의료인력

자원의지역별적정기준등의정책목표를설정하여시

행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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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체계 강화

•식품안전관리선진화를위한취약점중점관리방안구축

•부문간협력을통한비만예방관리체계구축방안
- 비만의역학적특성분석과비만예방관리를위한부문간협력체

계의탐색 -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
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 2009년건강 향평가시스템구축및운 연구

2009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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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06

식품안전관리선진화를위한
취약점중점관리방안구축

연구책임자 〡정기혜

공동연구자 〡김정선 윤시몬 신정훈 김은정 정진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5년 WTO 출범이래세계교역이자유화, 개방화

되면서식품수입량이증가하고있고, 미국산쇠고기파

동에서보듯이식품안전문제가일부인에국한된문제

가아닌사회적갈등의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1962년식품위생법제정을근간으로 1988년식약청

이 개청되면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선진화

의틀을잡게되었지만US FDA에비하면여전히열악

한인프라, 다원화된관리체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식품가공산업의발전및환경오염확

대등으로환경에서유래하는식품위해물질이증가하

고관련된식품사고가주로발생하고있어이에관한

정확한예측과소비자등이해당사자간위해정보의신

속한공유등사전예방적조치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런현실하에이연구에서는 2009년을기준으로식

품안전분야의주요취약점을도출하고취약점해결을

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 다. 

2009년식품안전취약점을도출하기위하여식품사

고발생현황및정부대응방안분석, 식약청조직개편

현황파악및방향성분석, 그리고전문가및소비자인

식조사와국내외문헌고찰을실시하 다.

주된식품안전분야취약점은다원화되어있는식품

안전관리체계, 식품위해물질및식품검사기관관리미

흡, 식품안전정보수집체계취약등으로대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식품안전관리의취약점을도출하기위한한방법으

로전문가 45명, 소비자 73명을대상으로식품안전에

관한인식조사를실시하 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식품안전, 환경문제, 범죄등 5

개안전분야중식품안전분야의만족도가소비자의경

우5점만점에1.93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식품안전분야의취약점에대해전문가는식품안전

관리체계(71.1%), 식품위해물질의 모니터링체계

(62.2%), 식품검시기관(51.1%)의 순서인 반면에 소비

자는식품안전규제(69.9%), 검사기관의공신력(58.9%),

유해물질에대한안전관리(50.7%)의순으로나타났다. 

향후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항생물질, 수입농축수산물순인반면에소

비자는전체의78.1%가오염물질, 60.3%가식품첨가물

과유전자재조합식품, 그다음은전체의 43.8%가유해

미생물과항생물질, 광우병순으로조사되었다. 

현 정보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58.9%만이

충족하고, 불만인소비자의 60.0%가상호간의소통체

계가미구축되었다고응답하 다. 

이처럼 소비자와 전문가간의 정보에 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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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득량, 신뢰매체가다르게나타나고있어향후식품

안전정책수립시참고로하여야할것이다. 

두 번째취약점은우리나라의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있다는점이다. 

한국, 미국은다원적관리체계, 캐나다, 국, 호주

는일원적관리체계를유지하고있다. 우라나라는식

약청, 농수산식품부, 환경부등정부부처와일반식품,

축산가공식품등품목별로관리체계를달리하고있는

것이다.  

반드시일원화된안전관리체계가선진화된체계라

고할수는없지만 7원화되어있어업무의신속성, 효율

성, 책임성등이저하되고있는우리나라식품안전관

리의개선은필요해보인다.   

우리나라식품유해물질관리체계도다원화된식품

안전관리체계하에서식약청, 농수산식품부, 환경부에

의해수행되고있다. 

식약청은2009년에유해물질관리단을유해예방정책

국으로조직확대를하 으며식품오염물질 13종, 기타

환경유래물질 또는 미량 양성분 12종, 미생물 10종,

중금속 9종등관리대상위해물질 50종을선정하 다.

하지만유해물질에대한신속대응등을위한단기(한

시), 중장기(상시)적인모니터링체계가아직완전구축

되지못하 고, 유해물질Profile도중장기인것에치중

되었고, 단기적인것도 50여종으로너무많아실제적

인대응에어려움이있다.

또한독일등과는달리모니터링검사를위한세부적

인검사지침이나규정등명확한 Action plan과 Action

Program이부재한실정이며유해물질모니터링사업을

연구사업형태로수행하여검사결과에대한신뢰성과

정확성을담보하기어려운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를통해위

해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잔류농약150성분, 쌀과배

추등10개품목을대상으로카드뮴, 납, 쌀과땅콩등4

개품목을대상으로아플라톡신 b1, 살모넬라, 리스테

리아등병원성미생물 5종, 그리고김장용배추에서기

생충란을정기적으로조사하고있다.

환경부는 2009년『환경보건법』을제정하고, 환경성

질환을일으키는여러환경유해인자를범주화하면서

목록화하여단계별노출량에의한유해성평가를실시

하고있다. 환경성질환의지정목적은질환자체나질

환자에대한관리보다는질환과관련된환경매체와환

경유해인자를관리하고자하는것이므로질환또는질

환자관리목적의타법에의한관리대상인질환도지정

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유럽연합은신속경보체계(RASFF)를운용하고있는

반면 우리나라(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의

최신정보수집및분석은유럽의신속경보체계에비해

정보수집대상유해물질이제한적이며, 정보전달단

계도 미구분되어있고, 전달 정보도 원자료 수준에서

제공되고있다.  

또한하드웨어적인측면의인프라보강이우선필요

하지만사실상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제공을강화하

기위해서는소비자눈높이에맞는소프트웨어적인콘

텐츠가적절히개발되어야한다.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등정부부처별정

보제공사이트의운 과더불어부처가통합전산망과

기관내에서도식품정보, 정책자료, 통계자료의통합

관리를통하여효율성을제고함이필요하다.

✚결론 및 시사점

세계적인추세를보면최근 WHO와 FAO는효율적

인안전관리를위해식품안전법규제와행정조직을통

합할것을권장하고있고, 새로출범한일본의민주당

정부도위해평가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식품안전청

을신설하는등전세계는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하

기위하여식품안전관리체계를개편하고있다.  

향후수입식품의지속적증가, 기후변화(온난화)의

가속화에의한식중독발생증가, 그리고유전자재조

합식품 및 식품위해물질의 유입 확대 등으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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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환경에적절히대응하고, 소비자중심의안전관리

를강화하기위해서는식품안전관리체계개선이필요

하다. 

식품유해물질관리강화가필요한바신속대응과항

상성을제공할수있는지속성있는유해물질관리체계

를구축함이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현재수탁과

제형식의연구사업으로유해물질모니터링사업을추

진하고있는데담당부서고유의업무로규정화및제도

화함이바람직하다. 또한유해물질별 국가모니터링

사업을체계화하여특정기관(대학) 등경쟁력있는기

관을선정하여지속적으로수행토록지원함도바람직

한관리체계라할수있다. 

또한 긴급성과 관리방법(저감화 또는 함유금지)에

따라단기(한시적) 또는중장기(상시적)로구분된모니

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명확한Action plan과Action Program의작성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의관리는농·축·수산식품과그원료에

대한안전관리가전제되는유해물질들의원천적인관

리가필요하므로 현재다원화되어있는식품안전관계

부처간의긴 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외국산위해물질의국내유입은수입식품에의해이

루어지기때문에수입식품에대한사전안전관리강화

를통하여사전예방관리적인효과를거두어야할것이

다. 또한기후온난화에따른수산물의설사성및마비

성패독등어패류에대한관리강화와 생선및생선가

공품중 Triphenylmethan계타르색소, 발암성난연제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및 식품이물, 알러지유발물질

등의선정및관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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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간협력을통한비만예방관리체계구축방안
- 비만의역학적특성분석과비만예방관리를

위한부문간협력체계의탐색 -

연구책임자 〡김혜련

공동연구자 〡강 호* 곽노성 강은정 김어지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도지난 10여년동안전체성인비만율

이증가하 으며, 소아와청소년의비만율은더욱빠

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최근우리나라

에서비만에대한사회적, 학문적관심은크게증가하

다. 그러나성별연령군별비만율의변화추이와양

상에대해서는정 하게분석된연구가제한되어있어

아직까지비만의증가패턴과양상에대한논의를뒷받

침할근거기반이부족하다.   

또한비만에대한사회적관심에힘입어정부나지자

체, 민간을포함한여러주체에서비만관련정책과사

업의시행이증가하고있지만사회적합의에근거한정

책의제화나총괄적인계획하에체계적으로이루어지

지않은가운데산발적단편적인비만관련정책이나

열되고, 시범사업들이분산적으로이루어져자원이중

복투입되고 있으며, 사업의지속성이나효과성, 타당

성에서도많은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본연구는우리나라에서비만의증가패턴을남여성

별과연령군별로우리나라국민을대표할수있는최

근 10년간의 국민건강 양조사(1997년, 2001년, 2005

년, 2007년) 자료를이용하여성인과아동·청소년에

대해서각각 2005년한국인구센서스인구를표준인구

로한직접표준화방법으로연령표준화하여변화추

세를정 히분석하 다. 그리고관련사업부처와부

서, 법령, 정책, 운 프로그램을진단하여비만예방관

리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제시하 고, 이를토대로

향후비만사업의정책방향을부문간연계와협력에초

점을맞추어제시하 다.

✚주요 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이를위하여4개년도국민건강 양조

사원자료분석, 국내외선행연구고찰, 기존자료및

현장담당자면담, 전문가조사등을실시하 다.

본연구의주요결과는이에따라우리나라의최근

10년간성별연령별비만유병율과변화추이를정 하

게분석한결과와, 비만사업에대한진단과향후정책

방향을제시한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 성별·연령별비만유병율과변화추이에관한

분석을통해서알수있는중요한결과는성인의비만

유병율과그증가양상은남녀별로양상이다르다는점

이다. 남성의경우체질량지수와허리둘레모두뚜렷

한증가가관찰되는반면, 여성의경우연령별로비만

유병율의증가지표의양상이서로다르다. 여성의경

우 60세이상고령층에서비만유병율의증가양상이* 강 호| 울산대의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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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으나, 20~39세 청장년층 여성에서는 오히려

저체중이증가하는것이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과체중및비만대책은남성에서상대적으로더

중요하다고할수있다. 여성의경우에는고령층여성

에대해서비만증가대책이우선적으로강구될필요가

있다. 그러나젊은여성의경우오히려체질량지수가

감소하고저체중유병률이증가하는양상이관찰되었

다. 저체중은호흡기계질환등을증가시킬수있고, 가

임기여성의경우태아의 양공급문제와관련될가능

성도존재한다. 이는여성비만에대한사회적낙인, 체

중감소에대한젊은여성들의과도한집착등에따라

나타난현상일수있다. 이러한점을볼때젊은여성에

대해서는비만예방대책과함께정상적인체중과체형

에대한올바른지식을전달하기위한정책방안이동

시에개발될필요가있다는점을주목해야할것이다.  

한편, 본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에서의비만지표

의양상을국제비만대책위원회(IOTF) 기준, 2000년도

미국CDC 기준, WHO의MGRS 기준, 우리나라질병관

리본부의 2007년도아동비만기준을모두사용하여비

만지표의양상을규명하 다. 2007년도질병관리본부

가제시한소아, 청소년성장도표에근거하여비만유

병률을보면, 유병률증가양상은남아에서뚜렷하

고, 특히13~18세연령에서의증가가두드러졌다. 그러

나18세여아에서는연도별로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

는양상이관찰되었다.

이연구의두번째부분에서는앞부분에서분석한근

거자료를바탕에두고, 우리나라비만사업의비만예

방관리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관련사업부처와부

서, 법령, 정책, 운 프로그램측면에서검토하고부문

간 협력의 장애요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 고, 이에

대한전문가조사를통해의견을수렴하 다. 

현재우리나라의비만예방관련업무는보건복지가

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관광체

육부, 노동부등여러부처와산하기관및지자체여러

부서에산발적으로흩어져있다. 그러나관련부처, 기

관간유기적연계와협력관계는미흡한상태에서유사

한비만사업이중복운 되고있다. 부처의고유특성

이있기는하나유사한사업과정책을여러부처에서

거의독자적으로관장하고있으며, 관련업무에대한

부처간의유기적협조와역할분담이미흡하고관련

부처간에비만예방관리를위한조정·협력기전은거

의없다. 여러국가정책및계획에비만예방관리가직

간접적으로포함되어있으나각각의정책들간의연계

나조정은거의없는실정으로일관성이부족하고중복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인 비만예방관리를

위해별도로제정된법률은없으며, 현재약 25개법률

이직접혹은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 국민건강증

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

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등각법령에서각각규정

되어있는기능별로보면식생활지침, 연구·조사, 인

력·기관분야는사업간의연계성이높아사업내용이

서로중복되면서일관성부족과혼란을초래할소지가

있어시행과정에서관련법률의소관부처와긴 한협

조가긴요하다. 실제일선에서운 되고있는비만예

방프로그램과사업은현재여러주체에서산발적으로

시범사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사업체

계적인추진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고, 근거에기반

한사업모형이아직까지설정되어있지못하며, 대부

분예산의투입도소규모로이루어져한시적으로운

되고있다.  

전문가조사결과와일선담당자들이나담당정책관

들의의견수렴결과, 비만사업의분절적추진과관계

부처간의협력·연계미흡, 비만정책과사업의주도적

추진부처나부서의부재나역할분담미흡문제를공

통적으로지적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들이고착화되

고사업이확산되기이전에개선이시급히이루어질필

요성을제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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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에서는이를종합하여비만예방관리의부문

간연계협력을위한정책적제언을다음과같이다섯

가지측면에서도출하 다. 

첫째, 비만예방관리를위해여러부처가비전과목

표를공유하고일관성있게정책과사업을추진할수

있도록국가적으로비만예방관리에대한총괄적인계

획수립이필요하다. 이는이를통해범정부적차원에

서정책의일관성확보와자원의중복투자최소화를하

고, 상호조정이나연계·협력체계를정립하는것이중

요하다. 

둘째, 비만예방과관리를위한관련법령의정비나

개정을통해협력을유인하는제도적기전이마련될필

요가있다. 관계부처간협력과조정역할을위한실질

적인새로운조정위원회역할강화를통해부처간협

력과조정체계의확보가긴요하다. 

셋째, 비만사업부서와추진체계의정비와역할분

담이명확히설정되어야할것이다. 관련부처는물론

지자체에서도여러부서에서각기시행되고있는비만

관련사업과프로그램을재조정하고, 전문성별로역

할분담과협력강화를통한업무조정과일부부서의

통합도필요하다. 국가비만목표하에명확한역할분

담을통한사업의효과적전달과자원의효과적활용,

체계적인추진시스템의정립이필요하다. 

넷째, 신뢰성있는비만예방관리정보의접근을위

한창구의확보와효과적인교육·홍보방안이마련되

어야할것이다. 

다섯째, 비만관련부처간비만사업의공동추진을

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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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
수요자중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방안

연구책임자 〡최은진

공동연구자 〡김동진 이원철* 황인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평균수명연장과 더불어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부담이증가되고있다. 만성질환은예방및조

기발견의효과가큰질병이기때문에공공부문의건강

검진사업에서주된목표질환이되어왔다. 국가차원의

집단검진사업을발전시키는데있어서과제는공공부

문 건강검진사업을 민간의 건강검진사업과 차별화하

는것이다. 건강검진의수검율이증가하고있으나, 공

급측면에서볼때, 검진의목적에따른대상별로적절

한검진항목개선, 항목검진기관의 기준강화, 검진의

질관리문제, 담당의료인력의훈련교육문제등이주된

과제이다. 

본연구는국가건강검진사업의궁극적목적을달성

할수있는수요자지향적인사업개선방안을모색하는

데그목적이있다. 세부연구목표는첫째, 우리나라국

가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급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며, 둘째국민의검진율을

높이고사후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연구

한다. 셋째, 공공부문의건강검진사업의질병예방적인

사업특성을감안하여전체적인국민건강증진및관리

사업안에서 검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 다.

본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법령, 문헌고찰및

기존자료분석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검진자료결과를

분석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검진조사의 검진

율관련데이터분석을실시하 다.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국가건강검진사업의공급상황을분

석하고, 건강검진사업의수요자측면의현황을분석하

다. 객관적인검진사업의성과제고방안을고찰하

고, 국가건강검진사업의개선방안을제시하 다.

■■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현황

2009년3월부터본격시행된건강검진기본법에의하

여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인국가건강검진사업이추

진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검

진기관의질관리를위해서신고제를지정제로전환하

고, 검진기관의기준을강화하고, 검진기관에대한

퇴출기준을마련하 다. 암검진기관평가는국가암관

리법및건강검진기본법에의거하여실시한다. 2008년

9월부터암검진질평가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운

하고있다. 검진의질관리를위해관련부처뿐만아니
** 이원철| 가톨릭대학교교수
** 황인 | 가톨릭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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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소비자, 근로자, 검진기관, 학교장대표등이참여하

는‘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설치·운 하도록규정하

고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건강검진의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시기·방법등표준권고안은물론국

가건강검진의중요정책을결정하게되는데복지부는

위원회에서발표하게될표준권고안의경우건강검진

에대한표준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민들이불필

요한검진으로피해를입는사례를최소화하는데중점

을두고있다.

우리나라국가건강검진사업의모체인건강보험건

강검진결과판정기준이변화해왔다. 이러한변화는고

혈압및당뇨병과같은관리를요하는만성질환의특성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판정기준에 의한 질환의심자

범위를넓히는근거가있지만, 관리와치료를위한명

확한프로토콜이나가이드라인이없다는것이일반적

인전문가의견해이다. 따라서개인의생활양식변화와

조절관리에의존하게되는만성질환관리의특성때문

에요주의및질환의심대상을위한서비스가다양한형

태로개발되고시장을형성하는주된요인이된다.

■■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특성 및 수급현황

건강보험공단의일반검진수검율을연도별로살펴

본결과1차검진의경우2003년~2007년기간동안전체

적으로 수검율이 증가하 는데, 이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의수검율상승에기인한다. 대

체적으로직장근로자의수검율은 80% 이상으로높았

고, 지역가입자의 수검율은 40% 미만 이었으며 특히

세대주의수검율이낮았다.

2007년도국민건강 양조사결과분석에의하면최근

2년동안건강검진을수검한경험이있는사람을기준

으로볼때, 성별로는남자 1,423명(42.7%), 여자 1,912

명(57.3%) 고, 연령별로는 30대(21.8%)가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40대, 50대, 60대의순으로많았다.거주지

역별로는전체의 71.5%가동지역에거주하고있었고,

교육수준은고졸이 32.9%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초

졸이하가 31.7%로많았다. 건강행태별로는성별로다

른경향성을보 는데, 고위험음주의경우남자는고

위험음주군에서수검율이높은반면여자는고위험음

주를하지않는집단에서수검율이높았다. 현재흡연

의경우또한남자는과거흡연군수검율이높았고여자

는비흡연군의수검율이높았다. 신체활동과관련하여

서도남자는격렬한신체활동을하지않는군에서수검

율이높았고, 여자는격렬한신체활동을실천하는군

에서수검율이높았다. 응답자의거주지역에따라건

강검진수검에 향을미치는요인은다음과같다. 동

지역과읍면지역으로구분하여본결과동지역에비해

읍면지역에서 남자가 건강검진 수검율이 더 낮았고,

연령별로는동지역의경우20대에비해50대의검진수

검율이가장높았으나(odds ratio=6.61), 읍면지역은 20

대에비해 60대의수검율이가장높게(odds ratio=5.99)

나타났다. 동지역의경우초등학교졸업이하인집단

보다대졸이상집단의수검율이 1.59배더높았으나,

읍면지역은교육수준에따른수검율의차이가유의한

변수로나타나지않았다.

우리나라대학병원및종합병원이대부분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가격대는 60만원대에서

100만원이넘는고가건강검진이많다. 100만원이넘는

고가건강검진항목에는 CT 촬 , PET 검사등이포함

되고내시경, 초음파등이포함된다. 종합병원건강진

단의항목이다양하지만기본건강진단프로그램의항

목을보면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실시하고있는검진

항목과크게다르지않다. 기초검사, 혈액검사, 호흡기

계, 심혈관계, 소화기계검사등이공통적으로포함되

어 있다. 건강진단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사후관리에

대한정보가대부분결여되어있어소비자의구매욕만

부추기고질병예방이나질병조기진단의효과를못볼

가능성이높다.

■■ 주요 정책과제

우리나라는1980년부터국가차원의건강검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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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왔고, 2002년부터는 실질적인 암검진사업을

시작함으로서암을포함한만성질환을관리하는데노

력을기울이고있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은겉으로보기에는아무러한증

상이나소견을보이지않고있는해당연령의모든국민

에대하여대상질병에대한검진을수행하는사업이

다. 이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서

질병으로인한신체적·정신적·사회적부담을최소

화하여, 건강한삶을보장하고국민의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으므로국가보건의

료공급체계의핵심적인사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가건강검진사업이 조기검진

(screening)의목적에맞는목표를달성하 는지에대

한평가에는여지가있다. 예를들어일반건강검진사

업이 1980년부터시작되었음에도대상질환중의하나

이었던당뇨병은발생률이나사망률이감소하지못하

고이기간동안큰폭으로증가하 다. 

이렇게국가검진사업이목표를달성하지못한이유

에대하여여러가지로설명할수있는데첫째, 검진사

업의목표가불분명하게수립되어있었으며따라서목

표설정및평가가부족하 고둘째, 국가단위의검진

사업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하 으며셋째, 체

계적인질관리가부족하 고넷째,  낮은검진율을향

상하기위한전략과예산이부족하 고다섯째,  검진

결과양성자(질병자)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가없

었다는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국가건강검진결과는 지역사회의건강지표로활용

할수있고, 만성질환관리를종합적으로할수있는기

반이된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및건강위험행태를보

이는주민을파악하여지속적인관리를할수있고, 이

에따른관련건강서비스산업과의연계방안도강구할

수있다.

검진사업의대상질환들에대하여질환별로국가차

원의검진사업표준지침을제시해야할것이다. 국가

검진사업에있어서평가방향이제시되어야한다. 그러

나우리나라국가건강검진사업은현재표현된목표가

없기때문에평가가매우어려운상태이다.  우리나라

의건강검진사업은 1980년부터꾸준히사업이대상자

에게적용되었을뿐검진사업에대한체계적인평가가

이루어진적이없으며, 다만수검율과양성자수, 질환

자수등에관한사업의양적인지표들만국민건강보험

공단의보고서를통해보고되고있다. 그러므로검진

사업의수검율정도만파악될뿐실제우리나라의검

진사업이어느수준에도달해있는지에대한평가가필

요하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을통하여인구집단이건강군, 위

험군, 질병군으로분류되므로, 이들을대상으로한지

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활용한다각적인접근이있어

야사업의효율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다. 통

합적인건강증진및건강검진사업모형을위해서지역

사회조직과연계를통하여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

등지역사회역량을강화할수있다. 공공및민간이연

계하여지역주민으로하여금지역사회의조직이나프

로그램에참여하게하기위해네트워크를활용해야한

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사후관리를통한검진사업

의효과를증대하고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사전적 관리에 해당하는 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

사업)과검진을통한사후관리등이지속적으로연계

되고관리될수있는생애를통한건강관리체계가마련

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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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건강 향평가시스템
구축및운 연구

연구책임자 〡강은정

공동연구자 〡김동진 박현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 향평가란정책, 계획, 사업혹은프로젝트가

인구집단의건강에미치는잠재적인 향과그분포에

관하여체계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하는절차, 방법,

도구의조합이다. 건강 향평가의목적은정책, 계획,

사업등으로부터예상되는건강 향을예측하여긍정

적인건강 향은최대화하고부정적인건강 향은최

소화하는 것이다. 건강 향평가는 민주주의, 형평성,

지속가능한개발, 근거의윤리적사용, 그리고건강에

대한포괄적접근을중요한가치로받아들인다. 건강

향평가는건강한공공정책을실현하는데도움을줌

으로써궁극적으로국민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고건

강형평성을개선할수있다. 

건강 향평가는대부분의선진국에서시행되고있

으며국내에서도 2010년부터환경 향평가내에서시

행될예정이다. 그러나환경 향평가내에서의건강

향평가는그대상이세가지사업에제한되어있고물

리적환경요인만을평가하는등한계를갖고있다. 이

에‘건강 향평가시스템구축및운 ’사업을통하여

공공정책및사업이건강에미치는 향과그분포를

사전에평가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자하며구체적

으로각급정부에서의건강 향평가수행을지원하고

건강 향평가 수행 인력을 양성하며 건강 향평가를

제도적으로도입하는것이다. 

2008년~2010년은건강 향평가시스템구축의도입

기로서지방정부, 특히건강도시에서의건강 향평가

시범사업, 국내현실에맞는지침개발, 건강 향평가

에필요한근거자료들과사례의DB 구축등을주요사

업내용으로포함하고있다. 건강도시등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비해더많은건강결정요인에 향을미치

며따라서건강도시를포함한지방정부에서건강 향

평가를실시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이러한배경

하에 2009년사업의목적은첫째, 건강도시에서의건

강 향평가도입, 둘째, 건강 향평가수행인력의역

량강화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건강도시에서

의 건강 향평가 시범사업, 건강 향평가 지침 개발,

건강 향평가 DB 구축, 워크숍을통한건강 향평가

수행인력의역량강화를포함하 다.

✚주요 연구결과

■■ 건강 향평가 시범사업

시범사업의목적은첫째, 건강이외의다른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건강을고려할수있는학습의기

회제공, 둘째, 건강 향평가수행지침의개발, 셋째,

건강도시의건강 향평가수행을위한역량의강화이

다. 2009년 4월중순에전국의모든보건소에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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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를모집하는공문을보내대도시중강남구, 중

소도시로 광명시와 창원시가 참여를 요청하 다. 각

도시가제출한원하는건강 향평가대상정책이나사

업을사전스크리닝(screening)을통해선택한결과광

명시 3개, 강남구 1개, 창원시 1개등총 5개사업에대

해건강 향평가를실시하기로하 다. 

강남구에서는전기, 수도, 가스사용의감소에대해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마일리지사업에

대해간이건강 향평가를실시하 다. 광명시에서는

학교운동장인조잔디사업에대해서포괄적건강 향

평가를, 학교 운동장 야간조명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건강 향평가를, 그리고애기능수변공원조성기본계

획에대해서는간이건강 향평가를실시하 다. 마지

막으로 창원시에서는 자전거정책에 대한 건강 향평

가를실시하 다. 각사업결과긍정적건강 향, 부정

적건강 향, 그리고인구집단간의차별적건강 향이

검토되었으며각각에대한대처방안이도출되었다.

■■ 건강 향평가 지침 개발

특정한유형이나평가대상을고려하지않은일반적

인 지침 중「Health Impact Assessment: A Practical

Guide」(Harris, Harris-Roxas, Harris, Kemp, 2007) 는

가장최근에개발되었고가장상세하게기술되어실제

에적용하기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하여번역본을수

록하 고가장많이사용되는건강 향평가유형인간

이건강 향평가지침으로Erica Ison의‘건강 향평가

를위한간이평가도구’를제시하 다. 

이밖에도특정한목적혹은대상을고려한건강

향평가지침들을검토하 고, 건강 향평가의첫단계

이자그자체로건강 향을평가하는도구로도사용될

수있는도구인스크리닝(screening) 도구들을검토하

다. 

■■ 건강 향평가 DB 구축

건강 향평가에관심이있는지자체등정책결정자

들과학자들에게건강 향평가가무엇인지쉽게이해

할수있도록하고또한건강 향평가를실제로수행하

고자하는정책결정자들이평가하고자하는정책이나

사업의부문별로평가내용및방법을결정하는데도움

을주기위해서부문별사례를정리할필요가있다고

판단하 다. 그리하여 2009년에는부문별건강 향평

가DB 구축을위하여‘주거’부문의건강 향평가사

례를분석하여정리하 고, 건강 향평가유형별 DB

구축을위하여가장많이사용되는‘간이건강 향평

가’사례를정리하 다.

■■ 워크숍

건강 향평가수행인력들의역량강화를위해건강

도시담당자들과학자들을대상으로총 3회의워크숍

을개최하 다. 1회에는 2008년건강 향평가사업결

과보고및 2009년사업계획안내를하 고, 2회에는

국내외의 건강 향평가를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하

으며, 3회에는호주New South Wales 대학교와공동으

로건강 향평가교육및훈련을위한워크숍을개최하

다.

✚결론 및 시사점

2009년사업은여러가지성공적인요소를갖고있

다. 첫째, 건강도시에서의건강 향평가의도입은효

과적인접근방법이며, 건강 향평가는건강도시의구

체적인사업이될수있음을발견하 다. 둘째, 건강이

외부문의정책결정자들에게정책이나사업이건강에

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알릴수있는계기가되었

다. 셋째, 건강 향평가를통해건강이외부문의정책

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음을 발견하 다.

넷째, 건강 향평가를통해서인구집단의건강을향상

시킬수있는새로운방안들이도출되었다. 

그러나 2009년사업을통해여러가지제한점또한

발견되었다. 첫째, 시범사업지자체를건강도시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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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인해서건강 향평가에관심있는다른지자

체의참여가제한되었다. 둘째, 건강부문이외의정책

결정자들을위한교육이이루어지지못하고한차례의

회의를통해서건강 향평가에대한설명을하는데그

쳤다. 셋째, 정치인들, 학계전문가들에대한교육및

홍보가이루어지지못하 다. 넷째, 향평가를위한

근거자료들, 특히문헌의신뢰성을판단하지는못하

다. 다섯째, 건강 향평가지침과도구들을검토하

여일부도구들은시범사업을통해사용한결과장점과

단점을파악하 으나다른도구들에대해서는판단근

거가부족하다고할수있다. 여섯째, 건강 향평가의

대상이되는정책이나사업을선정하는것에보다신중

할필요가있었다. 건강 향에대한많은논의가이미

이루어진경우에는건강 향평가를통한추가적인편

익이적고, 근거자료가부족한경우에는건강 향평

가결과의신뢰성이약화될것이기때문이다. 

이상의 2009년사업의경험을토대로지방자치단체

와보건복지가족부에몇가지제안을하고자한다. 우

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 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무엇보다도건강 향평가를조직체계내

에포함하도록할것이며이를위해조례로정하거나

지자체장의승인을받아야할것이다. 지자체는익년

정책들가운데예산규모, 건강 향의성격및규모등

을고려하여중요하다고판단되는정책이나사업에대

해서는건강 향평가를실시하도록한다. 각건강 향

평가는보건소가중심이되고해당정책(사업) 담당부

서와주요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운 위원회에서추

진. 단, 평가업무의수행은공무원들의역량이충분하

지않을경우학계나연구계의전문가들에게위탁할수

있을것이다. 건강 향평가의유형은많은자원과전

문성을요구하지않는간이건강 향평가형태가적절

할것이다. 해당정책(사업)이시행되기이전에그결과

가지자체장혹은담당부서장에게보고되도록하여

건강 향평가결과가실제정책결정에 향을미칠수

있어야할것이다.

지자체에서의건강 향평가를촉진하기위해서보

건복지가족부는 건강 향평가 시범사업 예산을 마련

하여지자체의건강 향평가사업을지원하고, 건강도

시를평가하고상을수여할때건강 향평가도입을하

나의기준으로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이나보건의료기본법에건강 향평가

의실시근거를마련하는것은보건복지가족부의가장

중요한역할중하나라고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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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연구책임자 〡홍석표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Korea’s public health insurance, has made a great

stride since its introduction in 1977. Despite its remark-

able growth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the coverage and financial structure of NHI have been

criticized. Expansion of the role of private health insur-

ance to overcome these weaknesses has become an

issue of heated debate in Korean society. The point of

the discussion is whether the expans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would result in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rather than

complementing it. The key argument of the negative

aspect is weakening of equity of medical services. 

It is well known that health care is a sector in which

the efficiency of market competition is relatively limit-

ed. Nevertheless, the need for adopting market com-

petition is continuously argued for in areas where

there is no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he

U.S. government practices the competition principle

even in health care and intervenes only in areas where

external effect is maximized such as medical services

for the underprivileged and R&D. On one hand, such

policy has made great strides in medical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U.S. faces serious

problems such as rising health care expenses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opulation left uninsured. 

On the contrary, most OECD member states includ-

ing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approached

heath care from the social security perspective. The

traditional approach helped realize universal coverage,

but has been criticized for not meeting the needs of

the people in responsiveness. To counter this weak-

ness, ways of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appro-

priate utilization of private insurance have been

explored.

Competition is a fundamental principle. But the

problem is whether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can

effectively function in the health care system. Competi-

tion and choice in health care has intrinsic limitations

because of asymmetric information with regard to

medical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European

examples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 since they

seek to provide medical services equally and efficiently

for the whole population by strengthening the cover-

ag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and containing

demand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system in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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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view health care as public goods, and this

approach has been criticized for not rapidly respond-

ing to customers’needs though it realized universal

coverage. That was why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explored ways to adopt competition and make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The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diff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However, what is in common is that, the private insur-

ance system is a pillar of social security while equity of

health care system is maintained through strict regula-

tions on private plans.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needs to be discussed from a

number of different perspectives. If the topic is limited

to responsiveness to consumer needs and weakening

of equity in health care system with expansion of pri-

vate health insurance, the European experience pro-

vides a lot of lessons to be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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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10

로벌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운용방안

연구책임자 〡원종욱

공동연구자 〡김성민* 한성윤** 이인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국의주택모기지채권의부실로촉발된 금융위기

는대형투자은행과보험사의파산으로그치지않고전

세계적인금융공황상태로진전되었다. 또한국민연금

의금융자산중일부도파산한미국금융사에투자하여

손실을입었으며, 해외투자를전면보류한상태이다.

이처럼해외금융시장이극히불투명하고국내주식

시장또한앞을내다볼수없는상황에직면하고있으

나, 이런때일수록향후금융위기가진정국면으로전

환될것을대비한투자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

되어본연구를시작하게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현황 및 CAPM Model을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현황

국민연금기금의자산배분비중은 2009년말기준으

로국내주식에 15.2% 국내채권에 72%를투자하고있

다. 또한 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해해외주식은2009

년 3.6%로당초계획에비해감소하 으나 2010년에는

5.1%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 전략적 자산배분

첫째, 가장낮은위험수준에서의최적포트폴리오를

구해보면, 미국의 회사채(USCORP)에 40.6%, 금

(GOLD)에 30.5%, 미국주식(DJIA)에 15.2%를투자하는

것이최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둘째, 환율변동을감안하지않고금과원유를제외

한국민연금기금의최적포트폴리오를살펴보면, 현재

금과원유를포함할때의경우와비교하여볼때자산

군의현물자산으로의확장이더높은수익률과더낮

은위험수준을달성하게할수있음을살펴볼수있었

다.

셋째, 환율변동을감안하고금과원유를포함한국

민연금기금의최적포트폴리오를구해보았는데, 분석

결과에앞서환율을감안하지않은상태에서금과원유

를포함한자산군내에서최적포트폴리오를구한것과

비교해볼때해외자산의비중이줄고국내자산의비중

이늘어난것을알수있었다.

넷째, 환율변동을감안하고금과원유를제외한국

민연금기금의최적포트폴리오를구해보면, 환율미적

용시와비교해볼때국내자산의비중이증가하는것을
** 김성민| 한양대경 학부교수
** 한성윤| 한국재무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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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있다. 미국주식의비중은 19.5%에서 15.7%로줄

고 한국주식의 비중은 11.2%에서 23.5%로 늘어났다.

미국회사채도59%에서46.8%로감소했음을알수있었

다.

■■ CAPM Model을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전술적 자산배분

1) 국내 주식에 대한 전술적 자산배분

KOSPI-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각각에투자비중

과업종별투자비중을 CAPM-Model을이용하여분석

해보았는데, 투자비중분석결과Low-risk의경우소형

주에 74.6%를그리고대형주에 25.4%를투자하는것을

제안하고있다.

업종별분석결과는최저 risk 수준에서최적산업군

별자산배분비중은화학이 41.9%로가장높고그다음

이통신으로 37.6%, 철강이세번째로 12.2%를나타내

고있다.

2) 해외 주식에 대한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적자산배분에서해외주식부분이앞으로늘어

날추세이기때문에해외주식에대한산업군별 effcient

frontier를구해보았다. 분석결과, 최저 risk수준에서소

비재산업에 65.4%, 보건의료부분에 20.2%, 전력가스

산업에14.4%를투자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환위험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환헷지 전략

헷징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수익률은점차감소하

고, 표준편차는 50%헷징을기점으로감소하다가다시

상승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수익률만을고려한

다면무헷징을그리고 risk와수익률을동시에고려한

다면50% 헷징이최적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 해외 주요연금기금의 투자동향

1) 주요 해외연기금의 투자현황

OECD “Pension Markets in Focus”1)에따르면, 2009

년 로벌금융위기로세계의연기금들이큰타격을입

으면서 OECD 2008년 국가 연기금 평균 수익률은 -

21.4%로추정되었다. 

한국의국민연금, 미국의CalPERS, 캐나다CPPib, 일

본의 GPIF는각각설립연도및적립금규모와국민총

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다르며, 각국가마다서로

다른배경과환경을가지고있기때문에금융위기에대

응하는방식도국가마다차이가있을것으로보인다.

2) 운용성과

2007년에시작된금융위기로인한신용경색과더불

어주식시장의폭락으로각국의기금운용성과는매우

커다란손실을기록하게되었다.

2009년6월말기준으로비교대상연기금의운용성과

를 살펴보면 CalPERS는 2008년도의 마이너스 성과(-

27.1%)에이어 2009년도상반기수익률도 -23.4%를기

록하고있으며, CPPib는 4개기금중가장높은주식투

자비중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08년도의마이너

스(-18.6%) 수익률에서 2009년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수익률이 12%를달성하고있어가장빠른회복세

를보이고있다. 일본GPIF의경우에도 2008년도의마

이너스(-7.57%) 수익률에서 2009년도상반기기간수익

률이 3.89%로현저한회복세를나타내고있다. 마지막

으로국민연금은다른연기금에비해정(+)의수익률을

지속적으로달성하고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시사점

연기금들은 2007년시작된국제적인금융위기를맞

이하여각국의사정에따라손실을최소화하고장기적

1) "Pension Markets in Focus", October 2009, Issue 6,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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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안정적인수익을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조치를

취하고있는데, 각국의대응방안을 비교하면, 국가에

따라다소강도의차이나방식의차이가있지만, 기본

적으로는 위험자산인 주식투자비중의 축소와 안전자

산인채권의비중을확대하 다. 이와함께장기목표

수익의달성을위하여투자다변화를동시에추구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 세계경제의 향후 구조변화에 대응한 분산투자

미국의자본시장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

크기때문에언제든지미국의실물경제와자본시장의

부실은전세계경제의불황으로이어지는현상이더욱

가속화될전망이며, 이런환경이국민연금에주는시

사점은전세계경제의불안을감안한구조적인분산투

자전략의수립을해야할것이다.

■■ 전략적 자산배분의 시사점

이번금융위기로인해얻을수있는또다른시사점

은 현물투자(금, 원유)의 필요성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얻은 또 다른 시사점은 미국내

투자에서회사채에대한비중의증가라는것을알수

있다.

■■ 전술적 자산배분의 시사점: 미국의 산업별 편차

보건의료산업과소비재산업이타산업에비해산업

가동율측면에서평가해보았을때실적이우수하다는

것을알수있었다.

국민연금의미국내주식투자는이들산업을중심으

로투자하는것이장기적인안목에서의안정적인수익

을보장받을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 주식투자의 환헷징정책

헷징에따른위험(표준편차는)은헷징비중이 50%일

때가장낮은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수익은헷징비

중이올라갈수록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09_연차보고서-2장  2010.4.7 9:9 PM  페이지64   mac① 



Ⅱ. 2009년 연구 활동

0652009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09-09

취약계층에대한사회보험확대적용방안 -
국민연금을중심으로

연구책임자 〡윤석명

공동연구자 〡권문일* 방하남** 심규범*** 윤조덕****
이용하***** 신현웅 신화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외형상으로사회보험제도및 기초노령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

도가구축되어있다. 이중사회보험제도의경우짧은

기간동안괄목할만한양적발전을이룩하 음에도불

구하고개별제도별로실질적인의미에서가입대상자

전부를포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공무원

연금등직역연금가입대상자를제외한전국민을대상

으로 운 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자 규모가

500여만명에달하고있다. 이들다수의납부예외자들

이향후에도장기간보험료를납부하지못할경우무연

금자또는저연금자로전락할가능성이매우높다. 취

약계층다수가최소한의노후준비도하지못할경우이

에대한부담은고스란히국가에게돌아올수밖에없

다. 특히향후도래할초고령사회에서후세대의부담

을고려할때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러한주변여건을고려할때취약계층에대한실질

적인의미에서의사회보험확대적용방안을적극모색

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 4대사회보험중에서도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제도참여 제고방안을

상세하게검토하고있다. 구체적으로저소득지역가입

자에게국고로보험료일부를지원할경우예상되는정

책효과를분석하고있다. 특히대표적취약계층인건

설일용직의참여율제고방안과함께고용보험과산재

보험, 의료보장에서의확대방안도검토하 다.

✚주요 연구결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안

지역가입자의소득신고자 3,650천명(2009년 5월기

준)을기준으로농어민국고보조대상자 25천명을제

외한3,394천명중보험료지원선정기준에따라대상자

규모및소요재원을추정하 다. 다양한정책적시사

점도출차원에서보험료지원대상자를 4가지소득기

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 다. 구체적으로최저생계비

(504천원) 이하소득계층, 차상위(605천원) 이하소득

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1,089천원)

이하 소득계층,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751천원) 이하소득계층으로구분하 다.

대상자선정기준을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20%)으

로할경우보험료지원대상자는 158천명(소득신고자

*****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교수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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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명의 4.7%)으로파악되었다. 반면에국민연금지

역가입자평균소득월액이하로지원대상을확대할경

우에는2,271천명(소득신고자의67%)으로크게증가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험료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50% 정률지원하는 방안과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하

는방안도고려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저소득중

심으로 50%의보험료를지원하는방안에초점을맞추

었다.        

보험료지원방식에따른소요재원분석결과, 차상위

계층에해당하는158천명에게보험료의절반을정률로

지원할경우약 440억원의재원이소요될것으로전망

되었다. 예산제약을감안하여보험료지원액상한을15

천원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지역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2,271

천명에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재원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었다. 재원부담을고려하

여15천원지원상한을설정할경우에는4,080억원이소

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함께보험료지원제도가도입될경우현재납부

예외자중일부가보험료납부자로전환될가능성도고

려하 다. 현재납부예외자중소득활동을하고있는

자의비중인29%(납부예외자대비)와취약계층의연평

균 근로기간인 8개월이 고려된 비중인 19%(납부예외

자대비) 두가지경우의소요재원도함께분석하 다.

이러한가정하에차상위계층까지보험료절반을지원

할경우에는최하 100억원(15천원의지원상한설정시)

에서최대 150억원(지원상한없이정률지원시)의비용

이추가될것으로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신고소득과

실제소득간의괴리가있다는점에착안하여건강보험

소득자료를활용할경우의대상자수와소요재원도함

께추정하 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월액)는 15천원으

로파악되고있다. 이는전체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13.3%에해당되며, 이들에게보험료를소득수준에따

라절반지원할경우최저 810억원(15천원지원상한을

설정할경우)에서최대 1,510억원(지원상한없이정률

지원할경우)의재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었다.

■■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방안

1)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방안

건설일용근로자의국민연금보험료납부를 촉진하

고기피원인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 다. 구

체적으로 입찰가격 평가산식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별도로관리함으로써이미비용에포함

된국민연금보험료를일반공사비에서차감하여발주

할가능성을예방하는방안을제시하 다. 이와함께

4.5% 보험료대신한달에 20일미만근로를기준으로

산정된 2.43%의사업주부담보험료가장기근무일용

근로자에게불이익을초래할수있다는판단하에관련

규정완화방안을제안하 다.

2)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방안

취약계층에대한고용보험적용범주를확대하기위

해외연으로부터출발하는계수적(parametric) 확대전

략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취업구조로부터 출발

하는구조적(systemic) 확대전략이바람직하다는정책

제안을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공식부문에대한

보호는실업보험에서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제도

외부에존재하는구직자들에대한보호는공공부조속

성의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검토필요성을제시하 다.

3)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방안

특수형태근로자중산재보험에가입하 다가탈퇴

한자의비율이82.7%에달하고있어, 대다수의특수형

태근로자가산재보험으로부터적용제외되고있는것

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들적용제외자상당수

가실제본인이직접적용제외신청을하지않은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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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은부정적인측면을최소화하기위해, 본연구에

서는산재보험당연적용후본인의신청에의해임의탈

퇴할수있도록한규정(산재보험법제125조제4항)의

개정필요성을제안하 다.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방안

일정수준이하의건강보험료에해당하는저소득층

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자격측면에서 사각지대

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고 본

인부담의일부를국고로지원하는방안을제시하 다.

보고서에서는취약계층에게자주발생하는질환중심

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으로써 경감혜택이 취약계

층에게집중되어야함을강조하 다.

✚결론 및 시사점

국민연금제도를내실화하지않을경우장기적인관

점에서는더큰노후소득보장비용이국고로충당될수

밖에없다. 이러한맥락에서저소득지역가입자에대

한보험료지원방안이제도실행과정상다소문제를

초래할가능성이있을지라도, 제도도입을적극적으로

추진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논거에입각하여저소득

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제도를도입할경우에

도, 제도도입초기에는매우보수적인관점에서파일

럿형태로지원대상자규모를최소화하여운 하는것

이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자 업자에게도근로장려

세제가도입될 2014년부터는소득파악인프라가지금

보다현격하게개선될것으로판단되는바, 제도도입

취지를극대화하기위해대상자수를점진적으로확대

할필요가있다. 일례로제도도입초기에는차상위계

층(최저생게비 120%) 이하에게만보험료를지원하되,

점차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단지원율은소득수준에따라차등적용)도검토할필

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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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내실화를위한재정효율화방안
- 본인부담구조조정방안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〡신현웅

공동연구자 〡신 석 윤필경 배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약분업으로초래된재정위기는정부의긴급한국

고지원과보험료인상, 재정지출통제정책등으로 2003

년에위기에서벗어났으나, 2006년과 2007에단기적자

로돌아섰다. 2008년에단기흑자가발생하 으나, 본

격적인고령사회진입,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증가,

신의료기술의발전, 소득증가등으로 12~13% 정도의

급여비증가세는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우리나라의전체국민의료비는외국과비교

할때제일낮은수준으로앞으로계속늘어날것으로

전망되므로이에따라건강보험지출도계속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안정대책의

틀에서벗어난새로운패러다임의재정안정화방안이

요청된다.

본연구는기존국내외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에

대해검토해보고보건의료자원이용의효율성을제고

하기위해소비자측면의재정효율화방안인본인일부

부담조정방안에대해제시하고자한다.

✚주요 연구결과

건강보험내실화를위한재정효율화방안은국내선

행연구나외국의개혁동향등을살펴볼때크게공급자

측면과소비자측면으로구분해볼수있다. 경제학적

논문등이나여러가지근거등에서공급자측면의통

제가가장효율적이며, 이러한방법으로지불제도개

편, 인센티브구조개선, 동료심사강화등을제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 측면의 효율화방안은 일정수준의

본인부담을통해적정이용을유도하는것으로되어있

다(Dranove, 2000).

본연구의정책대안은소비자측면의효율화방안에

초점을두고, 이를위해본인부담제도의개선을제시

하고이에대한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기본 구상

진료비본인부담구조조정의정책방향을크게세가

지로구분해보았다.

첫째, 중증질환에대한의료보장을강화하고, 경증

질환에대해서는가입자의의료비부담을강화

둘째, 의료전달체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의료비의

본인부담정도를조정

셋째, 상기두가지원칙을적용할때에부담능력이

떨어지는취약계층은의료접근성에상당한제약을받

게되므로이들계층의의료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형

평성차원의보완대책이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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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단기 조정방안

본인부담조정을위해요양기관종별의료이용증가

실태를살펴보면먼저외래 5년간입내원일수평균증

가율이종합전문병원은 3.73%, 종합병원은 4.65%, 병

원은9.32% 그리고의원1.63%이었다. 그리고외래5년

간진료비평균증가율은종합전문병원은 13.22%, 종합

병원은 12.82%, 병원은 14.11% 그리고의원 5.96%이었

다.

여기서의원급의외래내원일수증가나진료비증가

는안정적으로판단되어단기적으로본인부담조정의

필요성이적은것으로판단되었다. 특히, 의료전달체

계상가벼운질환은병원급이상보다의원급으로유도

해야하는상황에서의원급의본인부담인상은부정적

으로판단된다.

종합전문병원의경우는내원일수증가율이나진료

비증가율은높게나타났지만, 이미 2009년에본인부

담률을진찰료 + 60%로인상하 기때문에단기적으

로추가적인조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외래본인부담조정은외래내원일수증

가나진료비증가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병원급

와종합병원급을대상으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과거 선행연구들에서는 병원급와 종합병원급에

Deductible로병원급 2만원, 종합병원 3만원으로제시

되거나, 병원급 1만원종합병원 15,000원으로 제시하

는등다양한의견등이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내원일당 진료비 분포,

관리운 의수월성그리고종합전문병원의본인부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Deductible의 규

모를 진찰료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을 판단

되었다.

따라서현행병원급의경우본인부담이총진료비의

40%를진찰료+(총진료비-진찰료)×40로변경하고,

종합병원급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50%를 진찰료

+(총진료비-진찰료)×50로변경하는방안이다.

이에대한본인부담절감규모를살펴보면병원급의

경우연간약 3063억원이절감되고, 종합병원연간약

2880억원이절감되어전체약 5943억원이절감될것으

로추정되었다.

■■본인부담 조정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제언

중장기적으로진료비본인부담의구조조정은중증

질환에대한의료보장을강화하고, 경증질환에대해서

는가입자의의료비부담을강화하는방향으로가야할

것이다. 따라서의원급의경우도중장기적으로진찰료

수준으로 Deductible를부과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진찰료 수준으로 Deductible

를부과할경우의료접근성이나국민수용성등에문제

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의료비용에대한인식은제고

하되그부분에대해미리보상해주는방안마련이필요

하다. 예를들어의료급여의건강생활유지비처럼외래

의원급을이용할경우를대비해의원급절감된재정을

개인당월일정액을가상계좌에지급하는방안등이다.

또한갑작스런본인부담상승으로의원급외래이용에

제약을받는계층에대해서는외래본인부담상한제를

같이검토해야한다.

의원급 Deductible 도입시약 3조 1818억원정도절

감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를개인별로나누어보면

월 5,000원정도지급하여사용할수있을것으로추정

된다. 단, 월정금액은어린이, 노인, 만성질환등현재

의료이용정도를반 하여각계층별로월정액을달리

운 해야할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건강보험재정지출의효율화를위해중증질환에대

한의료보장을강화하고, 경증질환에대해서는가입자

의의료비부담을강화하는방향으로본인부담조정이

필요하며, 의료전달체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의료비

의본인부담정도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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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단기적으로의료전달체계강화등을위해

병원급과 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을 진찰료

(Deductible) + 40%, 50%로인상하는것이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의원급외래의경우도Deductible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인부담을위해일정금액을사전에

입금해 주고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의원급본인부담증가가저소득층에더무리가갈

것으로판단되어별도의본인부담경감방안마련이필

요하며, 예를들어절감된금액의 20%(약 6000억원)를

저소득층 의료이용지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으로

적립하여사용하는방안등이다.

이를위해건강보험에서도실시간자격을확인할수

있는자격관리시스템도입하여가상계좌를통해본인

부담을지불할수있도록해야하고, 자격관리시스템

이도입될경우실시간으로본인부담상한제도등관리

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다.

장기적으로는실시간자격관리시스템을통한가상

계좌를 한국형 MSA(Medical Saving Account) 설계에

기초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09_연차보고서-2장  2010.4.7 9:9 PM  페이지70   mac① 



지속가능한 사회재정과 효과성 평가

•사회서비스산업의산업활성화방안연구

• 2009 사회예산분석

• 2009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정부의사회복지재정DB구축에관한연구(3차년도)
- 중앙정부세출예산을중심으로 -

•보육지원정책의효과성분석

•자활사업의평가와정책과제

•유럽의능동적복지정책비교연구

2009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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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2009-02-2

사회서비스산업의
산업활성화방안연구

연구책임자 〡원종욱

공동연구자 〡이귀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사회서비스산업은산업의구조를갖추

지못한채공적 역의일부로노동집약적재래산업의

단계에머물고있는상태이다. 또한우리나라는선진

국으로의도입을앞두고있으며, 경제규모는이미선

진국의규모를나타내고있어사회서비스산업의육성

정책은통합적산업정책을구현해야하므로본연구를

시작하게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1) 사회서비스 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보육, 간병등사회서비스관련일자리는요구되는

교육과숙련수준이그다지높지않기때문에, 일자리

의문턱이높지않은대신일자리의질은비교적낮다

고볼수있다. 특히산업별월평균임금을보면사회적

돌봄 역의시장임금이매우낮은수준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의증가가비공식부문과비정규

부문일자리의증가로귀결되지않기위해서는일자리

질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이와같은결과로인해고용과복지의정책적연계는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지목되고 있어, 더욱 긍정적인

정책적함의를가진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제도도입과동시에상당

한고용창출효과와지역경제활성화등경제적파급효

과를유발한것으로분석되며, 특히노인장기요양보험

의경우는급여의성격상사회복지서비스가제공되며,

이서비스가새로이양성되는인력에의하여제공되고

이를위한요양기관시설이신설되어야한다는점에서

일자리창출효과가크다.

2) 사회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성 평가

사회서비스산업이활성화되려면민간의 역할분담

또는참여가필요하다고분석되었다. 하지만공공부문

의일부로서한정되어있는사회서비스산업이타산업

과같은산업구조를갖추기위해서는투자와경쟁등의

과정을거쳐야만할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1) 사회서비스산업의시장조성적·시장보정적산업정책

원가절감방안으로는 마케팅의 공동화, 시설이용의

공동화, 공동서비스개발, 공동경 을통한경 know-

how공유등이있다. 

특히이를위해서는소형업체간연대가활성화되어

야한다. 정부는소형업소들이원가절감을위한경

의공동화를추진하는경우지원금을지원하는것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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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수있다.

2) 사회서비스 산업의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사회서비스산업의규모별서비스내용이크게차이

나지않아상향특화전략수립이필요하다. 비급여시

장의활성화를통한급여시장에의시너지효과극대화

를위해서는규모에맞는차별화된지원정책을추진할

필요가있다.

내수시장활성화를위해서정부가구현할수있는정

책으로는소비에대한보조와경 에대한보조정책이

있다. 특히현재급여부문또는정부보조부문에치우

친산업의구조를비급여와비지원부문의수요의활성

화를유도하기정책인것이다.

사회서비스산업이다른산업과달리후진적형태로

노동집약적재래산업의모습으로정체되어있는이유

중하나는투자의활성화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

다. 모든산업은선투자·후수익의구조를갖고있기

때문에, 산업의선진화를위해서는선투자가선행되어

야하는것이다. 

사회서비스산업도 R&D가필요하며, 소비자의욕구

를충실히충족시키기위해서는BRAND창출이필요하

다. 특히정부가산업의활성화차원에서서비스의개

발표준화그리고차별화된브랜드화를지원하는방안

이필요하다고본다.

3) 사회서비스 산업의 브랜드 구축의 필요성

브랜드는소비자에게제품의제조자와출처를밝혀

주는 기능을 한다. 소비자에게는 사전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새로제품을구매할때의사결정의위험을줄

일수있게한다. 

즉, 사회서비스산업이산업으로서위치를구축하기

위해서는필연적으로브랜드의구축이필요하다고분

석된다. 특히사회서비스는공공부조와는다른개념이

고보다보편적인서비스산업으로발전될것으로예상

되므로, 거래비용의절감을위해서는사회서비스분야

도브랜드화를통한차별화를추구해야하는것이다.

4)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분화 및

대응전략

현재의 사회서비스산업은우리나라소비자의욕구

를어느정도충족시키고있는가를생각해볼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시장의 서비스에 불만족한 고

객층, 아직 사회서비스시장을 접하지 않은 고객 등

아직확대할시장이많이있으므로이를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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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31-1 

2009 사회예산분석

연구책임자 〡최성은

공동연구자 〡강지원 임완섭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연구는 2009년사회예산을기능별분류에의거하

여세부 역별로분석하여사회예산의재원배분과효

율적재정운용과제에대해논하고있다.

✚주요 연구결과

2009년사회예산지출은총약79조원으로전체국가

재원배분중가장큰수준인 27.7%를차지하고있다.2)

2009년도사회예산의증가는주로고용및일자리창출

사업의증가, 저소득층생계안정을위한한시적지원,

보육료지원의 확대,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자 확대,

국민연금급여지출증가등에의한것이다. 공적연금

부문은전년대비예산이 3조원증가하 고, 주택부문

은전년대비예산이 2조원증가하 고, 노인부문은전

년대비예산이 1조원증가하 다. 노동부문은전년대

비 약 7천4백억원 증가하 고, 건강보험부문 약 6천5

백원증가하 다. 

이러한예산의증가추이는 2010년에도지속적으로

반 되고있다. 2010년예산(안)에서는기초생활보장

부문이약 7조 3천억원, 노인, 장애인등지원이약 4조

3천억원, 건강보험이약 4조 3천억원, 보육이약 2조 2

천억원등으로계획되어있다. 노인분야세출예산중

일반회계예산분은약 3조4천억원이며, 장애인은약 6

천5백억원, 아동및청소년은약 1천 6백억원으로계획

되었다. ‘09년도본예산대비증가액이가장큰부문은

보육·가족및여성부문(약 3조 2천원), 노인, 장애인

등지원부문 (약 2조8천억원), 건강보험 (약 4조3천억

원) 순이다. 

2009년사회예산의또다른특징은세계적인금융위

기로인하여초래된경제위기로인한실업증가와취약

계층생계유지의어려움등에대한대책과경기부양등

을위한추경예산이대대적으로편성되었다는점이다.

2009년추경은경기적 (cyclical)요인을포함하게되므

로,주로비경기적(non-cyclical) 요인에의한예년의추

경수준에비하여추경의규모가크다. 이는우리나라

의취약계층에대한사회적안전망이미비하 다는것

을간접적으로시사하고있는것이기도하다. 경제위

기로인한취약계층에대한한시적인지원등으로추경

이대폭편성되었으나, 한시적지원은경기필요에의

한복지재원수요가없는경우에도제도를종료하기힘

들고, 종료시이에따른수혜자의불만등이발생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양하며 복잡한 복지서비스로

인해복지전달체계가미비한점을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기초생활보2)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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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하

는것이바람직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등

을완화하여취약계층에대한안전망을강화하는것이

경제위기에대한한시적대응책보다더욱효과적일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예산의투입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사회적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미국과일본등에서실업해소를위한

유용한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사회적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우리나라와같이고용창출의잠재력은높

은반면, 사회적일자리의고용비중이낮은경우, 일자

리확대여지가클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러한경

과적일자리참여자에대한지원은일회성으로그칠가

능성이크다. 또한일회성사업은재정의효율성을저

하시키며, 장기적인사업효과도기대할수없다. 따라

서위기대응대폭적인일자리창출지원이후경과적

일자리참여자의고용유지를지원할수있는연계프로

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분야지출은 대부분이법정지출로향후에

도자연적으로증가하는하방경직성이있고, 한번확

대된사업은축소나폐지가어렵다는점을미루어볼때

향후에도 보건복지예산은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과거보건복지지출은정부

총지출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왔는

데, 당분간도이러한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보건복지예산의 양적측면에서의 증가가

고령화저출산의심화와노동시장의불안정성, 취약계

층의증가등보건복지환경에따른다양한복지수요가

충분히반 하고있는지에대하여서는의구심을제기

하는시각도있다. 

양적인증가와더불어우리나라복지체계의구조적

인측면에대한개선노력도필요한상황이다. 이와더

불어국가재정의큰비중을차지하는보건복지분야재

정지출사업에대한평가와이에근거한성과주의예산

의정착이향후효율적재정운용의과제가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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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연구책임자 〡유근춘

공동연구자 〡박찬임* 이태진 최성은
홍석표 신화연 이귀진 조정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연구는우리나라의경우 2008년의경제위기에대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문에 대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대응이 한시적인 제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반면, 기존의복지체계가경제위기흡수능력

을충분히가진복지선진국의경우에는어떤주요한보

건복지사업의확대없이경제위기에대한대응이이루

어졌다는점에주목하 다. 

경제위기를흡수하는자동안정화기능은보건복지제

도의주요한기능이며또한세계화경쟁과지식기반경

제의도래로인해요구되는유연안전성의중요한전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한시적인 제도보다 목표집단

규정과선정그리고인프라가구비되어있는상시적제

도가효율성과효과성에서우수하다. 이러한점을생

각할때우리나라가당장고도의경제위기흡수능력을

갖는보건복지제도를만들필요는없지만좀더경제위

기를잘흡수할수있는방향으로보건복지제도를개선

하는것은중요한정책적과제가된다고할수있겠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 2008년세계적경제위기에

대응하기위하여대대적으로추가경정예산을들여실

시한중요대책을분석평가함으로써이들대책의주

대상이누구이며, 그집단이주대상이된기존보건복

지제도의문제는무엇이며, 이에대한가능한대안이

무엇인가를밝히고, 한시적인제도보다는경제위기흡

수능력이크고목표집단이더확실하여효율성과효과

성이높은제도화가능성이있는사업분야가있는가라

는질문에답하고자하는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 사회지출의 경제위기 흡수능력 분석과 지출 우

선순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제도가 경제위기 흡수능력을

제고하기위해서는그이론적기반이필요하다. 이에

OECD의 소득자료와 사회지출자료를 사용하고

Furceri(2009)에의해사용된 GDP의분해항등식을사

용하여 OLS와패널분석에의한사회지출의경제위기

흡수능력을분석하 다.

경기변동에의한GDP의충격완화경로를보면생산

량충격의 73.45%가총소비(C+G)까지 향을미쳐완

화되지않는다. 유의미한효과중자본감가상각은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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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효과를가진다(부호음수, 효과는 5.11%). 민간

저축의완화효과가 16.22%로서가장크고또유의미하

다. 우리의관심사항인정부지출의경우 6.75%의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유의미하다. 순국제적 조세와

이전은10%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며완화효과의크기

는0.96%이다.

총사회지출의안정화효과를보면모두유의미하고

OLS 추정시에는 9.08%, 시간과국가고정효과모형에

의한추정시에는 10.37%의안정화효과를보이고있

다. 특기할 점은 사회지출이 속한 정부지출의 효과

6.75%보다사회지출이경기완화효과가더크다는것

이다. 이는정부지출의하위부분중반경기완화효과가

있는부분이있다는기존연구결과에의해설명된다.

총사회지출의분야별시기별안정화효과를보면다

음과같다. 연구전기간(1980년-2005)을보면모든효

과가 유의미하며 노령, 보건, 실업이 각각 3.14%,

3.13%, 2.51%로서안정화효과가크다. 다음으로근로

무능력과가족이각각1.86%와1%로서뒤를잇고있다.

그크기가크지않지만다음으로적극적노동시장프로

그램(0.64%), 기타사회정책 역(0.57%), 주거(0.33%)

그리고유족(0.32%)가유의미한완화효과를보이고있

다.

전기간을동일한 13년간의두시기로나누어보면

둘 다 유의미하며, 전체적으로 두 번째 시기인

1993~2005가 16.07%로서 앞 시기인 1980~1992의

10.02%보다완화효과가더크다. 이는최근으로올수

록 사회보장제도의 경기완화효과가 중요해짐을 보이

고있다고판단된다.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

여, 보건, 가족, 기타등은효과의크기가증가하 고,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등은효과의크

기가감소하 다.

다음은총사회지출의GDP 비중에관한OECD 23개

국평균치 20.254%를중심으로이보다큰국가를사회

지출이큰국가로하고, 반대의경우를사회지출이작

은국가로하여각각사회지출부문별경제위기완화효

과를측정하 다. 이에따르면결과가모두유의하고

전체(14.97% 〉7.59%)와부문사회지출에서모두사회

지출이큰국가가경기완화효과가더크다. 이는정책

적으로 사회지출이 클수록 사회지출의 경기완화효과

가크다는강력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OECD SOCX의우리나라자료를사용하여구한총사

회지출의 부문별 시기별 경기완화 효과를 보면

1990~2005년의전연구기간에걸쳐전체총사회지출은

11.74%의 유의미한 경기완화 효과를 보 다. 이는

OECD 전체의완화효과 10.37%보다크다.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기타사회정책

의 역에서유의미하지않은것외에다른부문들은

모두유의미한결과를보 다. 가장효과가큰분야는

노령과보건으로서각각 7.3%와 1.99%이다. 다음으로

실업, 가족, 유족이 0.97%, 0.2%, 0.15%의경기완화효

과를보이고있다. 

■■ 희망근로사업의 평가결과

희망근로사업은 2008년말부터시작된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촉발된고용위기와저소득층의생계불안

을해소하기위하여실시한대표적인정부일자리창출

사업이다. 그러나본연구의내용을살펴보면희망근

로사업은저소득층소득보전정책으로서주된의미를

갖고, 제한된범위내에서실업정책의의미를갖는다

고볼수있을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은일자리경제위기시서민에대한국

가의책임성을가시적으로나타내는정책으로국민통

합기능을수행한것이가장큰성과로평가할수있다

는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이갖는소득분배효과를살펴본결과,

참여자중차상위층참여의저조, 재산상한기준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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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않은지역발생등의부작용은다소있었다. 그러

나전반적으로보면빈곤선근처의취약계층이주수혜

계층으로나타나서목적한소득분배효과를이루었다

고평가할수있다. 

희망근로사업의일자리창출효과를보면, 당초목

표 던실업자흡수보다는비경활인구의참여가높고

일부구축효과가확인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희

망근로사업에는일반노동시장에서는취업이상당히

어려운저학력, 고연령층의참여가상당히많았는데,

이들은비록그간비경활층으로구분되어있었다할지

라도일하고자하는의욕이있었지만취업하기어려웠

던계층이라는점에서일자리창출효과가있다고평가

할수있다. 또한희망근로의일자리가대부분민간노

동시장에 향을미치지않도록기획하여정부에서만

들어낸일자리이고, 희망근로참여자가저학력·고연

령층이라는점에서대체효과또한그리우려할수준은

아니라고할수있다. 또한이러한일자리정책으로서

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대규모일자리를만들어냄으로써, 고용지표를안정시

키는역할을하 다. 

희망근로사업이수요진작에미치는 향을살펴보

면상품권을통해서임금을지급받을경우, 전액을현

금으로지급받는경우보다다소의소비증진효과를나

타내는것을보았다. 

희망근로사업에대한만족도를보면참여자의만족

도가높음은물론, 지역사회상인들까지도상당히높

은만족도를보이고있었다. 지역사회상인들이희망

근로사업이매출진작에도움이된다고느끼지는못하

면서도희망근로사업의전반에대해서만족하고있는

것은이사업자체가공익을위해서필요한사업이라는

인식에기인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생각은

희망근로사업의성과에대한인식조사에서나타나는

데, 희망근로사업은저소득층생계보호와여성·장애

인·노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 다는것에대해서가

장많이긍정적인인식을가졌다. 

■■ 민생안전 한시제도의 평가

민생안전한시제도인한시생계보호제도와자산담보

부생계비융자사업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중각각근로무능력자와2억미만의재산보유자

를대상으로소액생계비지급과저리생계비융자를해

주는제도이다.

평가결과대상선정과서비스전달과정에서는한시

적으로긴급하게시행하는데서오는대상자발굴문제,

수급조건의조사에걸리는시간에의한형평성문제등

의문제가발생하고있었다. 운 실적에있어서는유

사제도로대상자가이동하여대상자가감소하는대체

효과(displacement)가커서효과성이떨어졌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보건복지제도를좀더경제위기흡수능력

이큰방향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본연구에서도출

된다음과같은정책과제를고려할필요가있다.

사회지출이경제위기에대한자동안정화장치로서

역할을하며, 특히경기안정화효과가사회지출이큰

경우에유의미하게더크다는것은정책적으로중요한

시사점이된다고할수있다. 이는노동시장유연화에

의해기존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로되고있는집단

에대해탄력적인제도운 을통해사회보장제도안으

로편입시키는것에대한경제적인근거도된다고볼

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제도개편의방향을고려할

때각부문의경기완화효과의크기를고려의우선순위

로생각해볼수있다. 가장효과가큰분야는노령과보

건으로서각각 7.3%와 1.99%이다. 다음으로실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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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유족이 0.97%, 0.2%, 0.15%의경기완화효과를보

이고있다. 이는노령과보건분야에서노동시장유연

화에의해사각지대로되고있는집단을사회보장제도

의탄력적운 을통해사회보장제도안으로끌어들이

는것이경기완화효과를가장크게할수있음을나타

내고 있다. 실업의 역에서도 세자 업자에 대한

제도보완이 경기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분야는 인적자본과 사회

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면서 경기완화

효과도있어우선순위를갖는중요한사회지출분야라

생각된다.

경제위기대응한시제도의평가결과희망근로사업

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제한적이지만 취업취약계

층의일자리를늘리는효과가있었다. 그러나이에머

무르려는함정효과가있어사업종료후민간노동시장

으로진입하게하는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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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회복지재정DB구축에관한연구(3차년도)
- 중앙정부세출예산을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〡고경환

공동연구자 〡이삼주* 이상운** 강지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우리나라는국민의기본생활보장과저출산및

고령화대책, 그리고지방자치제도의실시등복지정

책의확대로재정지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는

재정지출에대한정부나학계또는국민들의예산지출

분야와그규모및변화추이등에대한관심을야기하

고있다. 이에따라정부재정의투명성과효과성등의

제고를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정보시스템

을 운 하고 있다. 이들 정보시스템들은 재정능력과

복지수요등을감안한지표와국제기구의통계생산체

계마련등에한계가있으며특히도입단계인만큼품

목별예산제도와사업별예산제도간연계분석에분절

이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는품목별예산제

도와사업별예산제도간의연계, 중앙정부와지방정부

간의연계가이루어지도록복지재정DB를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3차년도연구의목적은그동안축적된재정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예산 정보를 추가하는

등복지부문의기능별재정정보관리와함께재정분야

의전문화되고균형된지표를개발하여분석연구의기

반을조성하는데있다. 

[그림 2] 분석지표의 유형화와 개별지표

안정성 성장성 형평성

1. 인구1인당 사회복지비
2. 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지원액
3. 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금
4.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

지비 부담액

1. 인구1인당 사회복지비
2. 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지원액
3. 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금
4.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

지비 부담액

1. 인구1인당 사회복지비
2. 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지원액
3. 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금
4.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

지비 부담액

**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이상운| 자치경 정보원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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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

본연구의 DB구축은다음과같은기본방향을가지

고설계되었다. 첫째,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자

료들의분류기준을표준화하고, 둘째, 중앙정부와지

방자치단체의지출자료가상호구조적으로연결될수

있는구조를마련하며, 셋째,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

체의재정수요의요인변수들과다양한방법으로분석

될수있도록구축하고, 넷째, 사회복지정책의합리적

인의사결정및미래의정책을전개해나가는데다양한

정보들을제공할수있도록설계되어, 다섯째, 복지재

정DB가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출활동을

분석할수있는검색기반으로마련되어야한다. 

이에따라 DB구축의기본체계는기본구조, 기능구

조, 세부구조로계층화된다. 기본구조는세대간사회

복지욕구와변화를수용할수있는기본분류체계로사

회복지에 관한 정부부처간 공통의 업무를 기능한다.

기능구조는기본구조내에서사업을기능별로분류한

것이고, 세부제도구조는기능구조를구성하는세부제

도로사회복지재정지출의최하위분류이다. 

본연구에서구축한 DB의체계는원시자료를수집

하여일정한체계에따라구축하고, 구축된자료를활

용하여통계를분석하며, 이결과를이용자에게전달

하는구조이다. DB의범위는일반정부(지방교육포함)

로하며, 회계범위는일반회계, 특별회계그리고기금

을포괄한다. 구축자료는정부의사회복지재정자료뿐

만아니라복지수요에 향을미치는인구자료등도포

함한다. 통계시스템은기능별, 회계별, 그리고사업별

3개 역을구축한다. 이때기능별회계별분석에서는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사회복지사업을기능별로분

류하고이를회계별로제시하며, 사업별·기능별분석

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

단체의자체사업규모를분석하고, 예산구조간(품목

별·사업별) 분석에서는 구축된 DB로 품목별·사업

별 예산구조 간 연계성을 확보한다.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은 234개기초자치단체별세부기능별규모의분

석과 비교를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간복지투자의규모를기능별로비교하고기본지표와

분석지표를통해분석한다. 

이러한 DB의구축은데이터를취합하고자료를업

데이트하는데의의가있지만실제정책수행자나일반

국민, 연구자에게는분석된지표를통한자료값이더

욱이해하기쉬운경향이있다. 따라서DB의구축과함

께자료를분석할수있는지표의개발이요구된다. 

본연구에서생산되는지표는현재의재정력하에서

당해자치단체에서의사회복지재정에대한관심을측

정하고(지역내수준), 타지역에비해어느정도의복

지수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교하여(지역간 비교),

복지재정의 공급수준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며(공급능

력측면), 현재뿐만아니라미래에향유하게될복지수

준(복지수요측면)을반 할수있도록개발하 다. 이

에따라본연구에서는우선 3개의유형(안전성, 성장

〈표 1〉사회복지재정DB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총괄 분석지표
(단위: 천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안 정 성
사회복지예산비율 15.80 16.72 16.89 19.76 19.11

성 장 성
사회복지비증감율 15.25 10.33 5.96 13.51

형 평 성
인구1인당사회복지비 1,524 1,749 1,915 2,012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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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형평성)별로각각 4개의지표를생산하여총 12개

의지표를제시하 다.

✚결론 및 시사점

먼저복지재정DB를활용한중앙정부의분석지표는

전체 13개의분석지표중관련된 3개의지표만 2004년

이후최근 5년을제시한다. 복지예산의안정성지표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은 2004년 15.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2008년19.1%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라

할수있다. 특히 2007년미국발금융위기의여파로경

기가침체되자사회복지예산이대폭확충되었다. 또한

사회복지비증감율을통한성장성을살펴보면,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의 성장은 침체되었으

나2008년에다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형

평성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다음으로복지재정DB를활용한지방정부의분석지

표는전체12개지표에대해2004년이후최근3년을제

시하고 있다. 개별지표에 대해 각 년도별 평균, 상위

10%, 그리고하위 10%의평균을제시하고있다. 지방

정부의복지재정안정성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

나자체재원충당율의증가에비해국고부담율은감소

하여지방정부의복지재정에대한부담이커지고있음

을알수있다. 지방정부의성장성지표중일반재원증

감율대비사회복지비증감율과자치단체사회복지비

증감율에서도지방정부의복지비증감에대한부담이

두드러지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지방정부의사회복

지재정에대한형평성을상위 10%와하위 10%의평균

을통해서살펴보면, 인구1인당사회복지비는약 7배

가량, 사회복지대상 1인당지원액은 3배이상, 1인당

자치단체사회복지비부담액은 4배이상차이가나지

방자치단체의여건에따른사회복지의수준의격차가

크며, 이에따라수급자의권리가제한될수있는가능

성을시사하고있다.

〈표 2〉사회복지재정DB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총괄 분석지표
(단위: 천원, %)

2004 2005 2006

지표명
평균

상위 하위
평균

상위 하위
평균

상위 하위
10% 10% 10% 10% 10% 10%

1.  사회복지예산비율 15.7 33.8 8.8 17.6 40.2 9.8 18.8 44.4 10.0

2.  자체재원충당율 33.3 100.4 14.6 40.5 134.2 17.1 43.8 161.4 19.3

3.  일반재원충당율 24.6 89.7 12.6 24.2 63.1 13.2 26.6 79.0 14.0

4.  국고부담율 34.3 53.0 15.1 30.3 48.2 15.3 31.6 49.5 14.1

1.  사회복지결산비율1) 15.4 36.2 7.9 18.2 40.1 10.0 - - -

2.  사회복지비증감율 - - - 23.2 50.9 -0.1 16.0 42.4 -10.5

3. 일반재원증감율대비
사회복지비증감율 - - - 22.7 73.1 18.9 66.9 282.1 -494.0

4.  자치단체사회복지비
증감율 - - - 130.6 172.7 100.9 114.0 157.0 82.9

1.  인구1인당사회복지비 212 767 109 258 886 135 297 958 153

2.  사회복지대상1인당
지원액 1,250 2,412 836 1,437 2,741 974 1,574 2,771 1,049

3.  사회복지대상1인당
국고부담액 429 727 168 437 711 185 496 796 198

4.  1인당자치단체
사회복지비부담액 821 1,669 452 1,000 2,139 571 1,077 2,066 615

안

정

성

성

장

성

형

평

성

주: 1) 2006년도 결산자료 수집 중임.
2) 2007년과 2008년도는 자료수집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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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2009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효과성분석

연구책임자 〡최성은

공동연구자 〡우석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보육정책은보육의공공성강화와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하에 공보육 기반조

성, 부모육아부담경감,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아동

중심의보육환경조성,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등

을정책과제로제반사업들을수행하고있다. 만5세미

만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는보육정책은참여정부이

후규모가현저하게확대되고있다. 2003년에는보육

부문사업이약 3,000억원규모 던것이 2009년에는

약 1조 7천억원에이르는등규모면에서최근몇년사

이매년괄목할만한성장을보이고있다. 

보육정책은크게보육비지원정책, 보육시설운 지

원및시설기능보강사업, 보육인프라구축사업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보육정책의확대는주로보육료부담

을완화하기위하여지원대상과지원수준을확대하는

방향으로이루어졌다할수있다. 2009년현재도시근

로자월평균소득 100%까지보육료를지원받도록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맞벌이부부및다자녀가구에대

한보육료지원을확대하여보육료전액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에도 보육정책은

규모면에서지속적인확대를경험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예산의확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보육정

책은정책목표와방향이무엇인지알수없이사업이

확장되어온측면이있다. 보육의공공성강화와양질

의보육서비스제공을목표로하고있으나, 형평성제

고의측면에서시설미이용아동에게도수당지급정책

을도입하는등정책방향이명확하지않는사업들이추

진되고있다. 정책의효과성을고려하지않는단순한

대상자의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 투입에 대한 반성과

명확한 정책방향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

본연구에는이러한맥락에서우리나라보육정책의

효과성에대한실증적연구를제공하고자하 다. 보

육정책이여성의사회활동욕구를저해하는보육환경

을완화하는역할을하 는지, 그리하여여성의노동

참여율을제고하는데일익을담당하고있는지를분석

하고, 보육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분석을수행하 다. 여성의경우출산및육아와

노동참여간에는큰상관관계가있다. 여성에게는출산

및육아로인한경력단절이노동시장재진입에어려움

을주거나경력에위협적요소가될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는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의위험이출산에미* 우석진| 명지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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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효과를공공부문에근무한여성과민간부문의여

성의출산자녀수를비교함으로써추정하 다. 추정결

과30대에공공부문에서근무하는엄마의경우다른부

문에종사하는엄마보다0.6명정도추가적으로출산하

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다시말해, 두번째자녀를

출산할시기에출산으로인해경력이단절되는위험이

상대적으로낮은공공부문에근무하는여성이좀더많

은자녀를출산하고있다. 이는보육정책이육아부담

의완화를통하여여성이직면하는경력단절이라는위

험을완화할수있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물론이러

한효과의극대화를위해서는보육정책외에도기타노

동시장정책과일가정양립에대한문화의정착등이필

요한부분이기는하다. 보육정책이보육료지원과양질

의보육시설확충등으로가정내보육의선호가줄어들

고보육시설이용이증가하여여성의육아부담을줄인

다면,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와출산율제고라는두

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을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보육정책에있어서보육의공공성강화

는국가가자녀의양육책임을나누어지는데있어서여

성의노동참여율이이미높은북구형모형의맥락에서

추구되는것은현실성이없다. 그것보다는보육의공

공성강화가보육부담으로인한여성노동참여저해요

인을제거하여여성의노동참여율을제고하는모형으

로추구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맞벌이가구에대

한지원모델, 보육시설의양질화를통한보육시설이

용율제고, 여성노동참여율제고를위한보육지원모

형등보다한국적인제3의보육정책모형의개발이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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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2009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09-31-5

자활사업의평가와정책과제

연구책임자 〡고경환

공동연구자 〡이선우* 임완섭 강지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자활사업은지역자활센터의경제적성과

를중심으로평가되었고, 예산의투입에비해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세주체중하나

일뿐이고, 다양한성과중에서경제적성과만을평가

함으로써자활사업의목표에대한이해가부족한평가

를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본연구는자활사업의다

양한주체인정부, 자활사업참여자, 지역자활센터를

평가대상으로기존의자활사업평가의한계를극복하

고자활사업이근로빈곤층에게근로기회를제공하고

빈곤을탈출할수있는실제적인정책으로발돋움하기

위한제언을하는데목적이있다.

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및평가의한계를극복하고

자새로운평가지표를개발하 다(표 1참조). 이는적

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지표로서기존의효

과성중심의자활사업평가의틀을새롭게혁신하고보

완한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정부와지역자활센터,

참여자용조사표를개발하고사전조사를통해조사표

의신뢰성을확보한후본조사를실시하 다. 본조사

는지역자활센터와각시군구의자활사업담당공무원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 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각지역자활센터별로 10명씩임의표본을추

〈표 1〉자활사업 평가지표와 변수

평가요소 지 표 변 수

적절성 목표 적절성 자활사업과 센터운 의 목표의 적절성

대상 적절성 대상범위의 적절성

효과성 근로유인효과 노동공급일수, 경제활동참가율

소득보장효과 경상소득

효율성 비용효율성 수익금, 인건비 대비 수익금

지속가능성 정부의 의지 자활사업대상자 1인당 예산

지방정부의 자활관련 조례, 우선구매, 기금활용

현장의 의지 1인당 수익금, 전환율

참여자 의지 만족도, 자립의지 및 전망

* 이선우| 인제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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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조사하 다.

✚주요 연구결과

먼저목표적절성을살펴보는첫번째변수인운 목

표는지역자활센터의운 목표라고할수있으며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

여자활의욕을고취시키고자립능력을향상시키는것

과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인프라로서의역

할이라고할수있다. 분석결과지역자활센터에서운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에서 기초

수급자가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으며차상위계층

일부를포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회

적일자리유형에는 기초수급자의 분포가 많으나 시장

진입형, 자활공동체등상위유형에서는비수급자의분

포가두드러지게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지역

자활센터는운 목표를충실히따르고있으나지역자

활센터의평가와이로인한규모별예산때문에기초수

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의참여를, 자활근로사업단보다

자활공동체의육성을더선호하고있다. 

자활사업의구체적목표는자활사업의모든주체가

포괄적으로달성하기위한것으로근로능력이있는저

소득층의자활능력을배양하고, 자활사업참여자의기

능을습득하고, 근로기회를제공하는데있다. 근로능

력이수급자에대한근로기회의제공과근로능력이있

는저소득층의노동시장참여등을통한자활능력배양

이라는목표는적절하게달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

나자활사업참여자의기능습득을위한프로그램의설

계는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정책의설계시목표로했던대상이실제사

업에얼마나포함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해자활사업

참여자중수급자의비율을측정하는‘수직적절성’과

자활사업대상집단중자활사업참여자의비율을측정

하는‘수평적절성’의곱을통해대상적절성을측정하

다. 이에따르면복지부자활사업의수직적절성은

68.9%로높은반면수평적절성은 16.5%로상당히낮

은것으로나타나대상적절성은 11.4%에불과하 다.

복지부자활사업에노동부자활사업을포함할경우수

직적절성은 69.9%, 수평적절성은 17.3%, 대상적절성

은12.1%로소폭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활사업의효과성을분석하기위해서복지패널자

료를이용하여처리집단을자활사업참여자, 근로능력

수급자, 전체수급자로분류한다음미취업자전체표

본을분석대상집단으로설정한후로짓분석을통해

추정한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이용하여각각의

비교집단을구성하 다. 먼저자활사업은근로유인효

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자활사업참여자의노

동공급시간은 103.55일이고이는비교집단의 67.95일

보다 약 35.6일 많은 것이다. 근로능력수급자와 전체

수급자집단은비교집단에비해각각20.8일, 17.5일적

게노동시간을투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활동참

가율은 자활사업 참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5.3%point 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근로능력수급자

집단과 전체 수급자집단의 경우 각각 4.56%,

8.02%point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의경우자활사업

의참여여부와근로능력여부에따른소득증대효과

는비교집단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자

활사업참여집단은비교집단에비해 -251만원, 근로능

력수급자는 -124만원, 전체수급자는 -32만원의 차이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활급여의보충성의

원리 외에도 다른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자활사업의효율성을평가하기위해매출

이있는자활사업을대상으로한평균수익금은 6.7백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자리유형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일자리유형 -39백만원, 시장진입형 -33백만원,

자활공동체는 82백만원이다. 이는 사회적일자리유형

과시장진입형이정부의지원없이는수익이나는구조

가아닌반면자활공동체는스스로수익을창출하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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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현제도를반 하는것이다. 

자활사업의인건비대비수익금비율은 8.3%로나타

났다. 이는 100원의인건비투입에 8.3원의수익이발

생하고있다는것이다. 이를일자리유형별로살펴보면

사회적일자리형 -57.4%, 시장진입형 -40.0%, 자활공동

체 90.6%로나타났다. 이중자활공동체를중심으로보

면인건비대비수익금비율이양수인사업단은 32.8%

이다. 

마지막으로자활사업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기위

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의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앙정부의 자활사업에 대한

의지는높고자활사업의지속가능성은상당히긍정적

이나현정부는자활사업에대한투자를상당히신중하

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규모별예산책정과성

과주의예산의도입등의일련의제도개혁과도연계되

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조례제정과 자활기금의 조성

및활용에서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조례가제정된지방자치단체의자활기금총누계액이

높은수준을나타내고(전북, 강원, 경기순), 기금의상

당부분을자활사업에활용하고있으며(경기, 강원, 전

북순), 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공동체의우선구매액

도높은것(충남, 경기, 서울순)으로나타났다.

현장의의지를살펴보기위한 1인당자활사업의평

균 수익금은 464,217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유형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사회적일자

리형은 -2.606,879원, 시장진입형은 -1.968,084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자활공동체는 6.868,086원으로상당히

높게나타났다. 

한편자활사업참여자(18,199명) 중성과자는 3,306

명, 자활사업성과율은 18.1%로나타났다. 즉사업근로

단에서 공동체 및 창·취업으로 이동한 전환율은

11.8%(2,152명), 수급자중자활특례로이동한전환율

은 2.2%(401명), 사회적일자리형에서시장진입형으로

이동한 전환율은 2.2%(393명), 공공부조대상자중 탈

수급한전환율은2.0%(360명)의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자활사업참여자들의만족도와자립가

능성전망은연령과교육수준같은인적자원요소와업

종및일자리유형등자활사업요소에의한 향을많

이받는것으로나타난반면센터규모에대한 향은

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는다. 이는특히젊은층과교

육수준이높을수록노동시장진입및자립전망은상당

히높게나타난다. 또한폐자원재활용이나음식물재활

용사업은자립의지나만족도에서매우낮게나타나이

들사업에대한재고의여지가있다. 가장심각한것은

자활사업에서가장자립에가까운근로형태인자활공

동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다. 특히 자활공동체의

참여자들은자립가능성이나자립전망에서매우부정

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에서살펴본자활공동

체의높은효율성(인건비대비수익금비율)이나지속

가능성(1인당수익금)과는대조를보이고있다. 따라서

정책분석을균형되게실시하기위해서는객관적지표

뿐만아니라주관적지표도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의선행문헌검토와조사결과에서도출된정

책제언은세가지로요약된다. 먼저자활사업의평가

가지역자활센터혹은참여자의경제적성과로한정될

경우자활사업의원래정책목표와가치를크게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소관의 자활사업과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미약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이므로이들

에게자활사업의목표는노동시장경험의제공과함께

근로능력의습득및급여에대한도덕적해이를막는데

있기때문이다. 또한현재지역자활센터의경제적성

과(수익금)에따른차등지원은자활사업이실제로필

요한대상을정책으로흡수하기보다는근로능력이있

는차상위계층을더선호하게되어근로능력이미약한

수급자들을위한자활사업에서오히려그들을배제시

키는결과를가져온다. 정부는국민의세금을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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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활사업을지원하고있다. 그러므로정부는재정

사업에대한책임의식을가져야한다. 즉정부가대상

자에적합하지않게자활사업을설계하거나잘못된평

가로재정을낭비할경우정부부문을제어할평가역시

필요하다. 

다음으로현재자활사업에대한다양한조사에도불

구하고자활사업에대한자료는매우제한적이다. 일

반적으로자활사업의성과분석을위해가장많이사용

되는 복지패널데이터에서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차지

하는비율은 10%미만이다. 또한복지패널의조사표는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구성되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성과평가에는매우유용하나자활사업을전달하

는지역자활센터나자활사업을재정지원하는정부부

문의역할을제대로파악할수없다. 또한복지행정DB

의경우 6개월이전의자료는전량파쇄조치를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통계청의‘사업체조사’와

같이자활사업의센터조사가함께진행될수있어야

한다. 실제로자활사업에대한지역자활센터의평가는

자활공동체수와참여자수, 사업단수등양적으로이루

어지기때문에하나의사업단을오래운 하는것보다

는매번새로운사업단을만드는것이유리하다. 이러

한이유로자활사업단의유지율은 3년미만이다. 또한

자활공동체의경우자립의형태임에도불구하고그지

속성이매우낮은것으로알려져있지만, 그에대한실

제적인데이터조차없는실정이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단체에대한조사결과자활기

금의사용실적에대한지역간편차가매우큰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금의조성은법적으로규정되어있어

대부분의시도와시군구에서는기금이조성되어있으

나기금의사용이‘자활사업창업’으로제한되어있어

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복지욕구서비스지원이나교

육훈련지원, 자활사업서비스및재화에대한우선구

매등에사용할수없어기금을전혀사용하지않아생

기는재정누수가큰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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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능동적복지정책비교연구

연구책임자 〡홍석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35년간유럽복지국가의발전은세단계로특징

지을수있다. 1980년대초까지대부분의유럽국가가

실행했던 사회정책은 소득대체와 소득지원이라는 사

회보호의전통적인도구에초점을두는것이특징이었

다. 다음단계로, 이러한국가들의사회정책은 1990년

대후반까지‘능동적’이라불리는사회복지로진화하

다. 긴축정책으로 인해 시스템의 혜택이 줄어들고,

권리와의무의균형이바뀌었으며, 직업연결성은활

발한 고용정책으로 인해 강해졌다. 유럽 복지국가는

이단계에서‘일을통한소득(making work pay)’정책

을실행하고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려노력함으로

써(예: 임시계약을허용하고시간제근무를촉진함) 취

업이더욱매력적으로보이도록노력하 다.

그러나 요즘의‘능동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에 대한 인식은‘지식경제 (knowledge

economy)’의등장으로인해바뀌었다. 사회비용의수

위가부담스러운수준이되면취업과경쟁에해가될

수도있다는우려에서인적자본에대한적극적인투자

정책으로 고급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자본을 유

치하는 목적으로 변동되었다. 인적 투자와 기술개발

정책은경제성장과혁신뿐만아니라모두에기회를제

공하기위한능동적인도구라는인식이증가했다. 사

회보호정책은이러한변동을지원하기위해재구성되

고재설계되어야만했다. 세부적으로설명하자면, 복

지정책에대한강조가보상적인논리에서예방적인논

리로변동되었다. 이러한사회정책에대한예방적접

근은무직자에게제공되는소득지원의강조를줄이는

반면능동적인노동참여를촉진하고인적자본의품질

을높이는데에중점을둔다. 사회복지정책은더많은

사람들의노동을‘가능케’하고국민들이자신들의행

위에대한책임을스스로질수있도록설계한다. 국민

들의사회적및인적자본에투자를증가하고, 국민이

자신의인생자립에대한책임을스스로지는것이가능

하도록한다. 복지정책의이와같은세번째발전단계

는 최근에서야 궤도에 놓여졌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지배적인정책접근은일을통한소득정책과

일자리창출, 훈련및교육, 그리고유연한시간제고용

에방향지어진정책과같이능동적인노동시장정책의

전통적인사상에훨씬더치우쳐져있는현실이다. 

새로운 복지국가패러다임체계하에서본보고서에

서는선도적으로복지국가체제를갖추고있는유럽의

능동적복지정책비교연구를통해유럽에서어떻게지

속가능한성장을유지하면서사회통합이가능한사회

정책전략을선택하고있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09_연차보고서-2장  2010.4.7 9:9 PM  페이지89   mac① 



090

✚주요 연구결과

그렇다면유럽사회정책패러다임의변화로인한사

회정책의향후발전방향에는어떤것이있을까? 다음

과같은두가지의사항으로귀결될수있다. 

첫째, 현재여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전통적능

동적복지정책에바탕을둔근로연계형복지제도의문

제점과그원인을파악하여정책입안에참고해야할것

이다. 특정계층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몇몇나라에서도입한근로연계형복지제도는빈곤층

의근로의지를높이고근로를통한자립을촉진하려는

목적으로시작되었다. 본제도는시행이후빈곤층에

게일자리를주어이들이복지수급권에서간신히벗어

날수있도록하 으나빈곤에서탈출하도록하지는못

했다는비판을받아오고있다. 실제로미국및캐나다

의경우근로연계형복지제도시행이후복지수급자의

수는줄었으나빈곤율은감소하지않았으며한때복지

수급권에서 벗어났던 빈곤층이 다시 복지수급권으로

회귀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문제점은최근사회변화에따라대두한새

로운사회적위험인비숙련일자리의낮은유지가능성,

비숙련일자리의저임금및가족부양의책임(어린자

녀및고령자)등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경제위기

시에는이러한문제점이더욱부각된다. 따라서근로

연계형복지제도가단순한직업훈련의차원에서벗어

나야하며, 각국은직업훈련을넘어선고등교육및기

타교육의기회제공, 최저수입의보장, 일터의안정성

제고및가족부양의부담공유등빈곤층의문제를효

과적으로덜어줄수있는, 보다포괄적인측면의사회

안전망구축이필요하다.

둘째, 향후사회정책에서강조할요소들이무엇인가

를살펴보는것이다.

a. 소득이나건강에대한피해의보상에서예방으로

정책의중점이바뀌어야한다. 이는피해가일어

날때까지기다리는것보다그전에대처하는것이

더욱바람직하다는사실을전제로하는데, 그이

유는나타난피해가예상했던것보다더크고또

고치기힘들수있기때문이다. 이는개인적자립

및능력측면에서접근하는이론을뒷받침하는가

장중요한개념이기도하다.

b. 자립능력접근방식은각개인들이사회에서자립

적이고책임감있는방향으로행동할수있는기회

를늘려주는순향적인사회정책이바람직함을강

조한다.

c. 생애경로접근방식은정의와부의재분배에대한

새로운이해를제공하는데, 이는단순히한세대

내에서의재분배만을조명하는것이아닌, 현세

대와미래세대사이의재분배를효율적으로조명

함으로써 세대간 정의개념이 조금 더 쉽게 설명

된다.

d. 생애경로접근방식에서설명하는개인자립및능

력관점에서는증가된유동성과유연성이유럽의

경제발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보여줄

뿐만아니라자립에대한요구가더욱커질것임

을보여주고있다. 비록자주불확실성의근원으

로등장하기도하지만, 이러한유동성과유연성이

고용을창출하고, 소득의안정성을제공하며, 장

기적으로볼때사회적포괄성을증가시킬수있

다. 여기에는이러한유동성과유연성이노동시장

에서이러한전환이자연스럽게정착될수있도록

하는적절한정책적유도가동반한다는가정이포

함되어있다.

e. 개인들이사회에서고립되지않도록능력배양을

제공하거나또는인간자본에대한공적/사적투자

의장려를통해개인들이사회에통합된채로남

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이는개인적자립의원칙과개인의능

력추구관점에서볼때이론적으로도뒷받침되는

정책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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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다섯가지요소들은겹치는부분이있다. 인

간자본에대한투자는예방적인면이있을뿐만아니라

선택의자유권을더욱넓게향유할수있도록하여개

인자립에긍정적인 향을미친다. 확실한정책이뒷

받침된다면이러한특성이서로상호보완적으로작용

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론적인측면에서서로합리

화하는근거로사용될수도있음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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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의 평가와 대안 모색

•근로빈곤층지원정책개편방안연구

•저소득층금융지원실태및정책과제

• 2009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모니터링및평가
- 법제정 10년의제도운 점검 -

• 2009년빈곤통계연보

•가난한사람들의일과삶
- 심리사회적접근을중심으로 -

•사회복지지출의소득재분배효과분석

•저소득층의자산실태분석

•사회수당제도도입타당성에대한연구

•저소득층지원제도유형및특성

•경제·사회적격차해소를위한정책과제

2009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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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26-3

근로빈곤층지원정책개편방안연구

연구책임자 〡노대명

공동연구자 〡홍경준* 최승아
전지현 박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근로연계복지정책을실험한 지 10년

이지난현재, 기존지원정책에대한평가결과는전반

적으로부정적이라할수있다. 이는근로빈곤층지원

정책에대한전면적인개편이필요하다는것으로해석

할수있다. 근로빈곤층이취업을통해탈빈곤이가능

하다는것은최근경제사회여건과근로빈곤가구의생

애주기별지출욕구를감안할때보다유연한접근이필

요함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층 대부분은 취업 후에도

완전한탈빈곤보다근로소득과복지급여가복합된형

태를이루어야기초적인생활보장이가능할것이다. 

문제의핵심은어떠한특성을가진집단이탈수급과

탈빈곤을하게될개연성이높으며, 이들의취업을촉

진하기위해어떠한정책이필요한가하는것이다. 먼

저근로빈곤층중탈수급·탈빈곤을촉진할정책대상

은육체적, 정신적, 가구여건측면에서그러한잠재력

이있는집단을포착할수있어야한다. 이어그러한특

성을 가진 근로빈곤층이 누구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소득보장·취업정책을결합시킬것인가하는

점이다. 따라서본연구는근로빈곤층의특성을보다

정교하게유형화하고, 이들의특성에맞는소득보장정

책과취업지원정책에대해제안하고자한다.

✚주요 연구결과

■■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제안

향후근로빈곤층지원정책은다음과같은근로빈곤

층개념에따라설계되고추진되어야한다는점을제안

하고자한다. 정책적으로근로빈곤층지원정책은근로

능력빈곤층(Workable Poor)에초점을두는방식을채

택할필요가있다. 근로능력빈곤층개념은크게다음

세가지기준에따라포착해야한다.

① 육체적, 정신적으로일할수있는집단, ② 가구

여건등취업여건에심각한제약이없는집단, ③정책

적으로취업을촉진하는것이바람직한집단이이에해

당된다. 이는노인등이사실상취업하고있지만이들

의취업을정책적으로강제하는방식이적합하지않을

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근로능력빈곤층개

념을보완하는의미에서크게두가지방식으로정책대

상을선별하는방식을제안한다. 

첫째는 종사상지위를대리변수로활용하여정책지

원대상을차별화하는방식이며, 둘째는취업상태의급

격한변화를감안한연중취업기간에따른대상자분류

방식이다.

* 홍경준| 성균관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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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본연구에서는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새로운

지원제도, 즉자립촉진지원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제

안하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실업보험) 가입대상을확대함으로써실직위험에노출

된집단에대한소득보장을강화해야할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을중심으로빈곤화를예방하는효과를나

타낼수있다. 둘째, 사회수당도입또는범주적공공부

조제도적용대상을확대해야한다. 이는비수급빈곤

층으로적용범위를확대하고, 빈곤층의욕구를충족시

킬수있는수준으로급여를현실화하는것을의미한

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확대또는개편·확대

가필요하며, 이는구체적으로몇가지제안으로구분

할수있다. 첫째, 현제도그대로적용대상을확대하는

방안과제도를개편하여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안으

로대별할수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방안

또한근로능력자대상공공부조제도개편방안과실직

빈곤층대상실업부조제도를도입하는방안으로대별

할수있다. 넷째, 근로빈곤층대상소득보장정책과취

업지원정책을연계해야한다. 이는자활사업이나, 마

이크로-크레디트, 사회적일자리사업등을통합하고,

근로장려세제의적용범위를확대해야한다는것을의

미한다.

✚결론 및 시사점

자립촉진지원제도의도입방안을지원대상, 급여, 프

로그램, 전달체계의측면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

음과같다. 지원대상은근로능력이있는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아니라사회보장사각지대에놓인비수급

빈곤층과저소득층으로확대해야한다. 첫째, 근로빈

곤층지원정책은취업지원, 현물급여와서비스, 근로

연계보상등의정책목적에따라차별화하여선정할수

있어야한다. 둘째, 취업(고용·창업)지원을중심으로

생계지원, 현물급여와서비스, 근로유인보상을 보완

적으로제공하는방식은미취업자를우선적인지원대

상으로설정해야한다. 셋째, 취업지원서비스는참여

수당을목적으로형식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는문

제를막기위해취업의욕과직업능력에대한판정이불

가피하다. 넷째, 기존자활사업은대상자를분류하고

그에따라프로그램간연계를차단하는문제점을안고

있기때문에, 이를프로그램별역할분담방식으로전

환해야할필요가있다.

급여와 인센티브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급여, 근로유인을목적으로하는근로장려세제및

취업장려금으로 구분하여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근로능력이있는빈곤

층을대상으로생계급여제도를분리하여운 하는방

안을제안한다. 근로능력판정과관련해서는현재추진

중인장애판정인프라제도를활용하여, 근로무능력자

를제외한집단을대상으로하는접근방식을채택한다.

다음으로, 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등의개편은다음

과같이제안한다. 소득보장제도로서기초생계급여제

도(가칭)의 수급집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제도로설정하고, 근

로장려세제는근로에대해보상이이루어지도록자활

사업참여뿐만아니라일반노동시장에참여하는경우

에도근로소득공제제도를적용하도록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통해취업에성공한경우대상자에게일정기

간 동안 직접적인 금전 인센티브로서 취업성과금

(employment bonus)을지급한다. 또한근로를통한근

로소득증가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취업을기피하는

주요한요인이탈수급시의료·교육등의현물급여상

실이므로, 현물급여제도와관련해서는 장·단기적으

로차별화된접근방식을제안한다. 

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은지난수년간파편적으

로운 되던주요제도를통합하는방향으로개편할것

을제안한다. 첫째, 취업지원서비스의전달과성과를

높이기위해개인별사례관리체계의구축을강화한다.

개인별사례관리는초기상담부터취업알선에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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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사후관리에대한책임을가진다. 취업지원프

로그램참여상황을관리하여취업능력제고에필요한

세부프로그램들을조정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

가종료될경우직접또는민간위탁을통하여집중적

인취업알선을수행한다. 둘째, 비취업저소득층을대

상으로기존의각종취업지원프로그램을통폐합하는

방안을마련함으로써, 정책간시너지효과를제고한

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직업훈

련·일자리제공·고용보조금등의단편적인정책들

은 자립촉진지원제도의 틀로 재배치하여 근로빈곤층

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취업지원정책의기조인재정일자리사업은일반노동시

장으로진입하는데필요한경험과능력을키우는경과

적일자리로개편하고, 직업훈련등의취업지원서비스

와결합하여저소득층의취업능력을높일수있도록개

편한다. 창업지원서비스는금융지원뿐만아니라경

지원이지속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 세자 업저소

득층에대한자원연계를강화하고, 향후미소재단의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현재사업경쟁을벌이고있는성과관리시범사업

(복지부)과 취업패키지사업(노동부)을 자립촉진지원

제도에통합하도록한다. 

민·관전달체계개편방안은고용서비스와복지서

비스를연계하는협력적전달체계를구축하는방향에

서개편안을제안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중심이

되어 관리하는 복지전달체계와 자립지원전담공무원

(가칭)이 관리하는 자립지원전달체계의 역할을 구분

및연계를구축하고, 지원대상의소득·근로능력·취

업상태를파악하여집단별로지원방식을차별화할수

있는Case Conference를제안하고자한다. 자립촉진지

원제도는근로빈곤층중취업지원이필요한집단을대

상으로취업프로그램을제공하고, 근로활동이후에도

기초욕구가충족되지않은집단에대해서는생계급여

와사회수당, 현물급여, 근로장려세제를 지원하는전

달체계를운용하는것을전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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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15

저소득층금융지원실태및정책과제

연구책임자 〡김태완

공동연구자 〡이태진 김문길 전지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우리나라의신용불량자수는700만명이넘는

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저소득층의경우예금을제

외한대출시장에의접근은쉽지않은실정이다. 외국

의경우금융소외혹은금융배제라는측면에서저소득

층, 신용이낮은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지원제도와

금융상품들을운용하고있으나(EC, 200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계속적인논의만있을뿐제도개선은많이이

루어지고있지못한상태이다.

금융소외는자본시장불완전성에따른인적자본축

적의어려움을심화시키고소득불평등확대와경제성

장저해의악 향을초래하므로정책적중요도가커금

융소외실태분석과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주요 연구결과

금융소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초반 Leyshon & Thrift(1995)에의해 국과

미국에서지역적으로금융서비스의접근이어렵고이

로인해일부계층들이금융기관이제공하고있는서비

스를정상적으로이용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

되었다. 우리나라의조복현(2007)은 금융소외를세분

하여제도금융권으로의접근이아예허용되지않는것

을금융소외로보고, 접근은되나금융서비스의종류,

수량, 비용 등에서 차별받는 것을 금융차별(Financial

Discrimination)로정의하고광의의개념으로금융소외

와금융차별을합한것을금융배제로보고있음. 즉금

융소외를금융배제의한부문으로설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광의의금융소외의정의는정부혹은

민간금융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각종금융상품및서

비스에접근이배제되는것으로보고있으며, 협의의

금융소외란개인적혹은사회적인제약으로인해금융

기관이제공하고있는금융서비스및상품에접근할수

없는경우로정의하고있다.

외국의금융소외실태를살펴보면, 2003년 EU 15개

국의 18세이상성인의 10%, 그리고 EU 신흥 10개국의

18세이상성인의 47%가아무런은행계좌를보유하고

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금융소외율은 EU 기존

15개국은평균 7%, 동유럽국가들인신흥 10개국의평

균34%로상당한격차가있다.

외국의 금융소외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주로 법에

의존하는벨기에에서부터은행간의자발적협약에주

로의존하는독일에이르기까지국가별로차이가있다.

시장정책으로 금융기관들이 취약계층에 쉽게 접근하

고이용할수있는새로운금융상품과서비스를개발,

접근가능성을높이고비용을낮추기위해파트너쉽을

통한협력체계구축, 고객에대한금융교육을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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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으며, 금융소외문제를해결하기위한금융기관

들의 자발적 헌장과 실행규제 마련을 장려, 정부가

직접촉진자, 입법가, 지표생산자의역할을수행하고

있다.

2007년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통해금융소외실태

를살펴보면, 소득이낮을수록대체로신용불량가구원

이있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특히수급가구의경우

다른소득구간에비해높은비율을보 다.

신용불량자의대부분은가구내실질적인생계를책

임지고있는가구주로나타났으며, 성별로는여성보다

는남성이더많고, 왕성한경제활동을하는30~50세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

시·일용직근로자비율이높았다. 신용불량자의신용

불량원인으로는사업자금충당으로인한경우가가장

많고, 다음은생활비충당과보증이높게나타났다.

금융소외에대한요인분석결과가구주특성별로는

남성가구주이고, 이혼상태, 중졸이거나 고졸인 경우,

임시·일용직및실업자등고용상태가불안정한경우

에신용불량가구가될확률이높게나타났다.  가구특

성별로는 가구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거형태가 월세이고, 거주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그

확률이높았다. 

우리나라의저소득층금융소외자지원제도를살펴

보면, 법원의개인회생및개인파산제도를들수있다.

개인회생/파산제도가채무부담을면제해주는대신과

도한사회적·경제적제약을부과함으로써자립기회

를제한할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의신용회복프로그램은개인파산/회생에비해사회적

제약이주어지지않는다는점에서채무자들에게유리

하지만, 이용시많은시간이소요되며, 신용회복이후

에도정상적인거래가어렵다는점등이문제점으로지

적되고있다.  

현정부는신용회복기금을통한채무재조정, 저금리

로의환승지원, “새희망네트워크”및콜센터를설치

하는 방안을 발표하 으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은

사전예방책이기보다는사후대책의성격이강하며, 새

희망네트워크는정책대상자들의인터넷에대한접근

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09년 9월

Micro Credit 사업을미소금융으로명명하고대규모정

부와민간이함께저신용층을지원하는방안을발표하

다. 그러나동제도의경우인프라, 까다로운심사기

준, 중복투자, 장기적재원확보등에대한문제점을지

니고있다할수있다.

✚결론 및 시사점

금융소외계층의생활안정지원방안으로첫째, 서민

금융지원제도도입을들수있다. 저소득및저신용계

층의사금융피해를최소화하고이들의생활안정을지

원하기위해정부가보증·지원하는서민금융지원제

도의도입이필요하다. 둘째, 마이크로크레딧및자산

형성지원으로마이크로크레딧(미소금융)제도는창업

아이템개발및지속적인모니터링등을통해사업경쟁

력을확보해야하며, 민간의자발적인참여도중요하

지만저소득계층의생계와직결된다는점에서전문인

력지원등참여직원들의수준을향상시킬필요가있

다. 자산형성지원은단기적으로는그유용성을확보하

기어려우나장기적으로자산축적을통해저소득계층

의생활안정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의의가

큰제도이다. 셋째, 저신용및저소득대상근로지원프

로그램운 으로우리나라자 업자규모및실정과현

행자활지원제도의한계를고려했을때, 저신용/저소

득계층에대해창업이외에도직업훈련및취업지원이

함께이루어져야한다. 

금융소외계층을위한추가적지원방안으로는첫째,

재무상담및교육프로그램강화로저소득/저신용계층

의경우금융서비스에의접근이쉽지않아자신의재무

상태를파악하고재무상담및관리를받을수있는방

안이거의없는실정이기때문에이에대한지원필요

하다. 둘째, 불법대부업체들에대한관리강화로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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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감시가필요하다. 특히현재경제위기상황을고

려했을때이자제한법에서규정하고있는이자수준을

과감하게낮출필요가있다. 셋째, 사전금융정보제공

및 적극적 홍보로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정부차원

에서도 소비자금융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관련 금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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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모니터링및평가
- 법제정 10년의제도운 점검 -

연구책임자 〡이태진

공동연구자 〡강신욱 김태완 최현수 손창균 김진수* 문진 **
안종범*** 허선**** 황덕순***** 김문길 유진
박경희 우선희 전지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우리나라의대표적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

고있으며, 1997년외환위기발생후약 3년이지나시

행된이제도로말미암아빈곤층의생계보장에일정한

진전을이뤄낼수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빈

곤문제에대한국가적·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전국

민의‘최저생활보장’과‘자활기반조성’의 목적으로

종전생활보호제도와달리“수급권자”, “보장기관”등

의표현으로권리성을강화했고, 인구학적기준삭제

등수급권자의범위확대와선정기준의합리화, 절차

적 정당성을 꾀했으며, 급여수준의 향상과 주거급여

신설등다양한급여종류다양화를도모했고, 자활계

획의수립을추가함으로써‘사회적인기본욕구’수준

의법적보장을천명했다는점에서우리나라공공부조

의수준을한단계높 다는평가를받았다.

그러나이러한법제정의현실적·제도적의의에도

불구하고법률제정과정과법률제정이후시행령제정

과정에서다양한쟁점이제기되었고, 시행이후현재까

지도제도발전을위한논의가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

다. 이는제도의재원이수급자의기여가아닌국민의

세금으로마련되어국민들의제도에대한신뢰는제도

의존폐와관련이있기때문일수도있다. 

본연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10년을맞이하

여법제정과정에서논의된주요쟁점에대한다양한

의견들의 근거를 점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목적에맞게정확한대상에게알맞은서비스가제공

되는지분석하여, 이를토대로향후제도의미비점을

보완할수있고집행과정에서의오류를최소화시키는

데그목적이있다. 특히본연구는법제정과정에서직

접문제제기를하 던다양한전문가당사자가연구진

으로함께참여하여수행함으로서제도의건강성제고

를위한정책자료로의미가있다. 이러한쟁점들에대

한점검은제도의보완과정에서혹은다른제도의시행

과정에서중요한준거가될수있으며향후복지제도의

발전에중요한의의가있다.

✚주요 연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률제정 과정과 법률제정

이후시행령제정과정에서다양한쟁점이제기되었으

며, 구체적으로대상의선정, 급여, 전달체계, 재정등

***** 김진수| 연세대학교교수
***** 문진 | 서강대교수
***** 안종범| 성균관대교수
***** 허 선| 순천향대교수
*****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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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으로나누어살펴보면, 대상선정과관련하여

가장근본적인쟁점이되었던이슈는근로능력자의생

계보호여부이다. 이는대상자범위에관한것으로제

도도입이후발전과정에서도여전히근로능력자의보

호여부, 근로능력자에대한조건부과방식인기초생활

보장제도내자활사업의개편방안, 더나아가근로능

력자를대상으로한제도를별도로분리하는방안등이

논의되고있다. 급여수준과관련하여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도입으로인해최저생계비결정방식(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심의·의결)은보다합리적으로진보

하 고, 소득인정액과급여의합계액이최저생계비이

상이어야함을법으로명시하 다는점에서생활보호

제도보다한단계성숙한제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급여수준을결정하는최저생계비수준및이와

관련한최저생계비항목에대해서는합의를보지못하

다. 최저생계비수준과관련하여법제정이후에도

급여수준의적절성문제는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

며, 급여수준의 형평성차원에서지역별, 가구특성의

반 여부는 급여체계와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전달체계와

관련하여최근에는제도의구조적모순및비효율성문

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

여서비스에대한개인별·가구별지원현황을파악하

여부정, 중복수급을방지하고타부처와의전산망연

계를 통해 제도운 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관련된 주요쟁점은 최저생계비

수준과연동되는문제로, 10년간물가상승률반 으로

재정은 소폭으로 증대해왔으며 2008년부터 주거급여

예산을생계급여예산과세부항목만이분리·구성되

었다. 이는급여수준즉, 최저생계비수준외에도몇가

지제도변화예컨대선정기준의확대요인과관련되어

있다. 

제도도입의성과를살펴보면, 시행이후의총수급

자는약간감소하 으나, 생계급여(현금급여) 대상자

는인구학적기준철폐로약 3배증가하 으며,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현금급여기준

선)은기초보장제도시행으로약 53% 증가하 다. 또

한인프라확충을위해우선그동안별정직으로근무하

던사회복지전문요원을일반직으로전환하고 1,200명

의신규사회복지인력을채용하 으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꾸준히증가하 다. 기초생활보장예산도복

지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95년까지감소하다가,

1996년이후큰폭으로증가하여2007년57.04%에도달

한후2008년에는44.04%로낮아졌다. 

기초보장법제정10년에따른제정전후환경및제도

적대응과관련하여평가한결과, 우선제도의법제정

추진시기및제도도입의의의와관련하여기초생활보

장제도는경제위기에따른실업자및빈곤층이급증하

던시기에그필요성이활발히논의되었음에도불구하

고실제시행시점은신규실업자와빈곤층을보호하기

에 다소 늦었었다는 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초보장제도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의 정합성에 대

하여 평가한 결과, 사회보험제도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과공공부조가지니고있는한계로합리성이미흡한

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기초보장제도의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결정짓는최저생계비에대한평가는보장

의적정성과급여의합리성문제와관련되는데, 계측

방식의합리성과관련하여욕구별비목이동일하고지

속적인방식을적용하고있지못한점이있으며, 특히

주거비계측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초보장제도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을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기초로 재평가한

결과, 빈곤의장기화및근로유인효과등에서실효성

있게대응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러한평가

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활

사업의목표와방향에대한사회적합의를형성하는과

정이부족했기때문일수있다.

제도에대한수급자및국민의의식과태도실태분석

의주요결과, 수급자와일반국민간에약간의차이가

있으나모든국민이최저생활을유지하도록국가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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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야한다는점에서는찬성의입장이강하고이를위해

국가가세금을더걷거나더낼의사가있다는부분에

대해서도수급과관계없이절반이상찬성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전히 42.2%의국민들은기초

보장제도를모르거나들어보지못한것을볼때‘국민’

의기초생활보장제도로자리매김하기위해국민이체

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

로보인다.

✚결론 및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다양하게논의되었던쟁점들은제정 10년을맞은현재

에도여전히개선해야할문제로적지않게남아있다.

광범위한사각지대의존재, 보충급여에따른급여형평

성의문제, 자활제도의비효율성(비효과성), 주변제도

와의비정합성, 근로능력자의근로의욕의문제(복지의

존성)가바로그것이다.  

주요쟁점들을중심으로향후제도의발전을위해요

구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유연성있는 복지행정

인프라 강화이다.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

망이추진예정중에있으며, 이는 10년간의자산조사

중심의 복지업무로 발생되었던 기초보장제도의 대상

의포괄성및기준의합리성문제가해소될수있는발

전적인추진방안이다. 이를통해제도의건강성을확

보하고 엄격한 자산조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모니터링체계를병행하여보다제도의건강성을

기해야할것이다.

둘째, 근로능력자의최저생활보장과근로유인의정

책패키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적인 측면에서 욕구

별급여체계로의개편을고려할수있으며이를다양한

소득보장제도와의관련성등보다거시적인측면으로

확대하여‘단계적으로빈곤에서벗어날수있는사회

보장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를위

해기초생활보장제도는그동안지적되어왔던재산의

소득환산율이나부양의무자기준등선정기준을완화

하여비수급빈곤층이양산되는것을막고더불어근로

능력이있는수급자들을빈곤의함정에서벗어나게한

다는측면과사회적형평성측면에서볼때차상위계층

혹은일반저소득층에대한다양한지원도필요하다. 

셋째,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내실화로 근로능력의

판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

및조건부과등관리운 의신뢰성과형평성을제고하

는데있어서중요한요소이다. 공신력있는의료기관

을통한근로능력판정체계를구축함과동시에복지급

여및서비스신청을위한근로능력판정체계및진단

서등을마련하되간편하게작성및발급받을수있도

록함으로써진단서발급으로인한저소득층의부담및

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 동시에진단서와관련된규

정을명확히함으로써진단서에대한불만과혼란을감

소시킬필요가있다.

넷째, 단기적으로기초보장제도내에서의자활사업

활성화로중고령층을비롯한저소득장기실업자등취

업애로층에대해대안적인노동시장참여의방식을모

색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관련해서소규모생계형창업이나공공부문·제3

섹터에서의사회적일자리를창출하는것은매우유력

한대안이될수있다. 또한보건복지부와노동부모두

각자의접근방법을서로배타적으로강조하는것은타

당하지않으며두접근방법의장점을살릴수있는방

안을 마련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바람직한것으로사료된다. 

다섯째, 예산의신축적대응능력제고로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예산의재량적확대편성에의존하지않는

자체의신축적대응능력을높일필요가있다. 더불어

국가의재정건전성확보의차원에서부정수급등재정

의누수요인을철저히차단할수있도록전달체계정비

가요구된다. 

여섯째, 사회안전망평가체계구축으로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역사성이진정한가치를구현하려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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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담보되어야한다. 이제는빈곤대책을중심으로

하는복지를이념이아닌과학으로접근하는노력을기

해야할시점이며, 이를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정확한 평가는

행정전산시스템구축등의기반을기본으로하며, 사

회보장체계사회안전망구축의실현을위하여정책내

지는제도들의정합성, 효율성등을고려한통합적이

고지속적인점검과진단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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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빈곤통계연보

연구책임자 〡김태완

공동연구자 〡양시현 최현수 김문길 우선희 박은

〈표 1〉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연간)
(단위: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장소득 8.6 6.9 5.8 4.7 5.9 5.9 6.8 6.2 5.6 5.8

경상소득 8.2 6.4 5.2 4.2 5.3 5.1 5.7 4.9 4.4 4.3

가처분소득 9.3 7.6 6.5 5.2 6.1 6.1 6.5 5.7 5.1 5.0

소비지출 18.5 14.3 11.4 10.3 8.7 7.7 9.6 9.2 8.6 8.0

가계지출 13.0 10.1 7.3 6.6 5.8 5.1 6.3 5.7 5.3 5.3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연구는 2006년이후지속된과제로지난시기우리

나라의빈곤및불평등에대한시계열적인변화를다양

한기준을통해보여주고자한다. 이를통해정부의빈곤

층대책수립을위한기초통계자료의생산에그목적을

두고있다. 본과제는기초보장평가센터의주요한과제

중하나로향후지속적으로연구될연구주제중하나이다.

✚주요 연구결과

본연구는『빈곤통계연보』가 2006년이후네번째로

발간되는것으로지난연구를기초로하고있다. 분석

시기는 1989~2008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연(곐) 및

분기(分期)별 분석하고 있으며, 기초 분석 자료는

1989~2002년까지는 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자료를,

2003~2008년은『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고있다.

분석대상은 전체 가구자료와 여성가구주, 아동 및

노인에따른빈곤분석을시도하 으며, 빈곤지수의분

석단위는인구와가구를동시에분석하고불평등지수

의경우에는인구를기준으로하 다.

빈곤지수로는빈곤율, 소득갭비율및빈곤갭비율을

추정하 으며, 소득분배를파악하는지표로는 10분위

점유율및분위수배율(Percentile), 불평등지수로는일

반적으로많이사용되는지니계수및앳킨슨지수를이

용하 으며, 앳킨수지수의 ε값은 0.5와 1을 기준으로

하 다.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기준값을이용하

다 (Eyi,= yi / (가구원수)α, α= 0.5).

절대적빈곤선은 2009년에는두가지빈곤선을이용

하 다. 첫번째는정부가 1999년이후가구원수별최저

생계비를발표함에따라이를기준으로한것과두번째

는계측년도(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간동일한삶의수준을유지한다는가정하에본연구원

이최저생계비를측정한계측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

를기준으로비계측년도간의빈곤선을설정하 다. 상대

적빈곤선은중위소득의40%, 50%, 60%를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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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연간)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89 9.6 9.4 10.2 25.2 20.4 

1990 8.8 8.4 9.1 23.8 18.9 

1991 6.5 6.2 6.8 20.3 16.2 

1992 6.1 5.8 6.3 19.1 14.9 

1993 5.9 5.7 6.4 20.2 15.2 

1994 5.4 5.3 5.9 20.0 14.8 

1995 4.9 4.7 5.2 17.2 12.3 

1996 4.6 4.5 5.0 14.0 10.0 

1997 4.0 3.9 4.8 13.1 8.9 

1998 7.8 7.6 8.9 22.6 15.8 

1999 8.6 8.2 9.3 18.5 13.0 

2000 7.0 6.6 7.9 14.8 10.3 

2001 6.2 5.6 6.9 12.5 8.0 

2002 5.2 4.6 5.8 11.4 7.4 

2003 6.3 5.7 6.7 10.1 6.6 

2004 6.5 5.7 6.7 9.2 6.2 

2005 6.8 5.7 6.6 9.8 6.5 

2006 6.3 5.0 5.9 9.7 6.0 

2007 5.9 4.6 5.4 9.4 5.8

2008 6.0 4.4 5.1 8.4 5.5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중위소득 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연간)
(단위: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40% 50% 60% 40% 50% 60% 40% 50% 60% 40% 50% 60% 40% 50% 60%

1989 4.6 8.6 14.5 4.5 8.5 14.4 4.4 8.2 14.2 2.7 7.2 14.4 3.1 8.1 15.4 

1990 4.9 8.5 15.0 4.7 8.3 14.7 4.6 8.1 14.3 2.9 7.0 13.6 3.1 7.8 14.8 

1991 4.4 8.3 14.7 4.2 8.0 14.5 4.2 8.1 14.0 2.8 7.3 14.0 3.2 7.8 14.8 

1992 4.6 8.0 13.3 4.5 7.8 13.1 4.3 7.6 13.0 2.8 7.2 14.1 3.0 7.8 15.2 

1993 4.4 7.9 13.7 4.3 7.7 13.5 4.1 7.6 13.4 3.0 7.4 14.1 3.2 7.7 14.7 

1994 4.0 8.0 14.1 3.9 8.0 14.1 3.8 7.8 14.2 2.6 7.2 13.9 3.1 7.7 14.9 

1995 4.2 8.2 14.7 4.1 8.0 14.5 4.1 7.9 14.6 2.6 7.0 13.6 3.0 7.8 14.8 

1996 4.9 9.4 15.7 4.8 9.2 15.8 4.8 9.1 15.6 2.9 7.1 13.4 3.3 7.8 14.5 

1997 4.3 8.7 15.1 4.6 8.9 15.4 4.4 8.7 15.5 2.5 6.4 12.7 3.0 7.0 13.7 

1998 6.4 10.8 17.1 6.3 10.8 17.1 6.2 10.6 16.8 3.6 7.8 14.3 4.2 8.8 15.5 

1999 6.2 10.8 16.9 5.9 10.5 17.0 5.9 10.5 16.8 3.0 7.1 13.3 3.7 8.1 14.5 

2000 5.7 10.2 16.6 5.4 10.0 16.3 5.2 9.6 16.1 2.6 6.9 13.1 3.3 7.9 14.4 

2001 5.7 10.3 17.0 5.2 9.7 16.5 5.3 9.7 16.4 2.2 6.0 12.8 2.6 7.1 13.7 

2002 5.4 10.1 16.8 4.8 9.6 16.3 4.7 9.3 16.2 2.3 6.3 12.6 2.8 7.1 13.6 

2003 6.7 11.3 17.1 6.2 10.7 16.6 6.1 10.6 16.4 2.7 6.5 12.6 3.3 7.4 13.8 

2004 7.6 12.3 18.0 6.8 11.6 17.5 6.6 11.1 17.2 2.5 6.2 12.1 3.2 7.8 14.0 

2005 8.0 12.4 18.7 7.0 11.7 18.2 6.7 11.2 17.7 2.8 6.9 13.0 3.5 8.3 15.0 

2006 7.6 12.3 18.6 6.4 11.2 17.6 6.3 10.8 17.1 2.7 6.9 13.3 3.5 8.2 15.2 

2007 7.6 12.5 18.2 6.3 11.2 17.4 6.0 10.7 16.9 2.6 6.9 13.4 3.5 8.3 15.7

2008 7.6 11.9 18.0 6.3 10.8 17.3 5.8 10.1 16.6 2.8 6.8 13.0 3.6 8.4 15.1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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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지니계수(도시근로자기준, 연간)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89 0.300 0.299 0.289 0.315 0.331 

1990 0.291 0.289 0.282 0.317 0.327 

1991 0.284 0.282 0.277 0.316 0.323 

1992 0.278 0.277 0.271 0.314 0.323 

1993 0.277 0.276 0.272 0.309 0.317 

1994 0.278 0.278 0.273 0.313 0.319 

1995 0.281 0.281 0.275 0.307 0.316 

1996 0.285 0.284 0.278 0.320 0.329

1997 0.279 0.278 0.273 0.303 0.314 

1998 0.296 0.295 0.290 0.301 0.312 

1999 0.304 0.302 0.297 0.308 0.320 

2000 0.296 0.294 0.287 0.303 0.317 

2001 0.303 0.300 0.294 0.303 0.315 

2002 0.298 0.295 0.289 0.296 0.306 

2003 0.298 0.295 0.290 0.279 0.292 

2004 0.304 0.299 0.294 0.284 0.299

2005 0.304 0.299 0.292 0.289 0.305 

2006 0.303 0.296 0.289 0.292 0.311 

2007 0.306 0.299 0.291 0.296 0.313

2008 0.306 0.298 0.289 0.285 0.305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5〉앳킨슨지수(도시근로자기준, 연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1989 0.076 0.173 0.075 0.171 0.071 0.163 0.084 0.152 0.093 0.166 

1990 0.072 0.174 0.071 0.171 0.068 0.169 0.088 0.156 0.092 0.163 

1991 0.069 0.164 0.068 0.161 0.066 0.159 0.089 0.155 0.091 0.161 

1992 0.067 0.168 0.066 0.166 0.064 0.164 0.086 0.153 0.089 0.159 

1993 0.065 0.155 0.065 0.154 0.063 0.153 0.084 0.149 0.086 0.155 

1994 0.065 0.150 0.065 0.147 0.063 0.146 0.087 0.152 0.088 0.156 

1995 0.066 0.156 0.066 0.154 0.064 0.151 0.083 0.147 0.086 0.154 

1996 0.067 0.157 0.067 0.155 0.065 0.153 0.091 0.159 0.094 0.166 

1997 0.066 0.159 0.065 0.158 0.063 0.155 0.082 0.144 0.087 0.153 

1998 0.077 0.208 0.076 0.202 0.074 0.207 0.078 0.142 0.082 0.150 

1999 0.079 0.189 0.078 0.184 0.076 0.185 0.083 0.148 0.088 0.158 

2000 0.074 0.169 0.072 0.162 0.070 0.171 0.081 0.144 0.087 0.155 

2001 0.077 0.172 0.075 0.164 0.072 0.167 0.082 0.144 0.087 0.154 

2002 0.073 0.158 0.071 0.153 0.069 0.156 0.077 0.138 0.080 0.144 

2003 0.077 0.194 0.075 0.186 0.074 0.196 0.067 0.123 0.072 0.134 

2004 0.080 0.201 0.077 0.190 0.076 0.203 0.070 0.128 0.077 0.140 

2005 0.080 0.190 0.076 0.176 0.074 0.182 0.072 0.131 0.079 0.145 

2006 0.078 0.181 0.074 0.168 0.072 0.177 0.074 0.134 0.083 0.150 

2007 0.080 0.177 0.075 0.162 0.072 0.166 0.076 0.138 0.083 0.151

2008 0.079 0.168 0.074 0.151 0.070 0.154 0.071 0.129 0.080 0.146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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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사람들의일과삶
- 심리사회적접근을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〡이현주

공동연구자 〡안서연* 박경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연구는우리나라빈곤계층의일에대한심리사회

적특이성과그형성기제를밝히고이를기초로근로

장려를중심으로하는각종빈곤정책에서고려하여야

하는 단서들을 찾아보고자 하 다.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심리사회적이해가없이는근로를통하여빈곤탈

출을도모하는제빈곤정책의성공을기대하기어렵

다. 근로는당연근로를하는사람의심리나태도로부

터 향을받을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지금까지우

리나라에서는빈곤층의일에대한심리사회적특이성

을밝히려는시도가별로없었다. 학문적, 정책적관심

은주로빈곤층을가려내는작업이었고빈곤의원인이

무엇인가를찾는것으로한정되었다. 

본연구의연구문제는크게세가지이다. 첫째, 우리

나라빈곤층의일에대한심리사회적태도는외국이나

비빈곤층의그것과구별되는특이한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어떻게다른가? 일에대한심리사회적특이성

은근로동기의수준과근로동기의내용등을모두포괄

하는것이다. 두번째연구문제는근로와관련된심리

사회적특이성의형성원인에관한것이다. 근로와관

련된심리사회적특이성이있다면과연무엇을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세번째연구문제는빈곤층의심리사회적특이성이존

재한다면, 그리고이러한심리사회적특이성이빈곤층

의근로에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면이를극

복할수있는계기는무엇일까에대하여살펴보고자하

다.

✚주요 연구결과

본연구의분석틀을구성함에있어필요한기존이론

의검토는주로다른 역의연구들로한정되었고시사

점도 간접적인 것들이었다. 빈곤계층의 근로에 대한

심리사회적태도의특이성에대한연구는아직미흡하

기때문이다. 일반근로자의근로동기에대한연구, 빈

곤층의심리적특성일반을분석한연구가가장유용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원천이었다. 근로동기에

관한연구들은빈곤층에대한관심을보이지않았으며

결국보수나승진과거리가먼빈곤층의환경에서초래

되는동기의특성을파악하지못하고있다. 빈곤층의

심리사회적특성을규명하고자한심리학계의연구들

은빈곤층의개인적측면에많은강조를두어사회적

향이나심리사회적특성이형성되는기제를정확하

게파악할기회를잃었다. 결국두분야의연구모두빈

곤층의심리사회적특성을이해하고이러한심리사회* 안서연|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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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특성으로가중되는빈곤층의어려움을줄여줄단서

들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빈곤층의근로에대한심리사회적특성을

다른국가들과비교하기위하여 ISSP 자료를활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수준이

낮다고할근거는없었다. 우리나라빈곤층중노인의

비율이높아서은퇴의비중이높지만전일제고용과파

트타임, 그리고가족종사자를포함한근로자의비중이

다른국가평균과비교하여낮지않다. 

우리나라빈곤층의근로에대한태도를외국과비교

한결과, 근로에서자율성에대한의미부여는낮고근

로는돈을벌기위한수단으로인식하는수준이높고

당연직업만족도는낮다. 즉강요된일로받아들이는

경향이강한듯하다. 반면직업선택에서내적보상이나

조직몰입은상대적으로높은편인데일에대한의미부

여의욕구가강한것으로보인다. 국가군을설명변수

로투입한회귀분석에서도인적자본이나가구요인외

에도개인이스스로를어떻게인식하는지, 일에대한

태도가어떠한지가근로및근로에대한기대등에

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우리나라빈곤층의근로에대한심리사회적특성의

향을확인하고또, 그심리사회적특성에 향을미

치는요인들을확인하기위하여국내자료중아동기

경제적수준을파악할수있는변수를가지고있는복

지패널을활용하여제분석을실시하 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빈곤층은불안정한근로에종사하는경우가

많았고아동기에경제적으로어려운생활을경험한경

우도다른계층보다많았다. 뿐만아니라아동기에매

우가난한생활을경험한가구주는더높은우울감과

더낮은자아존중감을보이는경향이확인되었다. 근

로여부를종속변수로그결정요인에대한로짓분석결

과, 다른변수를통제하고도우울감은근로여부에유

의미한 향을주었다. 한편근로여부에 향을주었

던심리지표우울감을종속변수로회귀분석을실시한

결과, 현재의연령이나근로능력, 소득계층, 가족구성

등을통제하여도아동기경제수준을대변하는부의교

육수준은유의미한 향을주었다. 분석결과를종합하

면빈곤층의근로에대하여심리사회적특성이 향을

주는데심리사회적특성은현재의요인들뿐아니라과

거아동기의빈곤으로부터 향을받는다는점을알수

있다. 

빈곤층의근로에대한심리사회적태도의특이성이

형성되는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분석방법이

필요하 다. 빈곤층총 17명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자료를수집하고주요의미들을모아분석하

다. 분석결과, 빈곤층의특정태도를형성하던과거

경험이나인식과새로운변화를시작하는빈곤층의그

변화 이유를 이해할만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빈곤층은빈곤한상황에서좌절의반복을경험하면서

일에대한기대가상실된다. 빈곤층은근로동기중특

히승진이나높은임금등외적요인에대한기대를유

지하기어려운경험이축적되면서일로가난을벗어날

수없다는인식을형성한다. 또한빈곤층은살기위하

여해야하는궁색하고허접한일을대하면서나름의

합리적선택을한다. 행복을보장하지못하는일은불

행을더악화시키지않는수준으로만최소화하여야한

다. 그리고좌절을경험하 던빈곤층은구체적계획

의유용성에대하여확신하지못한다. 이들의시간개

념에서미래보다당장의시간이중요한의미를갖는것

이이러한배경에서설명된다. 

분석결과, 빈곤층의일에대한태도도변화될수있

다는희망의단서들이발견되었다. 가장중요한변화

의고리는근로동기중내적요인에속하는것들이었

다. 빈곤층은일에아름다운의미를부여함으로써근

로에대한인식이나태도를변화시킨다. 가장대표적

으로가족을위한노동은언제나아름답고모범적인것

이다. 빈곤층은가족이있는경우그가족에대한책임

을다하기위하여일을한다. 또다른하나의변화요인

은적성에맞는일을발견하는것이다. 이와더불어일

이즐거운사회적교류를제공할때도빈곤층의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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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는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은 목표를

갖게되면서근로에대한입장을변화시킨다. 목표를

갖고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계획을세우는빈곤층은

그들의근로에적극적인자세를보인다. 목표와계획

을이끌어가는데저축과같은구체적인생활관리가지

원된다면더큰변화를보일수있을것을암시하는사

례들도발견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빈곤층의삶과근로, 그관계에대하여심리사회적

으로분석한후얻은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빈곤층의일에대한기대를복원하는장기적정책설계

와개입이필요하다. 일에서크고작은성공경험이누

적되어야하고일에서얻은성과를공유하는보람을느

낄수있어야한다. 둘째, 빈곤층이스스로참여하여계

획하고다양한선택지에서자신이원하는일의내용과

방식을선택할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이과정에서

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빈곤층의선택이실패를되풀

이할위험을줄여야한다. 셋째, 건강한가족의유지와

복원이필요하다. 빈곤층의일에가장강한의미를부

여하는것은가족이기때문이다. 넷째, 빈곤층의일에

의미를부여하여야한다. 일이다른사람을도울수있

다는점을인식하도록하고, 사회의일원으로서사람

들과 일상적인 교분을 유지할 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다섯째, 빈곤층의경험과소양을존중한다. 자신의적

성에맞는일을해야만일을오래유지할수있고그일

에서더큰희망을품게되기도한다. 여섯째, 중기의

적정수준의목표를수립하도록지원한다. 목표를세

우면일을하는데있어더적극적이게된다. 일곱째,

일상생활에서의변화를이끌어갈구체적지원도병행

한다. 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고, 저축이나보

험의활용, 그리고알콜이나약물의남용을예방하기

위한교육도유용할것이다. 

위의정책적함의는구체적프로그램을제안하거나

기술을제시한것은아니다. 오히려근로빈곤층을위

한고용및근로지원, 자활, 탈빈곤정책, 또는더확대

하여빈곤층을위한각종정책의기획과집행에서하나

의원리로고려할만한것들이라고본다. 언급한제원

칙들이지켜지기위해우선은정책이집행되는토대를

개선하여야한다. 위의제원칙들은빈곤층개인을존

중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개별화가가능하려면면

대면(face to face) 서비스를제공하는일선에서이러한

개별화가가능하도록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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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분석

연구책임자 〡남상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사회복지지출수요의급증으로인하여사회복

지지출의효과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으므로좀

더엄 한미시경제이론에토대를둔계량적분석의필

요성이절실하다고할수있다.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일

반균형이론적인관점에서경제구조전반에걸친소득

과지출의흐름을분석할수있는모형인데, 본연구에

서작성된 SAM 모형은사회복지지출이가계부문에미

치는소득의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는구조로모형을

구축하 다. 특히산업연관표에서‘교육및보건’항

목을세분화하여‘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지출을사

회복지지출로정의하 으며, 정책의대상이되는가계

를파악하기위해소득을기준으로총30개의계층으로

나누어모형에반 하 다. 

SAM 모형은경제구조전반을고려한효율성평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특히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ium) 모형의database

역할을수행할수있으므로향후의연구에있어서도그

활용가치가높은편이다.

✚주요 연구결과

■■사회회계행렬의 구축

사회회계행렬은한국가내의생산과소득및소비의

순환과정을고려하기위해기존의투입산출모형에국

민계정제도부문별자료와가계소득·소비자료를통

합하여구축하 다. 사회회계행렬을이용하면산업간

상품의유출입뿐만아니라자원배분, 소득분배, 국제

무역등의문제를분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사회회계행렬은수입과 지출이일치한다는원칙하

에복식부기원리에따라정방행렬형태로작성되는데,

국가전체의자료를고려하면서연구목적에따라다양

하게세분화할수있다는점이특징이다. 여기서사용

된사회회계행렬의기준연도는 2006년이며, 구축에이

용된자료는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와국민계정, 그리

고통계청의가계조사자료이다. 산업연관표와국민계

정은생산부문과제도부문간의거래를파악하는데이

용하며, 가계조사는가계부문을소득계층별로세분화

하는데이용되었다. 

본연구에서는 14개생산활동및상품, 생산요소(노

동·자본), 30개가계부문, 기업, 정부, 자본, 해외부문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완성된사회회계행렬은 (64

×64) 정방행렬의형태를지니고있으며, 산업분류에

서‘사회복지서비스’항목을분리하여해당부문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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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명확하게파악하고자하 다. 

가계계층은 30개로세분화하여절대빈곤및상대빈

곤계층에대한정부지출의효과를분석하고자하 으

며, 모형의외생부문은‘정부’, ‘자본’, ‘해외’등의항

목으로설정하 다. 

사회회계행렬구축시다양한출처의자료를연결하

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한수입과지출의불일치

문제는 Least-Square 방법을이용하여 balancing하 으

므로최종적으로는모든항목의수입과지출이일치하

도록조정되었다.

■■승수효과 분석

SAM 모형은투입산출모형을확장한것으로투입산

출분석과마찬가지로승수효과를분석할수있다. 승

수효과를이용하면외생부문의1단위소득이내생부문

에미치는파급효과를계산할수있으며, 직접적인이

전을통해발생하는직접효과와소득의순환과정을거

쳐발생하는간접효과로나누어볼수있다. 

후방연쇄효과는각 부문에서발생하는파급효과의

합을전체평균으로표준화한지수이며, 이를이용하

면특정부문에서발생한소득이다른부문에미치는효

과를총체적으로파악할수있게된다.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2006년도산업연관표와국민계정에서나타난정부

지출의비율은‘상품’부문에서가장많은 59.6%를차

지하고 있으며, ‘자본’부문이 33.5%, ‘가계’부문이

6.7%로구성되어있다. 

‘상품’부문이 가계 부문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보면‘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의

료·위생서비스’, ‘금융및보험’항목이다른부문에

미치는파급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후방연쇄효과:

‘사회복지서비스’1.6063, ‘교육서비스’1.5323, ‘보

건·의료·위생서비스’1.2609, ‘금융 및 보험’

1.2309). 또 정부에서‘상품’부문에 지출하는 항목은

모두상대적으로다른부문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것

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위생 서비스’및

‘보건산업’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총소득효과는 저소

득층에서고소득층으로갈수록높아지는것으로나타

났다.

정부지출이‘절대빈곤’계층에미치는총소득효과는

0.0160, ‘차상위’계층은 0.0132, ‘차차상위’계층은

0.0137로나타났으나, ‘절대빈곤’계층은직접효과가

높게나타났다. 

- ‘절대빈곤’: 직접효과0.0098, 간접효과0.0062

- ‘차상위’: 직접효과0.0021, 간접효과0.0111

주: 후방연쇄효과는 평균으로 표준화한 값이며, 점선은 평균을 의미함

주: 좌측의 막대그래프는‘보건·의료·위생’, 우측은‘사회복지서비스’, 실선
은‘보건산업’이며, 점선은‘보건산업’의 평균(0.0769)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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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상위’: 직접효과0.0013, 간접효과0.0123

정부지출이상대빈곤계층에미치는효과는기준선

이높아질수록간접효과의증가분이직접효과의증가

분보다높게나타났다. 

- 중위소득40% 기준 : 

직접효과0.0491, 간접효과0.0308

- 중위소득60% 기준 : 

직접효과0.0561, 간접효과0.0777

- 중위소득 40%와 60% 기준을비교하는경우, 직접

효과의 증가분은 0.0070, 간접효과의 증가분은

0.0470

정부지출전체에1단위외생소득이가계부문에미치

는직접효과는저소득층에서가장크게나타나며, 간

접효과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경제내소득의순환구조는간접효과가고

소득층에집중되는형태를보이고있기때문에, 저소

득층에대한직접적인이전지출이증가되더라도상대

적인 소득 격차는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는 2006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사회회계

행렬모형을구축하여정부의사회복지지출이가계부

문에 미치는 총소득효과를 분석하 다. 상품 부문이

가계부문전체에미치는소득의파급효과는‘사회복지

지출’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

‘보건·의료·위생서비스’, ‘금융및보험’부문에서

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정부지출은다른부문에대한파급효과가큰항목으

로구성되어있으나, ‘사회복지지출’을비롯한대부분

의항목에서소득의파급효과는고소득층으로갈수록

크게나타나고있었다. 또한, 정부부문전체에대한 1

단위외생소득이가계부문에미치는직접효과는저소

득층에서높게나타나지만, 간접효과는고소득층에서

높게나타나총소득효과는고소득층에집중되는특징

을보이고있다. 

따라서,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의 확대나 급여수준의 상향조

정등을통해상대적소득불평등을완화하고자하는정

책은우리나라의경제구조상단기간에정책효과가가

시화되기는어려울수있다. 

저소득층지원사업은경제구조내에서자립적으로

간접효과를높일수있도록‘사회적기업’사업등과

같이경제활동을통해소득을보전할수있도록하는

정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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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자산실태분석

연구책임자 〡남상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금융위기의진전으로인한소득및자산불평등

의심화로인해빈곤계층의자산실태를파악하고정책

수립을위한기초연구가필요하다. 특히기존의빈곤

에관한연구는소득빈곤에관한연구들이며자산빈곤

에관한기초분석결과는충분하다고보기어렵다. 

자산은소비평활화기능이있으므로가계가불완전

한자본시장이나차입제약에직면해있을때큰중요성

을지닌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판별을위해이용되

는소득인정액기준은가구의소득과자산정보를모두

필요로하므로, 소득기준의빈곤계층에관한연구뿐만

아니라자산기준의빈곤계층에대한연구의보완이필

요하다. 또빈곤가구의순자산을파악함으로서가구

재정상태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부채를고려할수있는순자산에중점

을두어빈곤계층의자산보유실태를분석하고불평등

완화를위한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

본연구는복지패널 2차자료를중심으로저소득가

구의소득과자산보유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소득

빈곤과는달리자산빈곤을정의하는방법은명확한기

준이없으므로소득빈곤의개념과유사하게절대빈곤

과상대빈곤기준을정의하 다. “일정기간동안기본

적인 생활을 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

(wealth-type)을가지지못한가구”라는개념에바탕을

두고가구의자산이 6개월간최저생계비보다적은경

우절대자산빈곤가구로정의하 다. 상대자산빈곤가

구는순자산중위값의40%, 50%, 60%에미달하는가구

로각각정의하 다. 

복지패널 2차자료를분석한결과로구분한절대자

산빈곤가구는전체가구의 13.3%이며, 순자산중위수

의40%로정의한상대자산빈곤가구는29.3%인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개념의절대소득빈곤율이 10.2%, 상

대소득빈곤율이 14.7%인것과비교하면자산빈곤가구

가소득빈곤가구보다빈곤율이더높게나타났다. 

가구주의인구학적특성및거주지역등의구분에따

른자산빈곤현황을비교할수있는데, 70대이상가구

의빈곤층에속하는비율이다른연령에비해높으며,

70대이후로연령이높아질수록빈곤율이높아지고있

었다. 가구주교육수준이‘무학’인경우빈곤율이 27%

로가장높고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각그룹에서빈곤

에포함되는비율이낮은것으로니타났다. 

‘서울’지역 빈곤율이 9.9%로 가장 낮으며‘전라도

·제주’지역이19.3%로가장높았으며, 지역별로구분

한경우와동일하게‘서울’지역빈곤율이가장낮으며,

‘광역시’의빈곤율이15.8%로가장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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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빈곤율이26.1%로가장높고,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가구주가

‘일용직’인경우의빈곤율이 30.5%로가장높게나타

나고, ‘고용주’일경우 3.6%로빈곤율이가장낮았다.

가구주가‘단순노무직’에종사하고있는경우의빈곤

율이21.7%로가장높으며, ‘전문직’인경우2.8%로가

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가구를자산빈곤과소득빈곤의기준을적용하

여 2차원으로구분하면소득기준으로는비빈곤가구이

면서자산기준으로는빈곤에속하는가구의순자산이

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들가구는소득빈곤

이며자산빈곤인가구에비해소득과총자산은크나부

채가커서순자산이오히려작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기준과소득인정액기준, 자

산빈곤의기준으로가구를구분하면비수급-수급대상

자산빈곤가구의순자산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는

데, 대부분의경우해당가구가부양의무자기준을충

족시키지못해수급에서배제된것으로볼수있다.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결정요인 분석

순자산보유액을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가구주연

령, 금융자산보유 여부,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직

여부, 자 업여부, 도시거주여부, 주택보유여부등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결정요인을 중위회귀

분석방법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전체표본의경우가구주연령이올라갈수록순자산

은체감적으로증가하지만, 자산빈곤가구의경우가구

주연령변수가통계적유의성을갖지못하는데, 이는

자산빈곤이전연령대에걸쳐나타남을의미한다. 

금융자산을보유한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보다순

자산이많았고, 경상소득의증가는순자산증가로이

어지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산빈곤가구의경우

가구원수의증가가균등화된순자산에미치는효과는

통계적유의성이없는음(-)으로나타났다. 균등화시키

지 않은 순자산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면

자산빈곤가구의경우에있어서만가구원수증가가소

득창출을통하여자산축적으로이어지는것으로나

타났다. 

가구주가전문직및자 업에종사할수록순자산은

높게나타났으며, 주택을보유한가구와도시에거주

하는가구가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순자산을더많

이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자산빈곤가구는일반가구에비해소득과순자산이

모두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그이유는이들가

구는충분한소득을얻지못하고있으며소득의대부분

을가계지출에충당하기때문에소득이자산형성으로

이어지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자산빈곤가구

가일반가구와는다른몇가지특성이존재하는데이를

통한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자산빈곤가구의특정연령계층을주된대상으로하

는빈곤완화정책은전체적인정책의효과가즉각적으

로나타나지않을수있으므로아동발달계좌등보편적

형태의제도설계를통해공평하게자산을형성할수있

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자산

빈곤가구의자산축적을위해고용창출이중요하므로,

이들이안정적인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

노력이필요하다. 

도시에 거주하는자산빈곤가구의주택마련을위한

현실성있는대책이필요하며임대주택거주자의경우

임대료부담을줄여나갈수있는대책을통해점진적인

자산형성이가능하도록배려할필요가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강력한사회안전망역할을

수행하기위해서는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

는등의제도의재검토를통해비수급자산빈곤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

적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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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대한연구

연구책임자 〡노대명

공동연구자 〡여유진 김태완 원일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는지금까지사회보장제도를개편해야할

상황에직면해있다. 이는성장을통한소득재분배효

과가취약하고, 외부의경제사회적충격을흡수할사

회보장체계가필요하며, 기존사회보험및공공부조제

도를보완할제도가필요하기때문이다. 여기서는그

대안의 하나로 사회수당제도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

고자한다.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개념은역사적

발전과정에대한검토를토대로다음세가지형태의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① 기본소득(Basic

Income), ② 데모그란트(Demogrant), ③ 범주적공공

부조제도(Categorical Public Assistance)가그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이론적 검토

본연구에서는사회수당개념을다음다섯가지특징

을 갖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EU, 2007; ISSA,

2002). 사회수당은①자산조사나근로의무가없는보

편적소득보장제도, ②인구학적집단을대상으로하는

급여(Demogrant), ③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 ④시민권적소득보장제도, ⑤조세

(예산)에기반한소득보장제도라는특징을가진다. 

사회수당제도는역사적으로다양한형태와 특성을

갖고발전하 다. 즉, ①그이념형은단일하고보편적

소득보장제도라고말할수있으며, ②모두보편적보

장제도는아니고, 현재도그렇지않으며, ③유럽은시

민권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갖지만 예외가 존재하고,

④주로정부재정에의존하지만, 다른재원과결합하기

도한다는것이다.

■■각국 사회수당제도의 비교

외국의사회수당제도도입및발전과정을통해얻을

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이세가지로정리된다. 첫

째, 외국 사회수당제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통적가치가매우중요한 향을미치며, 이러한가

치체계가정치체제의구조와힘관계를매개로사회수

당과보육지원간선택및결합방식을결정하는양상을

나타내왔다. 둘째, 대부분의사회수당(아동수당, 가족

수당, 노인수당, 장애수당등)은 1970년대이후경제사

회환경이변화함에따라개편압력이증가하게되었다.

그것은모성보호에초점을둔가족수당을둘러싸고선

별주의로의개편을요구하는압력이강해졌음을의미

한다. 셋째, 아동수당(가족수당)의경우, 1970년대후

반, 그리고 1990년대초반이후지속적으로보육지원과

의경합과정에노출되어왔고, 이는사회수당제도보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기위한보육체계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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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려는시도가본격화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사회수당제도는재원부담을둘러싼 사회적합의도

출측면에서다음세가지전략적선택이가능하다. 즉,

①기본소득(Basic Income) 형태의사회수당제도도입,

②데모그란트(Demogrant) 형태의사회수당제도도입,

③범주적공공부조제도의단계적확대전략등이바로

그것이다. 

기본소득관점에서의사회수당제도도입전략은, 먼

저급격한제도도입으로인한문제와기존제도와의정

합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계적도입방안을제안한

다. 지원대상은18세미만의아동·청소년그룹(집단1)

과기초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는 65세노령계층(집단

2), 18세~65세연령집단중기초보장제도수급자를제

외한취약계층(집단3)을중심으로설정한다. 지원방식

과관련해서는 <집단 1>과 <집단 2>에대해서는전체

인구를대상으로하며, <집단 3>에대해서는자산조사

를통해지원자를선정하는방식을제안한다. 급여수

준은최저생계비를활용하는방안과국민연금급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하고, 급여의 지원단위는 개

인을 중심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그리고한가지조세방식을통하기보다여러가

지조세제도를통해재원을확보하도록할필요가있

다. 

데모그란트관점에서사회수당제도도입전략을살

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데모그란트는사회보장사

각지대해소전략으로하위 1~2분위저소득층중기본

적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집단에대한복지확장전

략으로유용한의미를가진다. 특히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 등사회적으로위험에노출되기쉬운집단에대

한보편적급여로기타사회지출의부담을덜며위기집

단을보호한다는점에서그효과를기대할수있다. 둘

째, 노동시장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으로서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근로를 하더라도 빈곤하거나

(working poor), 근로가매우불규칙하여보험료산정

이매우어려운(part time, contract labour) 계층에대한

소득보장전략으로유용하다. 하지만이집단은소득

파악이용이하지않다는점에서보다포괄적이고소득

파악의필요성이낮은데모그란트가운 하기용이할

것이다. 셋째, 소득보장과저출산문제에대한대응전

략으로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특히데모그란트

형태의지원을통한보편적아동보육및교육서비스제

공은단순히가구의교육비지출절감을넘어, 기회균

등에도기여할수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넷째, 여

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및성평등에대한기여전략으

로서의역할을기대할수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아동(가족)급여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주어지지만,

실질적인수급자는여성인경우가많다는점을감안하

면, 이제도가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성평등에기여

할수있는잠재력에주목해야하는것이다. 위에언급

한필요성외에도데모그란트는장기적인경제적효율

성, 근로유인, 정치적지지와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

서도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의 확대보다 유리

한측면이있다. 데모그란트는사전적으로대안들로부

터멀찍이 쳐놓을만큼실현불가능한제도는아니라

는점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며, 오히려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모형에는 데모그란트가 그

밑을받쳐주고있는모양새가더현실적일수있다.

범주적 공공부조제도관점에서본 사회수당제도의

도입전략은다음과같다. 잔여적또는선별적으로작

동하고있는각종범주적공공부조제도의보편성을강

화하는접근이필요하며, 이것이사회수당의관점에서

범주적공공부조제도발전전략을모색하는이유이다.

하지만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는 단일한 발전전략이나

개편방안을이야기하기어려운점이있다. 그것은이

미존재하고있는개별범주적공공부조제도마다다른

여건이펼쳐져있으며, 그에따른차별화된접근이요

구되기때문이다. 범주적공공부조제도를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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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수직적, 수평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제안하는

이유는이것이사회보장사각지대해소에큰 향을미

칠것이기때문이다. 복지제도의확충전략과관련해서

수직적보편성을확대하는것이복지정치의측면에서

정치적지지를확보하기용이한측면도있지만, 확장

의속도를조절하는것도중요하다고판단되기때문이

다. 구체적으로개별범주적공공부조제도의발전전략

은크게다음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제안하 다. 기

초노령연금제도는 현재의 공적연금제도를 그대로 유

지한다는가정하에서공공부조제도와관계를조정하

는 방안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기초장애연금은지원범위와관련해서

소득기준을상향조정하는반면, 장애범주에따른기준

을더엄격하게선별했다는점을지적하고, 이제도가

독립된연금제도로발전하는방안과공공부조제도또

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머무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있다. 아동수당(가족수당)에대해서는현재지원

대상범위가확대된양육수당과의관계설정이필요하

다는 것을 전제로, 현금급여로 도입·확대하는 방안

과 소득공제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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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14

저소득층지원제도유형및특성

연구책임자 〡여유진

공동연구자 〡김미곤 임완섭 김민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80년대후반민주화와 1990년대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느정도그외현을갖추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여

전히사회복지지출은OECD 국가에서가장낮은수준

이며, 차상위계층을중심으로사회보장사각지대가넓

게분포하고있다. 이는현재의사회복지체계로는저

출산고령화, 비정규직증가, 청년실업등노동시장불

안정요소의증가, 확대가족내에서의사적이전의감

소등에대응하기에턱없이부족함을의미한다. 무엇

보다도세계적으로시장의힘이무한대로커지고있는

현실에서이러한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해줄사회안

전망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못할경우, 시장의불안

정이빈곤, 불평등, 양극화의확대로이어져사회불안

정으로전이될수있으며, 이는중장기적으로지속가

능한발전에저해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본연구는

사회복지체계의중요한한축을형성하고있는저소득

층지원제도의다양한유형별특성을고찰함과아울러,

이들저소득층지원제도의유형별·국가별특성과효

과성－재분배효과, 근로유인효과등－을분석해봄으

로써, 현재우리나라사회안전망의개선·발전에함의

를얻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 본연구에서는

다양한원자료를활용하여에스핑-엔더슨의복지레짐

을대표할수있다고판단되는독일, 스웨덴, 국과한

국의근로연령가구가받을수있는저소득지원제도의

유형과특성, 수준, 효과등을비교분석하는데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

먼저, 저소득근로연령가구주(15~64세) 가구가받

을수있는저소득지원제도의패키지를분석한결과,

독일, 스웨덴, 국등에비해한국의저소득지원제도

의구성이매우단순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다른

세나라와비교할때사회수당성격의아동수당이존재

하지않는다. 사회보험과사회부조를완충해줄수있

는실업부조제도도갖추어져있지않다. 또한, 비교대

상3개국에서주거급여는사회부조수급자를넘어서는

별도의급여로구성되어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주

거급여가사회부조수급자에만한정되어지급되어있

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저소득층지원제도는다양

한욕구와대상을포괄할만큼다양하고탄탄하게갖추

어져있지못하며, 특히, 사회보험과기초보장의극간

을메워줄제도가부재하다고평가할수있다. 한국의

최저소득보장(MIP) 수준은독일, 스웨덴, 국에비해

전반적으로 낮지만, 사회부조(생계보장)의수준만놓

고볼때는세나라와비슷하거나약간떨어지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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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비해, 특히주거급여의수준은세나라에비

해크게낮을뿐만아니라, 전체최저소득보장에서차

지하는비중또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현금 공적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에서 시장소득의

비중이매우높고, 상대적으로공적이전의비중이낮

으며, 소득재분배효과역시다른나라에비해크게낮

은수준이다. 공적이전중에서는사회부조에의의존율

과재분배효과가높은것이특징이다. 또직접세와사

회보험분담금부담률이상대적으로낮을뿐만아니라,

계층별로차이가크지않아누진성이떨어지는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국가들과비교할때, 저소득계층에

서는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 고소득계층에서는기타

소득의비중이높은것도특징적이다. 이러한결과로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독일,

스웨덴, 국에비해크게나타났다. 사회부조의근로

비유인효과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한국을포함한

독일, 국모두에서사회부조의수급은노동시장참

여에부정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

는사회부조에대한전통적인이론과도그맥을같이

한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저소득층 (현금) 지원제도는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양분화되어있어, 다양한욕구에대응하기

어려울뿐만아니라광범위한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

를유발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최근근로장

려세제등 in-work 급여가보완되기는하 지만, 아동

수당, 주거급여, 실업부조등추가적인제도의도입을

검토해볼필요가있다. 

저소득층지원제도의수준만놓고볼때, 우리나라

의생계급여수준은구매력기준으로스웨덴, 독일, 

국과거의유사한데비해주거급여수준은이에훨씬

못미치고있다.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속해있

는주거급여가대상의포괄성뿐만아니라그수준에

있어서도낮음을의미한다. 이를통해볼때, 주거급여

의대상층을좀더넓혀야할뿐만아니라, 주거지역·

점유형태·실질임대료등을감안하여좀더다양화될

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저소득층지원제도가사회보험과사회

부조로단순하게양분화된결과, 분배효과는스웨덴,

독일, 국에비해크게낮을뿐만아니라,  그효과의

가장큰부분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중심으로하

는사회부조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

부조가근로유인을저해할수있다는것은널리알려져

있고본연구의결과도이를뒷받침하지만, 사회부조

가현재의빈곤문제에대응하는가장효과적이고효율

적인제도라는점또한부정할수없다는것이다. 

결국, 시장과 가족만으로는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

들－빈곤,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등－을해결

할수없다는것을인정하는한, 그리고사회부조가높

은재분배효과에도불구하고노동비유인을둘러싼끊

임없는논란에휩싸이는것을피할수없는한, 결핍과

욕구에대응할수있는다양한사회보장제도를보강하

는한편, 노동시장정책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궁극

적인사회적배제를방지하는대책을마련하는것이향

후필수적인과제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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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격차해소를위한정책과제

연구책임자 〡강신욱

공동연구자 〡노대명 김태완 이소정
원일 박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연구에서는경제·사회적부문간격차확대의다

양한현상과원인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격차의축

소또는해소를위한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

다.

✚주요 연구 결과

이를 통해 얻은 주요한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간우리나라의제조업에서는경공업/중화

학공업간에, 생활관련형/기초소재형/가공조립형간

에 생산성 및 수익성의 체계적인 격차가 나타났는데,

특히 2000년이후에는한중교역의파급효과의차이가

초래한효과가크다. 1990년대이후에는대기업과중

소기업간에노동생산성, 설비투자규모, 연구개발투

자등에서격차가확대되는추세 다. 자동차부품산

업의사례를통해한산업내에서기업간격차가발생

하는양상을보면, 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의문제

는기업규모의문제라기보다기업집단에속한기업과

그렇지않은기업사이의격차문제일가능성이있다. 

산업간격차를발생시키는구조로인해설비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거나 고용창출

을기대하기힘들어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산업

부문의격차확대구조를해소하기위해서는우선공정

하고경쟁적인시장환경을조성함으로써대기업과중

소기업의교섭력차이에의한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불합리한납품단가결정등의문제점을완화해야할것

이다. 산업이나기업간격차가고용의격차로이어지

는것을방지하기위해고용친화적산업정책을추진해

야하고, 특히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혁신형

중소기업의창업및성장에정책적노력이기울여져야

한다. 중소기업육성을위해서는기업에대한비용보

조적성격의직접지원중심에서탈피하여경쟁적시장

환경을조성해주고그속에서자생력과경쟁력을갖추

어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변화의특징을살펴보면

지난 1997년경제위기이후로빈곤과불평등은확대되

었고, 중산층의규모가축소되었다. 지난 10여년간의

소득격차확대에서특히문제가되는점은하위분위의

실질 시장소득 증가율이 상위분위의 소득증가율보다

낮은 소득증가 속도의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2003년이후뚜렷하게나타나는이러한계층별소

득분배구조의변화는경제성장이곧분배의개선으로

귀결될것이라는기대를갖기어렵게하는것이다. 한

편집단간소득분포의극화현상역시최근에들어다

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중산층이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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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확대되는과정에서빈곤층가구의취업가구

원수의비율도빠른속도로증가했다. 이는근로빈곤

층에대한대책의시급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지난5년간소득분위별시장소득증가율과가처분소득

증가율의분포양상을보면빈곤층및중하층에대한

세가지차원의정책, 즉일자리정책과소득지원(현금

지원) 그리고현물지원의확대가동시에이루어져야

함을확인할수있다. 

우리사회에서진행되는빈곤과불평등의문제는상

대빈곤의악화 - 근로빈곤의심화 - 노동시장이중구조

화 - 교육을매개로하는빈곤의재생산으로요약될수

있다. 현재의사회정책은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를

해결하지못하고있고광범위한사회보장의사각지대

를남겨두고있으며근로빈곤층에대한체계적인소득

보장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1차부

문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2차 부문으로의 재분배도

동시에추구해야할것이다. 노동시장의유연화와복

지의교환이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은점을고려할때

1차부문의기능적유연화전략과 2차부문의혁신 -안

정성제고전략이노동시장이중구조화를해소하기위

한정책선택방향이될것이다. 다음으로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궁극적으로보편적복지의구현을통해서

해소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처럼민간지

배적복지체제하에서보편주의적복지로의확대는단

기간안에달성하기어렵다면우선적타겟팅이필요하

다고할수있는데, 현재의경제위기국면을감안한다

면 고용안전망에서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실업자

에대한공적부조의확대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

다. 근로빈곤층의소득보장을위해서는근로장려세제

의수준과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면서이를최저임

금제도와보완적으로가져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층에대한소득보장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방

안으로일차적으로생각해볼수있는방안은현행제

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

는방법이다. 현행주요현금급여제도의대상과수준

을 확대하거나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로서의 아동수당

제도를도입할경우소득분배개선에는상당한도움이

될것임을시뮬레이션분석을통해확인하 다. 그러

나적용범위확대와급여상향조정은막대한예산이소

요된다는점에서쉽게수용할수없는문제이기도하

다. 하지만국민들이소득불평등으로인해발생할수

있는사회적인문제를인식하고사회보장제도의확대

와재원마련에동의한다면문제의해결이용이해질수

있을것이다. 

불평등의경향은소득분배뿐만아니라소비생활의

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 불평등화 경향을

연령대별로구분하여보면노인가구의경우소비불평

등경향이2000년대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

중장년가구의경우소비불평등이증가하고있다. 노인

가구의보건의료비의경우 2000년대중반에는불평등

도가 급감했다가 2000년대 후반에 다시 높아졌는데,

이는노인가구에서보건의료비지출이건강보험보장

성확대와같은정책적 향으로인해보다평등해졌다

가다시질적차이를중심으로불평등이심화되고있을

가능성을제기한다. 중장년층가구는특히생필품

역을중심으로불평등이증가했다. 교육, 교양오락등

의비목이특히불평등이심한재화인것으로분석되었

다. 

이와같이세대에따라소비비목에대한욕구가다르

게나타나고따라서비목별불평등에미치는 향도달

라지기때문에불평등및양극화해소를위한정책이

생애주기와, 그로부터발생하는욕구에주목해야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정책의 최저생계비

산정시가구의생애주기에따른욕구를고려하는방안

의정책대안이모색될수있겠다. 또한비목별소비불

평등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난다는점으로부터향후

사회복지급여에있어현물및서비스중심의급여정책

이적극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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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오늘날우리나라의복지제도형성에는정당체계와

선거제도등을포괄하는정당정치의구조가적지않은

향을 미쳤고, 나아가 향후 분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약할가능성또한높다. 우리사회의민주화가복지

의확장과사회권의강화로귀결되지못한이유는정치

체계가유권자의선호를반 할수있도록제도화되지

못했기때문이며, 이는정당정치의저발전에서그이

유를찾을수있다. 그결과한국의복지정치에서주요

한행위주체는대통령과행정부 고시민단체와각이

해관계집단은주요한거부집단으로역할하여왔다. 반

면, 서구의복지정치에서보여지는대표적두행위자,

즉정당과노동조합의역할이좀처럼잘드러나지않았

다. 이는민주화과정에서전반적인근로여건과임금

수준향상등긍정적인성과가나타나긴했지만노동

내부의격차확대라는부정적 향이나타난현실과무

관하지않다. 행정부의편의적제도수정문제를전향

적으로 해결하며, 비난회피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복지정치발전을위해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정책

정당이성장할수있는인프라를조성하는일이복지정

치의활성화를위해시급한과제라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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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의사회위기지표개발과위기수준측정연구

•한국가족의위기변화와사회적대응방안
- 경제위기이후가족생애주기별위기유형을중심으로

•장애인소득보장과고용정책연계동향및정책과제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근거한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연구Ⅱ -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사회자본과민간복지자원수준의국가간비교연구
- 자원봉사활동과기부를중심으로 -

2009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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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16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적역동성(dynamic society)이강해지고삶의질

(quality of life)은향상되어졌으나, 현대사회의속성상

확실성(certainty)보다는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

하게되어개인과가족, 더나아가사회는‘위기’(crisis)

를보다많이인식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

회위기 관련 공식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은 전무

(全無)하며, 문제로다루어지는개별과제만을단기적

으로해결하기위한노력을기울 을뿐이다. 한국사

회의위기에 향을줄수있는요소하나하나를관리

해 나감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기가

증대되는요소를즉각적으로조정할수있어야한다.

본연구의목적은한국사회에서의위기지표를개발

하고, 이에근거하여위기수준을시계열적으로측정하

는데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한국의사회위기 역

및지표를개발하고, 개발된사회위기 역및지표에

의하여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을 위기지표, 위기 역,

전체적으로측정하며, 불모지(不毛地)인사회위기분

야의학문적발전을모색하고위기수준측정결과에근

거하여위기수준을감소시킬수있는정책적방안을제

안하는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

델파이 조사결과에 의한 향도 분석, 지표통계의

수집및특성분석등에근거하고델파이조사응답자의

보충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위기지

표 최종안으로 10개 역의 44개 지표를 선정하 다.

44개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를 지표별 0~4점

기준으로 산출하 는데, 사회위기 지표별 가중치는

‘지표 향도’를고려하여다음과같은방식으로계산

하 다.

Wi= 지표i 가중치 Ei= 지표i 향력평균 j = 역내지표번호

사회위기 역별위기수준은각 지표별위기수준과

지표의가중치를곱하여산출하 다.

PI = 역위기점수 HPI = (100점환산) 역위기점수

t = 연도 Wi= 지표i 가중치 Ii= 지표i 향력평균

한국의사회위기지표개발과
위기수준측정연구

연구책임자 〡김승권

공동연구자 〡장경섭* 김호기**

Wi =
Ei
n

ΣEj
j=1

** 장경섭| 서울대교수
** 김호기| 연세대교수

n

PIt =ΣI i Wi
k=1

HPIt =
PIt 100
4    

단계 계산식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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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회위기수준은각 역별위기수준과 역

의가중치를곱하여산출한‘ 역가중치적용한 역

의위기점수’를산출한후모든 역의‘ 역가중치적

용한 역의위기점수’를합한값이다. 사회위기 역

별사회위기수준은다음의공식에의하여산출하 다.

k = 역번호 t = 연도

1996~2008년 기간 중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

(81~100점)를맞은경험은없었다. 그렇지만대부분비

교적위기(61~80점)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비교적위기중에서심각한위기에가까이접근

한다고 판단되는 70점 이상의 위기상황이 1996년과

1998년에경험한적이있었는데, 경제위기의직전·후

시기로상당히설득력이있다. 60점미만의보통(41~60

점)의상황에있었던적도있었는데, 이는1999년, 2004

년, 2005년, 2007년이었다. 

최근의 사회위기 경향을 살펴보면, 2005년 최저점

(55.64점) 이후 2006년에는 60.75점으로상당히상승했

으나이후에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지난해금융위

기가 도래했음에도 통계상으로 전년도 위기점수와

비교했을 때는 위기지수가 약간(0.88점) 상승했을뿐

이다. 

✚결론 및 시사점

학문적제언으로다학제적접근에의한사회위기의

개념및이론정립과사회위기지표의지속적개발및

연구를제시한다. 전자는한국사회에서사회위기의개

념적정의와이론을확립하기위해다양한연구가다학

제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 사회위기를학문적으로보

다발전시키기위해가칭‘사회위기학회’를설립, 운

하고학문적측면에서의국제협력을강화하여야함을

의미하는것이다. 후자는사회변동에따른새로운사

회위기지표가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개발된사

회위기지표의통계생산과계량화를위한노력이학계

에서이루어져야하며, 그리고사회위기수준을측정

하는다양한방법을개발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정책적제언으로는사회위기관리체계구축과각사

회위기 역의위기수준을저하시키기위한정책을제

안하 다. 전자는조기대응체계로서사회위기관리전

담부서를설치하여예방및조기대응체계를구축하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회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 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사회위기의다양한형태에적극적으로대처

하며, 국책연구기관에사회위기전담연구부서를설치,

운 하여사회위기의지표개발과개발된지표의지속

적관리, 사회위기모니터링등을체계적으로추진하

는것을주요내용으로제안하 다. 

후자는각 역별로보다다양하게제시하 다. 「고

용」 역의위기수준저하정책으로‘평생직장’의개

념을확립하고, 조기퇴직및명예퇴직을자체토록권

장하고, 「일자리확대와일자리나누기사업」을병행하

여추진하며, 비정규직근로빈곤층을감소하는방안을

강구하며,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 다. 「교육」 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으로

중·고등학교학업중단자발생을예방하고복학을지

원하고, 학생범죄를예방하기위한문제학생의모니터

링을강화하고, 일탈청소년보호체계를내실화할것으

로제안하 다. 「주거」 역의위기수준저하정책으

로는지역별필요주택수를감안한적정량의주택공급

과주거비안정대책의수립, 추진을제안하 다.

「인구·가족」 역의위기수준저하정책으로고령

사회대책의효과성검토와정책의내실화도모, 「저출

산대책」효과성검토와신규정책을개발·추진, 과

인구해소와지역균형적‘삶의질’유지를위한수도

권 인구집중을 완화하는 대책 강화 등을 제시하 다.

10

SRI t=Σ PI k,t W k
k=1

10

ΣWk=1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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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역의위기수준저하정책으로혼인상태에관

계없이아동의부모양육책임을강화하고노후의생활

안정및건강을위한정책을강화할것을제시하 다.

「건강·안전」 역의위기수준저하정책으로는법정

전염병및유행성전염병발생을예방하고지역사회중

심의신속한치료체계를구축하고, 신종바이러스백신

개발의지원을강화하고적정량을항시비축할것으로

제안하 다.

「사회갈등·문화」 역의위기수준저하정책으로

사회갈등해소를위한거버넌스강화, 대화중심의노

사문화확산, 환경갈등에대한적극적인해법강구, 다

문화사회의도래에적극적대응, 사회통합제고를위

한공동체문화형성모색등을제시하 다. 「불평등」

역의위기수준저하정책으노신빈곤과소득양극화

를해소하는방안을강구하고, 임금등근로조건등에

서의 성평등을 강화하며, 그리고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장

과함께강구할것을요구하 다.

「경제일반」 역의위기수준저하정책으로‘국제유

가연동제’및‘유류안정기금’을적정수준에서운 함

으로써지속적으로유가안정을도모하여국민의부담

을감소토록하고, 물가관리를강화하고, 물류의유통

단계를 과학화하며,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내실화하며, 기업이부담가능한환율을유지토록통

화관리정책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토록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정치일반 역의위기수준저

하정책으로는국민의정치에대한신뢰감을증대시킬

수있도록정치인스스로노력하고, 지역중심의정당

운 을철폐하고정책중심의정당운 을강화하며, 정

당의리더십과국민의팔로십의생산적인결합을모색

토록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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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18

한국가족의위기변화와사회적대응방안
- 경제위기이후가족생애주기별위기유형을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〡김유경

공동연구자 〡김양희 임성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한국은또다시경제위기

를맞이하고있다. 최근의경제위기는사회적비용과

부담을증가시켰고, 이로인하여위기직면가족이누적

되었으며, 기혼여성의불안정한고용상태는가정의공

동화와불안정성에 향을미쳤다. 또한, 가족관계약

화와자녀의유기·방치로자녀양육기와중년기가족

등생애주기별로다양한문제를야기하고, 출산을기

피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일상적·세대적재생산이

라는개별가정의기능의혼란, 왜곡문제를유발하 다

(송혜림외, 2009 재인용). 이는경제위기로동일한문

제가발생되어도위기상황을유발하는것은가족생애

주기단계별로차이가있음을시사한다.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첫째, 경제위기하에발

생하는 가족위기 개념을 가족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하

여경제위기가가족생애주기별과업에미치는 향에

대한이론적근거를마련한다. 둘째, 가족생애주기별

로발생하는독특한위기가있는지, 동일한위기이나

가족주기별로위기내용이상이해지는지를진단한다.

셋째, 가족생애주기별로차별적인가족위기와욕구를

파악하고발달과업수행제고를위한맞춤형대응방안

을제시하여정책적효과를제고한다.

본연구에서는‘경제위기가가족에게미치는 향으

로인해각가족주기단계상에서성취되어야하는일반

적인발달과업이수행되지못하는것’을‘가족위기’로

간주하고있으며, 핵가족화, 가족가치관 및사회변화

등으로인한가족구조, 가족기능및가족관계의변화

에서오는가족위기개념과는상이함을명시한다. 단,

가족생애주기이론은가족의발달적변화에초점을둔

동태적관점의이론으로경제위기라는일정한기간내

에발생한사회현상이가족에게미치는위기상황을해

석하는데한계가있음을밝힌다.

✚주요 연구 결과

“경제위기는가족생애주기별과업수행에어떠한문

제를발생시키는가?”를해결하기위한연구결과는다

음과같다.

첫째, 경제위기로 인해 전 가족생애주기에 걸쳐서

가족의발달과업에부정적으로작용하는것은가족갈

등및가족해체로나타났으며, 또한경제위기는전반

적인생활여건의어려움을증가시켜생계와주거등기

본생활의불안정성을야기하 다. 특히정부지원이미

치지않는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은전문기술습득

을위한취업교육및훈련에대한욕구가높았다.

둘째,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은 자녀출산이라는

과업이지연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경제생활의불안

정, 심리·정서적갈등, 의사소통의단절등으로부부

갈등이심화되고, 이는이혼이라는가족해체로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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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형성기라는 특성으로

인하여결혼자금, 주택마련등으로인한부채를부담

하고있어경제위기는생활안정계획및준비과업에

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 다. 자녀출산의대응욕구

로는자녀양육비지원이가장높았고, 이외에보육시

설확충, 방과후아동보육시설확충에대한욕구도높

았다. 그리고결혼생활적응과부부갈등해소를위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제공, 부채부담해소를 위한

지원과가계재무관리를위한전문가의상담등의지식

제공을희망하 다.

셋째, 미취학및취학자녀기는자녀양육및교육생

활과업을위축시켰으며, 부모와자녀간(세대간) 갈등

이발생하 다. 경제적난관을극복하고자취업을한

모(母)는일과양육병행의이중부담을갖고있었다. 대

응욕구로미취학기부모는안전한자녀양육환경조성,

보육·육아시설확충등에대한욕구가높았고, 취학

자녀기부모는자녀교육비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다.

그리고동일한가족주기내에서도홑벌이가족이생계

비와자녀교육비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자녀

가있는경우는취업부터생계비, 자녀교육비지원에

이르기까지경제적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다.

넷째, 성인자녀기및중년기는성인자녀의결혼과

취업이라는발달과업을지연시켰으며, 중년기의부모

역할을연쇄적으로지연시켜노년기를준비하는과업

을지체시켰다. 그리고중년기에는일자리문제가심화

되며, 역할갈등, 사회소외로인한우울감및상실감등

으로심리·정신적문제가노출되는시기로나타났다.

결혼 기피에 대응하여 청년 실업해소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혼인및출산가치관확립, 서민층주택융자, 건

전혼례문화조성, 결혼자금융자등의순이었다. 그리

고중년기에는일자리마련과사업지원을주로희망하

고, 부부관계증진및노년기를준비하는교육및상

담등다양한프로그램제공에대한욕구도높았다.

다섯째, 노년기는경제활동능력이떨어지는상황에

서경제위기로인하여일자리가더욱축소되고, 성인

자녀의경제적·정서적지지자원이축소또는박탈되

어노인의경제적준비와육체적·심리적·정신적건

강에부정적인 향을미친다. 동주기의경제적어려

움에대응하여취업과생계비지원등경제적지원에

대한욕구가높았다. 또한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및

신체적·정신적건강증진프로그램, 가사또는간병지

원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결과, 경제위기로인하여가족생애주기별로

독특한위기가발생하고있으며, 동일한위기이나가

족생애주기별로 위기정도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체가족생애주기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

회적대응방안으로가족위기지원을위한법적근거강

화, 경제위기 하의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지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경제적 위기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의

실효성제고, 생계및주거지원강화를통하여경제력

제고, 가족위기대응서비스의전달체계효율화방안

등이필요하다. 둘째,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을위하

여부부갈등완화및가족관계증진을통한결혼적응

력제고, 출산제고를위한현실적이고구체적인방안

마련, 결혼비용지원을통한초기가계재정의건강성

제고등이제안되었다. 셋째, 미취학및취학자녀기가

족의사회적대응방안으로는자녀양육비용부담경감,

맞벌이가정의일과가정의양립지원, 청소년기자녀

와의관계증진등이필요하다. 넷째, 성인자녀및중년

기가족을위하여성인자녀의결혼제고방안마련, 중

산층유지를위한시스템구축, 경제위기직면가족을

위한수당제도도입, 중년기가족의심리·정서적지

원등이요구된다. 다섯째, 노년기가족의사회적대응

방안으로는노인돌봄가족의경제적지원검토, 전문

상담서비스제공등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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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보장과고용정책연계동향및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〡윤상용

공동연구자 〡김태완 강민희 이송희
임 광 최미 김동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득지원과고용서비스는장애인정책의궁극적목

적인장애인자립을위한상호보완의관계에있는제

도로서양제도의적극적인연계는최근주요선진국의

장애인정책동향에서발견할수있는두드러진특징이

라고할수있다. 

장애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Benefit

Agency)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Employment Service

Agency)의통합, 그리고현금급여와고용서비스수급

기준의공유, 즉단일사정체계의도입은이러한경향

의구체적인현상이다. 

반면에우리나라의경우에는장애급여와고용및직

업재활서비스의양자간역할분담과적극적연계에대

한진지한모색없이각기사업확대와예산확충이이

루어지고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한정된자원의효율적배분을통해

장애인자립을달성하기위해서는소득지원과고용서

비스의연계가핵심적과제라는판단하에주요선진외

국의최근동향과국내의현황을분석하여향후양제

도의구체적연계방안수립을위한기본방향을제시

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주요 연구 결과

지속적인건강수준의향상과평균수명의증가에도

불구하고근로연령층장애인의연금의존심화및장애

급여수급자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으로인

해장애인정책은주요OECD 국가에서복지개혁의주

된대상으로인식되었다. 이는장애급여대상자가지

속적으로확대되어재정부담이커진것과장애급여

지급대상자선정과정이합리적이지않아장애급여가

꼭필요한사람에게장애급여가제공되지못하는등제

도적결함에서비롯된것이라고할수있다. 주요선진

외국의장애급여의총지출액은실업급여총지출액의

약 2배에달하고있으며, 전반적인저실업기조속에서

도이들장애급여수급자들의실업률은여전히매우

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결과는기존의장애급여중심의정책이지속

가능한발전을저해하고, 사회적효과성이나정당성에

있어서문제가있기때문에장애인복지에있어서의패

러다임을취업중심의평등기회정책으로변화해야함

을시사하게되었다. 즉, 기존의정상화모델과주류화

모델에서는장애급여가노동시장에의재진입에대한

요건이없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고할수있으며, 새

로운패러다임은소득지원이아닌취업중심으로변해

야하며, 장애급여를수급하고있는경우에도구직활* 김동기| 목원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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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직업복귀, 그리고재훈련프로그램등을강조하는

방향으로변해야함을의미하게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최근주요선진외국은장애급여

수급요건을보다엄격히하고장애인들을대상으로실

업급여지급및임금보조등의노동시장정책을강화하

는방향으로장애인복지정책의틀을바꾸려는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선주요선진국들은사회보장급여전달체계와고

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의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프랑스

의고용연대부(Ministe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e), 노르웨이의 고용사회통합부

(Department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일본의

후생노동성등은중앙부처수준의대표적인통합사례

라고할수있다. 중앙부처의통합은자연스럽게일선

전달체계의통합으로이어지는데, 국의경우에는기

존의사회보장급여사무소(Benefit agency)와고용사무

소(Jobcentre)가 통합된 복지고용사무소(Jobcentre

Plus)가운 중이며, 노르웨이의경우에는2006년부터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 외에 지방정부 사회서비스사

무소가통합된 NAV를구축하여운 하고있다. 한편,

호주의경우에는Centrelink라는민 화된조직이사회

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의 통합된 사정체계로서 기능

을수행하고있다. 

장애급여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통합은장애급

여와고용서비스의수급요건및수급자격심사가하

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즉 단일사정체계 구축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이를통해OECD 회원국들은장애

급여수급자수를줄이고보다많은장애인이노동시장

에복귀하여진정한사회통합을이루어내고자노력하

고있다.

또한주요국들은장애급여의수급요건으로서근로

능력평가를과거보다엄격히하고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및스페인등의주요국가들은

단기(partial) 장애급여를도입하여장애정도가심하지

않은근로장애인들을대상으로임금보조성격의급여

를지급하면서더불어재심사규정을두어급여수급

요건을엄격히하고있다.

✚결론 및 시사점

장애인 소득보장과고용정책의연계를적극적으로

꾀하는최근의국제동향과달리우리나라의경우에는

제도간연계가전무한상황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물론제도의물적, 인적기반이선진외국과비교할때

턱없이미흡한수준이어서, 제도간연계를통해사업

의효율성과효과성을크게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지

만, 사업이계속다양화되고관련예산이지속적으로

확충되는추세에있음을감안할때, 중장기적인관점

에서장애인소득보장과고용정책의연계에대한모색

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은결코바람직하지않

다. 

이러한관점에서장애인소득보장과고용정책의연

계를위한기본방향으로서다음의네가지를제시하고

자한다.

첫째, 장애인고용연계형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구

축하여야한다.

둘째, 장애급여수급자에대한조기및적기개입을

증진시켜야한다.

셋째, 장애급여와고용서비스의단일사정체계구

축을내용으로하는전달체계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확대를위해장애인

에대한인식전환과동시에장애인의의무를강화하여

야한다.

장애급여와고용서비스의효과적인연계방안을모

색하고자하는본연구에서는장애로인한소득중단

또는소득상실위험에대응하여장애인및가구의소

득보전을목적으로하는장애급여로서기능하고있는

국민연금의장애연금과 2010년 7월에시행될기초장

애연금이현금급여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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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장애인의자립가능성을제고할수있는개혁적

인프로그램으로정립되기위한개선방안과아울러장

애급여는아니지만현재빈곤상태에처한장애인들에

게실질적인소득보장기능을수행하고있는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장애인수급자의탈수급및자립가능

성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우선, 국민연금의장애연금과기초장애연금의수급

요건으로서직업적장애개념및근로능력평가체계를

도입하여야한다. 국민연금의장애연금과기초장애연

금의경우, 수급요건을현재의의학적손상중심의장

애등급체계가아닌장애가개인의노동시장경쟁력에

미치는 향의정도를의미하는근로능력(소득활동능

력) 중심의장애등급체계로반드시개편할필요가있

다. 아울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 보다객관

화된근로능력평가방식을도입하여수급자를세분화

할필요가있으며, 장애인수급자의경우에는장애연

금혹은기초장애연금의수급요건으로서활용될근로

능력평가방식을동일하게적용하는방안도가능할것

으로판단된다.

둘째,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맞춤형고용서비스를도입해야한다. 공적급여에

의존하던장애인이취업을통해탈수급을하기위해서

는근로능력평가에서부분적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

을대상으로 국의‘Pathway to Work’와같은맞춤형

고용서비스를집중적으로제공해야할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활동을촉구하고유인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현

행소득공제제도를강화해야한다. 즉, 장애인수급자

의근로활동유인을위해근로소득공제를더욱활성화

하고, 장애관련근로비용을공제하는방안을적극검

토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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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근거한
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Ⅱ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〡김미숙

공동연구자 〡김성천* 정익중** 이혜원***
오승환**** 이주연 신어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의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복지체계는다양

한문제를노정하고있다. 복지공급이공급자중심이

어서수요자의만족도가낮고정책의실효성이낮으며,

서비스기관이난립하고있고, 기관간연계가부족하

여서비스의중복과파편화가발생하고있고, 아동및

청소년의공급체계는정책의총괄중심축없이서비스

분야별로병렬구조를이루고있어서비스전달이효과

적이지않다. 

아울러공공전달체계의미흡, 인력및재정의부족

등도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안녕은우리사회의미래이므로, 이들을위한복지체

계재편은곧우리사회의기반이된다. 보다효과적인

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정비를통해서아동·청

소년이소외된사례없이건강한성장발달이가능하게

될것이다. 

기존의공급자중심의복지공급에서벗어나고객중

심의복지공급체계가되기위해서는수요자의복지욕

구를정확히파악하고정책인프라재편방안이마련되

어야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의 top-down 방식

에서벗어나 bottom-up 방식의접근통하여아동청소

년복지공급상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한뒤개선점을

마련하 다. 

지역사회에서의아래에서부터위로이르는 대상자

접근과서비스제공과정분석을통해서보다생생한

현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상의 현황인 복지

대상사각지대여부, 시설의충분성, 종사인력실태, 기

관간의연계실태등을파악하여향후복지공급상의재

편방안을제시하 다.

✚주요 연구 결과

국내아동청소년복지수요공급현황을살펴보면, 아

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서비스 공급현황, 아동청소년

복지인력, 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차원으로나누

어살펴보았다. 첫째, 복지시설및서비스공급은수요

에대비해서상당히부족한상황이다. 현금급여서비

스를볼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아동청소년

수는절대빈곤아동92만명의45.7%에불과한42만명에

불과한상황이다. 빈곤아동청소년대상의대표적인현

물서비스인급식지원서비스는절대빈곤아동규모의약

30%에불과한27만명에게만제공되고있다. 

시설의측면에서도여전히공급이부족한상황이다.

**** 김성천| 중앙대교수
**** 정익중| 이화여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수
**** 이혜원| 성공회대교수
**** 오승환| 울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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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기반으로한학대경험아동수

는 총 7.5백만명이나되는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

관수는 45개소에 불과하고, 보호사례는총 5.5천건에

불과하다. 가출청소년을보호하고각종서비스를제공

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청소년 쉼터의 이용 연인원은

228,083명으로 가출청소년 수요(약 1,443천명)의 약

15.8% 만이쉼터를통하여서비스를지원받고있다. 서

비스대상이제한적이며잔여적인서비스가중심을이

르고있다. 즉, 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는

대부분저소득요보호아동을중심으로하고있다. 폭

력예방및드림스타트등과같은일부서비스만제외하

고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는문제발생이후사후대처

적이며잔여적인서비스를중심으로하고있다. 

둘째, 복지인력공급은장기계획이미비한상태로제

공되고있고, 인력이매우부족한상황이다. 특히고위

험아동청소년(복합적문제를경험하는아동및학대,

비행등)에대한전문적복지인력이부족하고, 아동청

소년 복지종사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잦은 이직-업

무연속성 저하-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고리에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전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아동청소

년 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이원체계에서전달되고있어서체계성과전문성이약

한 상태이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에 이르는 생애주

기별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않아서연속성있는서비

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는지역의수준별로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

계중기관간네트워킹과사례관리를중심으로사례조

사하 다. 대도시로서울시관악구, 중소도시는경기

도안산시, 농촌은전북완주군을선정하여지역별공

공및민간기관종사자에대한인터뷰와초점집단인터

뷰를하 다. 사례조사결과지역의수준과상관없이

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다. 즉, 우리나라의아동청소

년복지공급체계는다음과같은몇가지문제점을안고

있었다. 

첫째, 기관간사례관리에대한인식차이를보이고

있었다. 이로인해지역사회내에사례관리에대한일

관성이떨어지며, 서비스질또한균등하지못하고있

다. 둘째, 전문인력부족및비효율적업무구조문제를

안고있었는데, 사례관리전담인력이없으며, 실무/사

례관리의 업무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 내 일관된 사례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사례관

리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고, 실무자 교육훈련기회가

부족한상황이다. 마지막으로사례관리의평가방법이

나수퍼비전이미흡한문제점등을공통으로안고있

었다.

✚결론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를개선하기위해서본연

구에서는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확충방안과수요에

기반한사례관리및네트워킹활성화방안을제시하

다. 우선, 복지공급확충을위해서보편적서비스확대,

전달체계정비, 체계적인력확보를제안하 다. 보편

적서비스가확대되기위해서는예산확보가필요한데,

최소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해서 OECD 평균

GDP 대비아동청소년지출수준인2.3% 정도가바람직

할것이다. 아울러서비스대상을확대하여차상위아

동및일반아동청소년을포괄해야할것이다. 신규보

편적서비스로서아동수당등을제공하는방안도고려

하도록한다. 

전달체계와관련해서는권역별사례관리및네트워

킹거점센터를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한다. 사

례관리기관간연계를강화하고자원분배기관간도연

계를강화하여전달체계의효율성을강화하는것이다. 

아동청소년복지인력과관련해서는아동청소년복

지인력의수요-공급에대한국가적계획을수립하여체

계적인공급방안을마련하고, 복지인력에대한처우개

선을통해서양질의인력이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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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록한다. 

사례관리와네트워킹활성화를위해서는욕구및자

원조사를실시하고, 사례관리인프라를구축하며, 서

비스사각지대를해소하는방안이필요하다. 욕구및

자원조사와관련해서지역사회아동청소년욕구및자

원에대한조사를실시하되, 특히자원이많지않고네

트워킹이어려운농산어촌을중심으로하고, 조사결과

를반 하여자원확충및시설및서비스를정비하도록

한다. 

사례관리및네트워크와관련해서는전담인력을보

강하고, 업무구분및역할을명시한다. 지역단위사례

관리거점기관를설치하여연계효율화및서비스일관

성을갖도록한다. 사례관리서비스질제고를위해서

지역별통일된매뉴얼및지침을개발한다. 사례관리

및네트워크관련예산을확보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청소년

복지서비스를확충하고, 농상어촌지역서비스접근성

을확보하도록한다(농산어촌형전달체계로순회서비

스등을제공하도록한다). 대도시의경우는기관별서

비스를표준화하여서비스의중복을막고사각지대문

제를해소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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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과민간복지자원수준의국가간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기부를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〡박세경

공동연구자 〡강혜규, 이준 * 정진경**
한동우*** 박소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한국사회는잠재성장률이둔화하고사회양극

화가심화되면서지속가능한발전과사회통합이라는

커다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를바탕으로하는사회적맥락에서부터출발

한개념으로서사회자본(Social Capital)은매우다양한

분야에서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사회문제를해결하려는지역사회내의집합적행

동과적극적주민참여를지칭하는패러다임으로수용

되고있다는점에서사회통합및지속가능한발전에있

어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한편, 민간복지자원의확충은사회복지부문에투

입되는공공자원의한계수준에이르러봉착하게될다

양한위기상황에대응하여국가복지의책임을분담하

고, 공적복지제도를보완하기위한전략적기제이다.

이에사회자본의수준은구성원의적극적참여를촉진

하는동인으로작용하여우리나라사회복지자원총량

의확대과정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할수있다. 

본연구는사회발전의지속가능성을타진하고사회

통합을촉진하는사회구성원간의협력적태도와참여

로서구현되는자원봉사활동및기부행위와사회자본

간의상호연관성을탐색적으로분석하는것을목적으

로한다. 사회자본축적의맥락에서자원봉사활동참

여와기부실태를살펴보며, 민간복지자원을확충하

기위한대안과전략들을모색해보고자하 다.

✚주요 연구 결과

복지다원론(welfare pluralism)과 복지혼합(welfare

mix)에관한논의가한국사회에서도본격적으로시작

되면서민간복지자원으로서모금(fundraising)과동원

(mobilization) 그리고그활용방안에대한관심도함께

증가하 다. 그러나한국의민간복지자원동원실태

를점검해보면전통적으로정부의존성이높고, 지역

사회나일반국민의참여가낮으며, 체계적인관리와

지원이부재하여민간자원동원및활용효과성의한계

를갖고있다.

자원봉사와기부를중심으로민간복지자원활용현

황을살펴보면우선,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의지원및관리를위한관련시책들이유기적으로

연계되지못하면서관리효율성의문제가끊임없이제

기되고있다. 아울러자원봉사관련정책과제도에초

점을두면서정작자원봉사자개인들이소외되는구조

가만들어졌다는지적도있다. 개별참여자의입장에

*** 이준 | 서울시립대교수
*** 정진경| 광운대교수
*** 한동우| 강남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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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활동의지속성을갖지못하고, 특정인구계층의

산발적참여에대한비판을피하기어려운실정이다.

기부금운용의경우, 기부금수준은서구에비하여

매우낮고공동모금의경우개인보다는기업, 특히일

부대기업에의존하고있다는점, 기부및모금활동의

전문성이낮다는점등의한계를드러내고있다. 이러

한한계실정은한국의민간복지자원가운데무엇보다

사회자본이부족한탓이라여길수있다. 구성원간의

‘네트워크’와그관계를유지시켜주는공동체적인식

과가치기준으로서‘신뢰’수준이낮아민간복지자원

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효율성과대응성에접근할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민간복지자원의범주를단순

히물적자본이나인적자본에한정할것이아니라사회

자본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전략적으로 사회자본

을확충시켜나갈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한국과미국, 국의자원봉사현황에대해서각국

의자원봉사추진체계, 자원봉사활동실태, 자원봉사

활동의경제적가치등의측면에서살펴보았다. 추진

체계 측면에서, 한국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부처가부처별산하의대표민간단체를중심으로개

별적자원봉사프로그램을지원하고별도의관리체계

를갖고있다. 또한지역의자원봉사센터는지방자치

단체직 형태가대세를이루는등지방정부의개입이

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반면,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재정적상황은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순수

민간 역에서지역사회중심의평생자원봉사활동이

문화적으로자리잡고있다. 뿐만아니라국가가직접

운 주체가되어국가봉사단을별도로지원하는등민

간의자원봉사활동과국가의봉사활동지원 역이상

생적으로공존하고있는특성을보 다. 국의경우

에는자원봉사단체들이정부지정위탁사업을수동적

으로수행하는것이아니라, 비 리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이들이제안한사업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

거쳐정부가지원하는방식으로자원봉사활동의관리

와지원에있어민간의자율성과독창성을발전시켜나

가고있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현황을살펴본결과,

한국이나미국, 국의전국민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

분석대상기간에지속적으로증가하다일정수준(한국

20%대, 미국 26%대, 국 50%대)에서정체되어있었

으며, 한국의참여율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

고있었다. 한편자원봉사활동의경제적가치를환산

해본결과, 한국은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면서 2008

년에는GDP 대비 0.93%로나타났다. 미국은 2002년부

터GDP 대비1.3%대를유지하다가2006년도에는GDP

대비1.16%로다소감소하 다. 국은비교대상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1997년 GDP대비 5.08%,

2006/7년에는3.12% 수준을보 다. 

한국의개인기부금액은 2000년도이후꾸준히증가

하고있으며, 국민 1인당연도별순수기부금액은 2003

년5만7천원에서2005년7만원, 2007년10만9천원으로

증가하 다. 한국인들의주요기부동기는“사회적책

임감”과“동정심”, “나눔을실천하는가족문화”등이

었으며,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해필요한것은나눔교

육의활성화(25.2%), 모범적기부증대(23.4%), NPO 투

명성/신뢰도상승(19.6%) 등이라고여기고있었다. 한

편, 한국의기업기부의경우, 총 257개조사대상기업

중 76%가사회공헌활동에참여한경험이있으며, 참

여동기로서‘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을위해’(80.6%)

사회공헌활동을실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6년도

기업당평균기부금액은 52억4천172만원이었다. 이러

한기업의기부활동은정부, 기업, 비 리조직등다양

한주체들이협력·상생하여전체사회의지속가능성

을높이는중요한수단으로활용될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민간복지자원을확충하기위한전략을자원봉사활

동및기부활성화의측면에서제시하 다. 자원봉사

활동활성화를위해서는연령대별자원봉사잠재인력

의특성(전문직, 퇴직자등)을고려하여참여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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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모색해야하며, 자원봉사의가치를전체사회가공

유할수있도록인식의개선이필요하다. 또한지역사

회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면서구성원들이적극적으

로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사회적인정·보

상체계를갖추도록한다. 이를위해기존의민간자원

봉사활동단체와구분되는국가봉사조직의결성을검

토할필요가있다. 또한자원봉사활동지원단체의운

을순수민간참여방식으로전환하고, 자원봉사활

동에대한사업심사(request for proposal)에의한사업

별지원체계를제도화함으로써지원의효율성을높이

도록한다. 

기부활성화를위해서는기부금관련세제개편을통

해세금공제한도확대및고액장기기부를활성화할

필요가있다. 더불어기부에관한정보와지식을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지식정보체계

의확립이요구되며, 민간부문자원개발과협력에관

한정부기능을상향통합할필요가있다. 또한기부단

체의투명성과책임성제고를위해시민사회 역의비

리조직들은스스로의역량을강화하고사회적신뢰

를높이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도록하며, 각

급학교에서는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나눔교육을강

화하는 등,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

련·실행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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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노인건강정책의현황과향후추진과제
-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구축을중심으로 -

•노인의생산활동실태및경제적가치평가

•다문화가족증가가인구의양적·질적수준에미치는 향

•육아지원인프라의양적·질적적정화방안

•장기요양등급외자관리를위한보건복지서비스연계방안

•노인자살의사회경제적배경및정책적대응방안모색

•고령친화용품소비실태와만족도에관한연구

2009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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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정책의현황과향후추진과제
-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구축을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〡선우덕

공동연구자 〡오 희 이수형 오지선 이석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연구는고령자자신뿐만아니라가족·사회적으

로도삶의질을유지하면서사회보장제도를비용·효

율적으로운 하기위해서는고령자의자립적인생활

의유지및증진이필수적이라는관점에서, 이를지원

할수있는보건의료및건강복지서비스개발및체계

를구축하는데있다. 

이에본연구는 2001년전국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

실태조사자료와, 2004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

구조사자료, 그리고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Nagi, Verbrugge 등이이론적으로정립한장

애발생과정(disablement process) 단계별로장애의촉

진요인과억제요인에대해분석한후현행노인건강정

책에대한내용과주요선진국가의노인건강정책에대

한고찰을병행하여일차적으로기능장애발생의과정

상 향을줄수있는위험인자를규명하고, 이차적으

로정책과제로써이를제거또는억제시키는데필요한

보건의료지원체계를정리, 제언하고자한다.

✚주요 연구 결과

이번분석에서활용된3종류의전국실태조사를바탕

으로분석해본결과서로유사한결과를얻을수있었

고, 다만, 통계치의크기에대해서는자료원의특성때

문에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먼저, 2001년전국노

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의 주

요 결과를 보면, 인구사회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ADL

장애및 IADL 장애에 향을주는큰요인으로치매증

상여부인데, ADL보다는 IADL에 미치는 향이 훨씬

높게나타나고있다. 운동실천여부도일상생활동작의

기능상태에큰 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치

매증상과우울증상과의관계는깊은것으로나타났다.

두번째로, 2004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

조사자료에의한분석의주요결과를보면, 주만성질

환이저작, 시력및청력손상에미치는 향에서는시

력손상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저작손상이나 청력손상에는 일률적인 향도가 나타

나고있지않다. 주만성질환이경도인지기능의제한

에미치는 향에서는관련성이존재하고있지않았다.

주만성질환이ADL과 IADL 장애에미치는 향에서는

ADL과의관련성에서는크게나타난반면에, IADL에서

는통계적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저작손상,

시력손상및청력손상이경도인지기능의제한에미치

는 향에서는청력손상에서의 향도가크게나타난

반면에 저작이나 시력손상에서는 일부의 분석모델에

서만 향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손상,

시력손상및청력손상이 ADL 및 IADL의제한에미치* 이석구| 충남대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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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에서는청력손상에서의 향도가크게나타난

반면에 저작손상에서는 일부의 분석모델에서만 향

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의 제한이

ADL 및 IADL 기능의제한에미치는 향에서는모두

깊은관련성이존재하고있었다. 

세번째로, 2005년국민건강 양조사자료에의한분

석의주요결과를보면, 흡연이 ADL에미치는 향에

서는현재흡연하고있는노인에게서기능장애와깊은

관련성(약 3.4배)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음주가ADL

에미치는 향에서는과거음주경험이있는노인에게

서기능장애와깊은관련성(약1.5배)이있는것으로나

타났으며운동이ADL에미치는 향에서는현재운동

하지않는노인에게서기능장애와깊은관련성(약 2.3

배)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흡연이 IADL에미치는

향에서는 흡연여부와 기능장애간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운동이 IADL에미치는 향에

서는일부의분석모델에서만현재운동하지않는노인

에게서기능장애와깊은관련성(약 1.4배)이있는것으

로나타났다. 비만도가경도의인지기능제한에미치는

향에서는저체중의노인에게서기능장애와깊은관

련성(약2.2배)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를바탕으로주요정책과제를제시하면다

음과같다. 첫째, 노인건강실태조사의주기적실시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책임을지고관리하

는형태의노화종적연구가가능한건강실태조사를실

시하여야하는데, 그대상을 50세이상의중·고령자

로설정하여야할것이다. 이를통한기초자료의분석

을통하여건강수준을유지하고기능의하락을사전적

으로방지할수있는정책을개발할수있으며, 궁극적

으로는노인의료비지출의폭증을겪고있는건강보험

재정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화에

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신체기능유지및향상을위한근력강화· 양

개선중심의 노인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

로한연계적노인건강증진사업모형을개발하여수행

할필요가있다. 

셋째, 신체적·인지적기능상의허약노인선별검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경험을

거울삼아지역사회에서손쉽게활용할수있는집중적

인장기요양예방대상을선별할수있는일차적인도구

를개발하여각지자체의보건소를중심으로허약노인

을관리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넷째, 노인 재택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노인주치의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 노

인주치의로써의환자지도감독에필요한의료서비스료

및방문의료서비스료등의의료수가를개발할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한의료수가를받을수있는의사의기

준도아울러개발하여야하고, 이를바탕으로한특정

지역에서의시범사업을실시및표준적인노인방문간

호서비스의모형개발이필요하다. 

다섯째, 연속적노인기능재활서비스지원체계의구

축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회복기재활치료를내실

있게제공할수있는공공의노인재활전문병원이필요

한데, 별도의특정병원을설립하기보다는기존의지방

공사의료원이나국공립노인전문병원을재조정하여지

역사회중심의 노인재활치료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유지기재활측면에서의방문재활치료서비

스의모형개발도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사회적고립상태방지체계구축

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전술한바있는유지기재

활서비스와함께적극적인사회활동의참여가어려운

허약계층을대상으로한사회적접촉유도형의서비스

모형개발, 예를들어장기요양서비스위주의주간보호

시설(adult day care center)이아니라장기요양등급외

의허약노인대상의주간보호서비스(adult day service)

시설의모형개발이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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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23

노인의생산활동실태및
경제적가치평가

연구책임자 〡정경희

공동연구자 〡이윤경 윤지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연구는새로운생산개념에기초하여노인의생산

활동실태를파악하고, 노인의생산활동이노인의일

상생활에서갖는위상과경제적가치를평가하여노인

의사회적기여를가시화하고자하 다. 분석에는통

계청에서 2004년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MTUS((Multinational Time Use Survey) 자료를활용하

다.

✚주요 연구 결과

연구에서실시한생활시간자료분석에서나타난한

국노인의생활실태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된

다. 첫째, 노인이행하는생산적활동의진정한이해는

광의의생산활동개념에의할때가능하다는것이분명

해졌다. 국제비교를 통하여 노인의 90% 전후인 절대

다수가생산활동에참여하고있지만, 협의의생산활동

은노인이행하는생산활동의일부에불과하기때문에

협의의생산활동만으로는노인이행하고있는사회적

기여의일부만을파악할수밖에없다. 협의의생산활

동개념에만의존할경우노인의 10% 미만만이생산활

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노인이무보수로행하는생산활동이갖는사회

적의미를부각시키는작업이고령화의진전과더불어

이루어져야할과제이다.

둘째, 한국노인의절대다수가어떤형태던간에생

산적인활동에참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노

인의 91.9%가다양한형태의생산활동에참여하고있

으며이러한노인이행하고있는생산활동의경제적가

치는 2007년기준 48조7,550억원으로GDP 대비 5.4%

에달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 이는노인1인당년 1천

만14만원에달하는규모이다. 이렇듯현재한국노인

의다수는가시적또는비가시적인형태의기여를하고

있으며그러한생산활동을통하여산출되는경제적가

치또한무시할수없는규모인사회의생산적인구성

원인것이다. 

셋째, 한국노인의생산활동참여행태는비교대상이

된국가들과는확연히구분되는특징을갖고있다. 무

엇보다전통적인생산활동참여율이다른국가에비하

여월등히높다. 노인의41.0%가협의의생산활동개념

에해당하는비가계부문에서이루어지는활동에참여

하고있다. 이는비교대상국가중가장높은행위율을

보인노르웨이의 7.9%에비해서도매우높은것이다.

한국노인의경우이러한유급노동에서발생하는경제

적가치는총경제적가치의58.6%에달하는것이다. 

반면전통적인생산활동에는참여하지않고있지만

확대된 생산활동인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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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비율은 45.3%로 80~90% 수준을보이는다른

국가에비하여월등히낮다. 생활시간량에기초한유

형분석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활동중심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중

경제활동참가형이차지하는비중이월등히높았다. 또

한, 우리나라노인의자원봉사활동참가율이다른국

가에비하여월등히낮을뿐만아니라자원봉사활동이

가시화·체계화되어있지않고, 자원봉사참여율자체

는낮지만참여자의경우자원봉사참여시간은많아서

특정소수집중형의특징을보이고있다.

넷째, 모든국가에서여자노인에비하여남자노인의

경제활동참여즉협의의생산활동참여가더빈번한반

면, 여자노인은남자노인에비하여확대된개념의생

산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지만,

남녀간의차이의정도에있어서는국가간차이가존재

하고있으며, 특히한국노인에게서의남녀차이가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노년기의남녀간의차이는생활세

계전반에서도나타나고있어, 여성노인은상대적으로

가정관리·봉사및가족보살피기유형에집중되며, 남

성노인은여가활동형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통적인가족내역할분담에서나타난활동을그

대로반 하는결과이다. 

다섯째, 노인의경제활동참여에있어교육수준이작

동하는방향에한국과유럽국가간의극명한차이가나

타났다. 한국에서는교육수준이경제활동참여에그리

크지않은동력으로작용하거나오히려교육수준이낮

은노인이일을할수있는기회가많은것으로나타났

지만, 유럽국가에서는비록경제활동참여율이낮기는

하지만교육수준이높을수록즉인적자본의수준이높

을수록일을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

한교육수준과참여율의강한비례관계는관람및문화

행사참여의경우에도발견된다. 

여섯째, 도농간의차이에있어한국은유럽국가들과

분명한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의경우도시지역노

인이농촌노인에비하여교제나종교활동을활발히하

고있는반면, 유럽국가의노인의경우는이러한지역

간의차이가매우적다. 또한한국의경우노인의경제

활동참여수준에있어도시와농촌간의차이가매우크

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에서도시와농촌간노인

의라이프스타일의차이가큼을보여주는것이다. 

일곱째, 이러한 국가별 차이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발견되는데, 바로연령에따른생산활동참여실태이다.

모든국가에서전기노인에비하여후기노인의생산적

활동참여가낮다. 마지막으로국가별로해당국가의

노인이타국가노인에비하여활발하게참여하는행위

가있다. 예를들어한국의경우는노동시장참여율이

타국가에비하여월등히높으며, 독일과 국의경우

학습활동참여율이 높아 평생교육의 저변이 확립되어

있음을유추해볼수있고, 이탈리아의경우종교활동

참여율이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결과가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회정책에갖

는함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노인이다양한생산활동참여를통하여사회

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계량화되었으므로,

이러한결과를적극적으로홍보하여고령화를사회의

부담으로보는견해와노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완

화해가야할것이다. 무엇보다먼저노인에대한각종

자료작성에노인이행하는생산활동의구체적인내용

과규모, 그것이갖는경제적가치를포함하도록하고,

각종 교육내용에도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비노인층이

노인에대해갖고있는부정확한사실을바로잡아야

할것이다. 더불어노인을대상으로한교육에도이러

한내용을포함하여‘노인’이스스로자긍심을가질수

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광의의개념에기초하여산출된노인의생산활

동의경제적가치는노인의법적지위나다양한경제·

사회적부문에있어객관적인기준을제시한다는점에

09_연차보고서-2장  2010.4.7 9:9 PM  페이지141   mac① 



142

서의의를갖는다. 따라서노인이행하는생산적활동

의가치가손해배상이나조세제도에있어적절히반

될수있는가능성을탐색해가야할것이다. 이를통하

여그동안간과되어왔던노인의법률상의불이익을

검토하고그에대한제도적·정책적인개선점이제공

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는손해배상이나조세

제도에서노인의생산활동에대한정확한파악과제도

적인인정이이루어지지않아서발생하는불이익은없

는가를검토해야할것이다. 

둘째, 노인의생산활동의내용이변화할것으로예

견되므로그에따른적극적인대응책마련이요구된다.

현재노인의경제활동참여가매우높은데이는더이상

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노인의다수가참

여하고있는일차산업의비중이감소함에따라노인의

경제활동참여 기회도 감소할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제

도의구축에따라단지경제적인이유만으로유급노동

을하는노인도감소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

에서외국의경우교육수준이높은층의유급노동참여

가상대적으로활발하다는점이갖는의미에주목할필

요가있다. 비교적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를갖추

고있는유럽국가의경우교육수준이높은층에서상대

적으로일을하고있는비율이높고행위자의행위시

간도많다는점에비추어볼때향후노인을대상으로

한경제활동활성화정책은지금과같은단기적인일

자리정책보다는고용시장전반의변화를필요로한다

하겠다. 

더불어, 노인이자원봉사활동참가율을제고하기위

한노력이필요하다. 다른국가들에비하여노인의자

원봉사활동참가율이낮은데가장활발한자원봉사참

여실태를보이는독일의수준으로높아진다면지금노

인의자원봉사를통한경제적가치는지금보다약 8배

정도높아져GDP 대비 0.8% 정도까지도될수있을것

이다. 향후는지금과같은노인의유급노동참여수준

을유지할수없을것으로전망되므로노인을구체적인

생산적가치를갖는다양한대체활동으로유인할수

있는대안이필요하며, 다양한자원봉사활동의기회제

공이그러한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현재노인

들의자원봉사참여행태를보면이웃돕기와같은비공

식적자원봉사가많으므로이러한일상적으로타인을

돕는행위를가시화·체계화할필요가있다. 특히농

촌여성노인의경우그들이행하고있는자원봉사활동

을묶어내고가시화할수있는기재마련이요구된다. 

셋째, 다른국가에비하여큰우리나라의노년기생

활세계의성차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장

기적으로는노동시장전반의성차별적관행을개선하

는것이필요하다. 우리사회의양성평등사회로의발전

이누적되어미래의노인이경험할성차를완화시켜줄

것이기때문이다. 또한남자노인의가사노동참여가다

른국가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따라서현

남성노인의가사노동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다양한

방안의모색이요구된다. 남성노인들의적극적인가사

노동참여는노년기의남녀차이를완화시키는효과와

더불어 남성노인에게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제고시켜

줄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활동외에도자신이독립성을유지

하여타인의생산활동을필요로하지않는것이갖는

사회적의미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노인의의존

성은다른사회구성원의생산활동을필요로하기때문

이다. 더불어본연구에활용한생활시간조사는본인

이자료기입을할수있는노인들을대상으로자료가

확보되었다는점에서노인중일부집단을배제한결과

일수있고, 따라서경험적분석이노인전체의현실보

다과대평가할가능성도있음에유의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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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9년 연구 활동

1432009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09-34-1

다문화가족증가가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미치는 향

연구책임자 〡이삼식

공동연구자 〡최효진 박성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한국사회의인구학적특징으로초저출산현상

과인구고령화이외에다문화가족증가를들수있다.

세계화내지지구촌화로국가간인적교류가확대되면

서우리나라도인종적및문화적다양성이증가하고있

는것이다. 일반적으로이민자의증가는목적지국인

구의양적·질적측면에서 향을준다. 우선, 이민자

및이들의후손의수와연령분포는목적지국가(destina-

tion)의인구규모와인구구조에 향을미칠것이다. 이

들의인구학적, 사회경제적및보건의료적인특징들은

토착민의그것들과다를경우목적지국가인구의질적

수준에도 향을미칠것이다. 최근이민자가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민자들의

국제결혼과정, 한국인배우자및가족과의관계, 한국

어학습및한국문화적응, 자녀교육, 사회통합문제등

에많은관심을두어왔던반면, 장래인구에미치는

향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관심을덜두는경향이있

다. 다만, 일부연구에서국제결혼이주여성의사회경

제적특성이열악하여전체인구의자질에부정적인

향을미칠것이라는우려를제시하고있을뿐이다(이

삼식외, 2007). 이러한시대적인여건을반 하여본

연구는국제결혼이민자와그후손즉, 다문화가족이

향후인구규모와인구구조그리고인구자질에미치는

향을진단하고, 이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을제안

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결과는중장기이민정책

수립, 이민자와그가족의인구자질제고, 사회통합정

책수립등을위하여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

을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

본연구의주요결과는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인측

면과인구질적인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 양적

인측면에서 2009년총인구중결혼이민자가차지하는

비중은 0.35%이나 2050년에는 2.32%로높아질전망이

다. 결혼이민2세와결혼이민3세비중도동기간 0.21%

에서 2.79%로높아질것으로예상되어, 2050년결혼이

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는총인구의 5%를상회할것

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연령대에서의 결혼이민인구

비율은2009년0.50%이나, 2020년경1% 수준을상회하

기시작하여 2035년경에는 3%대, 2040년에는 4%대그

리고 2050년에는 5.96%로 거의 6%에 육박할 것이다.

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3,537만명으로 2016

년까지증가한후감소하여2050년에는2,242만명이될*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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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으로동기간에생산가능인구는 1,295만명이줄어

들것이다. 반면, 결혼이민자중생산가능인구는 2009

년17만명에서2050년78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결

혼이민인구(후손포함)의생산가능인구는2009년 18만

명에서 2050년 134만명으로증가할것이다. 다문화가

족의증가는고령화수준을낮추는효과도있다. 상대

적으로젊은인구구조를가지고있는결혼이민인구가

증가하는반면, 보다빠르게늙어가고있는총인구는

감소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총인구고령화수준의

절대적 감소분은 2009년 0.05%포인트에서 2050년

1.54%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민

인구가없다면 2050년우리나라고령화수준은 38.2%

가아닌39.7%로더높아질것임을의미한다. 

다음으로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질적인

측면에미치는 향에관한분석결과를살펴보면, 우

선결혼이민자의법적지위가취약하게나타난다. 둘

째, 결혼이민자들상당부분이재혼인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하고부부간연령차이가크다. 셋째, 결혼이민자

의학력과직업력이한국인평균수준에크게미치지못

하고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이낮아빈곤

층을형성하고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의자녀들에

대한가족의보육·교육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못하

고있으며, 비용등으로인하여공공보육·교육서비스

에대한접근성도제약되어있다.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기여도가질적기여도와반

드시일치한다고할수없으며, 이에따라이들두측면

을동시에고려한논의가필요하다. 앞서다문화가족

의증가및“저연령편향성”으로인하여우리나라생산

가능인구의증가와고령화수준완화에기여할것으로

분석한바있다. 이는다문화가족이총인구및생산가

능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높아짐에따라, 상

대적으로낮은교육수준이나직업력등다문화가족의

특성이점차강하게나타날수있음을의미하기도한

다. 총인구중다문화가족이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

는관계로인구자질에큰 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

로예상되지만, 이들자녀세대에의해전체인구자질

이좌우될가능성은크다. 현재의다문화가족이가지

고있는저학력, 무직혹은질낮고안정성이보장되지

못한직업, 저소득등의특성이계층화그리고대물림

이될가능성이존재한다. 이와더불어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부적절한가정보육·교육, 낮은공공보육·

교육서비스접근성, 학교생활에서의소외등으로그러

한우려가현실화될가능성이크다. 향후저출산현상

으로유소년인구가급격하게감소하는반면, 다문화가

족의자녀는꾸준히증가하여전체아동중차지하는

비중이높아질것이라는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결론 및 시사점

다문화가족증가의인구양적인 향을극대화하고,

인구질적인 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결혼이민자

와그가족(특히, 자녀)에대한정책적노력이중요하

다. 첫째,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성을제고하고저출

산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다문화가족의고용활성화가중요하다. 결혼이민

자의유입으로부터야기될수있는사회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선제적투자를통해예견되는사

회문제를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즉, 결혼이민자

의정착과사회적응을돕고더나아가자녀양육을지원

하기위해서는고용문제에대한사회통합적인접근이

긴요하다. 이를위해, 단기적으로는결혼이민자를대

상으로국내입국시부터언어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사후관리등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시스

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결혼이민자입국시일정한

교육의무를부과하는방안도고려한다.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사회교육내지평생교육시스

템의적용을강화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

다. 둘째, 다문화가족의자녀들이성장한후갈등을최

소화하기위해서는, 다문화가족자녀들의사회동화내

지통합이아주큰관건이될수있다. 이들이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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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척되거나

보편적인보육·교육·노동시장참여등의기회를균

등하게제공받지못할경우, 우리사회의앞날은매우

어두울수있다. 이러한부정적인효과는인구의양적

인측면에서의 향을훨씬뛰어넘을것이다. 다문화

가족자녀세대의보육, 교육및양육에대한정책적노

력은전체인구자질과노동력의질적차원에서매우

중요하다. 이를위해다문화가족자녀들이정서적으로

민감한시기에편견과차별을경험하지않고학교생활

에만족할수있도록, 한국어교육, 방과후돌봄등다양

한서비스와경제적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끝으

로향후한국사회에서결혼이민이지속될것이며, 저

출산·고령사회로의진입에따른다른형태의이민도

증가할것이다. 출신국가나인종을불문하고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배려가 중요하다.

이들에대한어떠한유형의차별이라도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세대의 인구자질과 사회통합과

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 그로인한비용은우리사회

에환원될것이다. 어떠한방식의이민정책을도입하

더라도보육, 교육, 노동(고용), 복지등사회제분야에

서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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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34-2

육아지원인프라의
양적·질적적정화방안

연구책임자 〡신윤정

공동연구자 〡이지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대만하더라도 4.5명에달하던우리나라의출

산율은 1980년대중반부터인구대체수준이하로하락

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그동안여성학력수

준의향상, 가치관및성역할의변화등사회문화적으

로많은변화가있어왔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변화를

뒷받침해줄수있는사회적인지원이아직도미비한

실정이라는것이저출산현상의중요한원인으로지적

되고있다. 육아지원은사회적인변화를뒷받침해주

지못하는가장큰부분으로서여성경제활동참여증

가와여성노동활동의다양화가이루어졌음에도아직

도취약계층중심의잔여적인복지성격이강한상태

로남아있다. 

그동안우리나라육아지원인프라는급속도로발전

하여현재어느정도기본적인체계는갖추어진상태이

다. 따라서심각한저출산문제에대응하여출산률회

복이라는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적정화

방안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본연구에서는출산율

의향상, 여성경제활동참여증가, 사회통합의목적

을달성하기위하여우리나라육아지원인프라의적정

성을양적, 질적그리고비용부담측면에서논의하

다. 적정성을논의하기위하여출산율을회복한유럽

국가의육아지원인프라현황을준거틀로삼았다. 이

러한논의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육아지원인프라가

향후나아갈방향성을모색하 다.

✚주요 연구 결과

본연구에서는저출산문제에대응하여육아지원인

프라정책이지녀야할지향성으로다음의세가지를제

시하 다. 첫째, 개별가정에대해자녀양육에대한부

담을경감시킴으로써양육부담으로인해자녀출산을

기피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여성이

직장과양육을병행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충실한양

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궁극적으로저출산고령사

회에서여성인력을충실히활용하는데기여할수있어

야할것이다. 셋째, 미래세대의주역인 유아를건전

하게육성하여우수한성장동력으로양성함과동시에

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육아지원인프라의양적인현황은유럽에

서출산률이낮고여성경제활동참여율도낮은국가의

전형적인양상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 유럽국가가

여성경제활동참여율증대를위해제시한바르셀로나

육아지원서비스이용율목표치에대해우리나라는유

아에대해서달성하지못한상태이다. 출산률이높은

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 3세이상유아에대해서국가

가취학전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다. 반면에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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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의무교육은초등학교때부터시작한다. 우리나

라에서는친인척혹은보육도우미를활용한비공식적

육아지원인프라를활용하는경우가공식적인육아지

원인프라를활용하는경우보다많다. 육아지원시설

서비스이용시간은유럽국가의평균수준에달하고

있다. 하지만대부분출산율이높은유럽국가에서여

성의육아휴직제도혹은유연한근로형태가활성화

되어있어반일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많은

반면우리나라에서는여성의육아휴직제도나유연한

근로형태가가능하지않아보육시설이용시간이긴

것으로파악된다.

우리나라육아지원인프라의질적인측면에서의적

정성은그것을담보하기위한외형적인제도적현황은

유럽국가에비해결코뒤떨어지는수준이아닌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사대아동비율에있어 아의경우유

럽 선진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육교사에게요청되는자격기준도최소한고등학교

이상졸업이상으로하고있으며보육관련교육을이

수한자로하고있어유럽국가에비해보육교사의자

격이뒤떨어지는수준이아니다. 보육시설질을평가

하기위한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도입하여운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와같이학무모가보육시설의질을

관리하기위하여위원회활동에참여하도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제도적인규제가실제로육

아지원인프라의질적인향상과연결되지못하고있어

실제적으로수요자가느끼는육아지원인프라의질적

수준은외형적인규제시스템과는상관없이매우저조

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사실은질관리규제

를통해보육수요자의서비스질에대한욕구를제대

로충족시켜주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한다.

육아지원서비스이용비용부담측면에서볼때우

리나라의경우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보육료부담의

적정화를위하여보육료상한제도를운 하고있으며,

취약계층에대하여보육료를전액지원하고있다. 하

지만실제로이러한보육료규제가비용부담의적정화

를가지고왔는가에대해서는긍정적인해답을내리기

가어렵다. 실제로국공립보육시설을포함한대부분

의보육시설에서보육료이상의특별활동비용과각

종교과재료및간식비등을추가적으로지불하고있

어보육료상한금액은의미를상실하고있다. 취약계

층에대한보육료전액지원도실제적으로는전액지원

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라고봐야할것이다.

추가적인비용지불때문에정부의보육·교육비지원

정책에대한국민체감도가낮을수밖에없다. 유럽국

가에서는정부의보육료지원이대부분국공립보육시

설에대해서이루어지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정부

의보육료지원이민간보육시설과국공립보육시설

모두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의시사점에근거하여향후우리나라육아지

원인프라정책이나아갈방향성을제시하면다음과같

다. 첫째, 우리나라육아지원인프라정책은우선적으

로과거취약계층중심의보육지원정책에서벗어나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위해서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을통한여성경

제활동참여의증가와출산률제고를위한방향으로추

진되어야할것이다. 수직적형평성을보장하기위해

소득수준에따라정책대상을선정하는기본체계는

유지하되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위해취업여성및

맞벌이부부에대하여소득기준을완화하는것이필

요하다. 또한다자녀가정의자녀에대해국공립보육

시설우선입소순위부여혹은보육료감면등수평적

인형평성을보장하기위한정책도함께추진해야할

것이다.

둘째, 육아지원인프라의양적, 질적, 비용부담의

적정화는육아휴직제도의활성화와유연한근로환경

조성등노동시장정책그리고양육수당등현금지원

정책과함께추진되어야할과제이다. 이러한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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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에있어정책수요자가자신의상황에가장적합

한정책을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각정책을선

택함에있어자연스런연계가가능하도록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할것이다. 예를들면자녀출산후산전후

휴가를지내고노동시장에복귀하고싶은여성은자녀

를시설보육에맡길수있고시설보육을원하지않고

개인보육도우미를원하는경우보육도우미를이용할

수있도록정부가지원해야할것이다. 노동시장에복

귀하지않고자녀가 3세될때까지가정에남아자녀를

돌보기원하는경우가정에서직접자녀를돌보는댓가

로양육수당을지원할수있다. 자녀가 3세가될때까

지돌본후에는자녀를보육시설혹은취학전교육시

설에맡기고노동시장에복귀하는것이가능하도록해

야할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육아지원인프라의적정화가이루

어지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보육시장의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민간보육시설이전체보육시설의 95%를

차지하고있는현재시장구조에서정부가 5% 밖에되

지않는국공립보육시설만을지원하는것은현실적으

로어려움이있다. 정부가국공립보육시설이든민간

보육시설이든재정적으로지원한다면정부로부터재

정적인지원을받는시설은공공성을가지고있다고보

아야할것이다. 따라서민간보육시설에대한공공성

강화를위한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우선적으로민간보육시설의회계관리가투명하게이

루어져야할것이며서비스질을관리하고감독할수

있는시스템의강화가필요하다. 

넷째, 양육수당과같이보육서비스지원정책을대

체할수있는현금지원정책을추진할때발생할수있

는부정적인결과에주의하여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

다. 유럽국가에서보육수요자의선택권을강화하고

국가적인차원에서보육서비스지원비용절감을위해

도입한양육수당제도는저소득층여성의노동시장

탈퇴, 보육서비스가필요한자녀의가정내방치, 노동

시장에서의성불평등강화등의문제점들이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향후양육수당의대상을확대하

고급여수준을상향조정할때이러한문제점을최소

화할수있도록제도설계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유아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요청된다. 출산율을회복한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 3

세이하자녀의경우육아휴직제도및유연한근로형

태를자유롭게이용하면서자녀를직접돌보는비중이

크지만, 3세이후의경우대부분국가가지원하는취학

전의무교육시설에자녀를보내고있다. 우리나라에

서도현재초등학교취원연령을 1세낮추자는의견이

제시되고있다. 취학전의무교육제도의도입은저출

산극복을위해서필요한과제이며이를위해보육시

설과유치원시설간의역할정립등보육시장의구조

개편을신중하게접근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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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외자관리를위한
보건복지서비스연계방안

연구책임자 〡오 희

공동연구자 〡이윤경 선우덕 유혜 오지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7월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으로노인돌봄

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도화하는계기를마련하

다. 또한장기요양보험신청자중등급외판정자나

본인부담금등에대한경제적부담으로장기요양보험

제도의사각지대에놓인노인을위하여보건복지가족

부는지역보건복지서비스통합연계지침을제시하

다. 그러나지역보건복지서비스연계가원활하지못

하고등급외자에대한예방적서비스가이루어지지못

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제기되

기시작한등급외자및허약노인의관리와관련하여국

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기초자치단체및보건소,

노인복지관의조직간보건복지서비스연계및네트워

크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 다.

✚주요 연구 결과

허약노인을대상으로수행하는지역보건사업은주

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가전체지역주민으로 등급외자

의욕구에알맞은서비스양과질을기대하기는어려운

실정이다. 또한지역사회에서제공되는복지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은

가용재원의제한으로제공할수있는서비스양이극

히제한적이며, 노인복지관의경우건강한노인이주

로이용하는시설로인식하여허약노인을위한프로그

램은매우적은실정이다. 즉, 전반적으로지역보건복

지서비스제공대상자가저소득층에치우쳐있거나건

강한노인을대상으로제공되고있어보편적이지않다.

따라서장기요양등급외자등허약노인의욕구수준에

맞도록전문화, 다양화된서비스의개발이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6개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자들에대한전문가포커스그룹인터뷰(FGI)결과에따

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등급외자

명단을 보내고 있지만 명단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등의이유로개인식별이불가능한경우

가많았다. 서비스연계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보

건소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연계가주로되고있을뿐,

등급외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기관이부족하여서비

스연계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계해줄수있는서비스의양이적은것도문제점으

로지적되었다. 또한, 기존의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

공기관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요

양수급권자가아닌등급외자또는허약노인이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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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서비스의양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한편 2004년도조사자료의재분석에서허약노인의

건강및생활실태를파악한결과, 이들은 2개이상복

합만성질환유병률이높고, 관절염,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만성기관지염등의유병률이장기요양대

상노인보다더높았다. 또한인지기능제한이나행동

변화가있는비율도일반노인에비하면매우높아, 예

방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장기요양상태로 전환

되기쉬운상태임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허약노인

은노인독거또는노인부부가구의비율이높고, 화장

실이나부엌등주거시설은열악하며, 노인복지서비스

중경로식당또는식사배달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허약노인을위한장기요양예방사업

으로 양사업또는재활사업, 주거개선서비스등다

양한서비스개발도요구된다.

일본의경우개호보험제도권에서벗어난 비인정자

에대해서는지자체가중심이되어관리하고있다. 그

관리의 중심기관은 지역포괄지원센터이고, 여기에서

종합상담및연계까지담당하고있다. 서비스의제공

은각특성에맞게보건의료및건강증진사업은보건소

나 의료기관 등에 연계시키고, 노인복지센터와 같은

복지기관의시설을활용하여각종사업들이추진된다.

✚결론 및 시사점

장기요양등급외자에대한보건복지서비스제공의

기본방향은첫째, 일상생활기능의회복, 유지및향상

을위한장기요양예방이기본목적이며, 두번째, 보건

복지서비스연계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지역

의 사회복지자원 수준을 고려하며, 셋째, 공공재원을

사용하는각종서비스를동원하여추진되므로서비스

주체 상호간 협조·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연계에있어네트워크측

면에서의정책과제는첫번째, 건강보험공단과지자체

에구체적역할과책임이정립되지않은상태이고, 사

회복지법에 의해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운 되고있으나등급외자에대한서비스연계를위

한노력이나별도의사업을실시되지못하고있는실정

이므로, 책임주체를선정하고구체적서비스네트워크

가구축에따른기관간의협력과역할분담이요구된다.

두번째, 지역내관련기관들간정보공유의부재로인

하여대상자파악이힘들고서비스중복등으로복지자

원의비효율성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정보공유시

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세번째, 보건복지서비스실

무자가 다양한 노인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 조정할

수있도록현행노인복지서비스와급여에대한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일람) 개발및교육훈련이지속적으로제공되어야한

다. 그리고서비스제공측면에서는장기요양등급외자

에대한서비스의확대, 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 지역

단위정보제공시스템구축등의정책과제가제기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요양예방사업의수행주체가

되어보건소, 사회복지기관및비 리단체에대해직

접업무협조를요청하고상호필요한서비스관련정보

를공유하도록하는연계모형을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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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의사회경제적배경및
정책적대응방안모색

연구책임자 〡이소정

공동연구자 〡정경희 강은정 강상경*
이수형 김 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의자살로인한사망

률은이미 2002년부터교통사고사망률을추월해커다

란사회적문제로제기되고있다. 그러나최근유명인

들의자살과더불어본격적인사회적쟁점으로부각된

자살문제는대부분젊은세대의자살에초점이맞추어

져있으며노인의자살문제는크게간과되고있는것

이사실이다. 이는노인공경등전통적사상에반하는

노인자살에대한논의를사회적으로은폐하려는경향,

노인자살이죽음에인접해일어난일이라는무관심한

편견등다양한원인에서비롯된것이다. 

한편공식통계치들을살펴보면노인자살문제가단

순한무관심이나편견등에파묻힐수있는간단한문제

가아님을알수있다. 먼저, 국제적비교의관점에서보

았을때우리나라의노인자살률은세계최고수준일뿐

만아니라그수치또한압도적이다. 즉 2000년대중반

기준으로우리나라65~74세노인의자살률은59.8명(인

구 10만명당), 75세이상노인의자살률은 97.3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의문제는자기삶에대한결정권이라는측면에

서다분히‘개인적’인선택의문제로간주되는경향이

있으나자살이아무리개인적인문제라하더라도이는

특정한사회구조적배경에서나타나는문제이며사회

현상의하나이기때문에개인적인문제로남겨둘수는

없는일이다. 따라서노인자살의문제에대한사회적

해결책의모색은본격적인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있

는우리사회가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이다. 이연구

에서는노인자살의원인을규명하고정책방안을모색

하기위해자살의원인을분석한후외국의정책사례와

우리나라자살예방인프라현황을검토함으로써노인

자살을방지하기위한정책대안을도출하고자한다.

✚주요 연구 결과

지금까지자살에대한통계가풍부하게축적되지못

함에따라노인자살의원인을직접적으로규명하기위

한연구에도제약이있었다. 이연구도동일한한계로

인해자살의대리변수로‘우울’을설정하고우울의결

정요인을분석함으로써자살에대한간접적함의를도

출하고자하 다. 분석의결과는다음과같다. 

연령이많은노인일수록우울증상이높게나타났는

데이는현재노인자살률이고연령층에서높다는현상

을반 하는결과이다. 자살의가능성이고연령층에서

많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저연령층에비해상대적

으로고연령층에대한지속적지원과관심이필요하다.* 강상경| 서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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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우울증상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실제이

는남성노인의자살률이여성노인의자살률보다높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는한국의현실과는 상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노년기자살이치명적질환이나사

회적상실로인한삶의동기가사라진상태에서많이

나타난다는점을고려할때이러한결과는해석가능하

다. 즉, 남성의경우입원병원을이용해야할정도로심

각한질환을가질확률이여성보다높은데이경우노

인남성들이노인여성에비해심각한신체적상실을

경험할위험이크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현대한국

사회는여성노인보다남성노인들의사회적지지망이

퇴직과더불어더급격하게축소될가능성이높다. 즉

남성노인의자살률이여성노인의자살률보다높은이

유는남성노인들이여성노인에비해서치명적질환의

위험을경험할확률이높은반면에보호요인들인사회

적지지망은급속한속도로감소하는경험을하게되므

로삶의동기나자신감이여성에비해급속하게저하될

위험이있다. 이러한점에서노후에는상대적으로중

증만성장애가있는남성에대한개입이상대적으로더

필요하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다. 

소득수준이높은노인일수록우울증상이낮은것으

로나타났다. 이는자살예방을위해서는노년층의소

득보장은여전히중요하다는것을암시한다. 특히국

민연금혜택을받는노인층이아직은많지않다는점을

감안할때노년기소득보장은우울의예방과자살방지

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고사료된다.

사적·공적인관계가많을수록우울증상이낮다. 이

는노년기의퇴직, 사별, 자녀출가및가족해체로인한

독거노인의증가현상을생각할때중요하게개입하여

야할부분으로생각된다. 사회변화로인한가족의구

조나기능의변화가향후노인의사회적관계의질을

더악화시킬수있으므로노인복지관이나노인복지시

설을통해서사회적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해나갈수

있는안전망이필요하다.

만성질환이나통증은우울과강한상관관계를나타

낸다. 노인자살자들중의상당수가만성질환이나통증

으로인해서삶의희망을상실한노인들이라는점을생

각할 때, 만성질환과 통증은 노인자살의 위험인자로

이해된다. 노인자살예방을위해서는만성질환이나통

증의예방이나치료도중요하지만, 동시에만성질환이

나통증을가진노인들이삶의희망을잃고극단적인

선택을하지않도록예방할수있는심리사회적인지원

서비스가병행될필요가있을것이다. 신체적건강이

약화된노인들의자살위험을예방하기위해서는만성

질환이나통증이있는노인들을위한장기요양서비스

를지역사회에서나요양시설을통해서점진적으로확

장해나갈필요가있다. 

유사한 맥락에서입원서비스와외래서비스이용횟

수는우울증상의수준과상당히높은상관관계를나타

낸다. 입원서비스가외래서비스보다우울과상관관계

가높다는것은입원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들의건강

상태가외래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들의건강상태보

다더좋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현상은우울

증상조절을통한자살예방을위해서는입원을필요로

하는중증질환이나장애가있는노인에대한자살예방

노력이보다집중될필요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본연구에서실시한다중집단분석의결과는연구에

투입된독립변수들이우울증상수준에미치는 향은

연령에따라서서로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점을보

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을 통한 자살예방에의

접근을함에있어서연령별로차별화된전략이필요할

수도있다는것을보여준다. 

다중집단분석의결과에서나타난것처럼 선행요인

들로포함된연령, 성별, 교육변수들에서연령별차이

가나타났다. 예를들어연령은연소노인들에서는우

울증상과유의미한관계가없었으나, 고령노인들에서

는연령이높을수록우울증상이많다는것을보여주었

다. 이러한결과는연소노인보다는상대적으로고령노

인이우울로인한자살의위험이높을수있다는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고령노인의 우울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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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치료에대한접근이더필요하다고이해할수있다.

또한성별과교육은연소노인들사이에서는우울증상

과관계가있어서남성이나교육수준이높은사람들이

상대적으로낮은우울수준을보여주었지만, 고령노인

에서는 성별이나 교육수준과 우울증상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성

별이나 교육수준별로 차별화된 우울예방 접근은 연

소노인들사이에서더효과적일수있다는것을시사

한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노인자살률이 OECD 최고수준인것은

우리사회의급격한구조변화의속도가노인세대에게

큰충격으로다가오는것과무관하지않음을상기시킬

때, 향후노후에대해미리부터준비하고대비할수있

는사회적인프라를조성하는것이노인자살예방을위

한일차적정책의가장핵심적인축이되어야한다.

노인자살예방을위한일차적예방정책은핵심적으

로노인의사회통합을촉진시킴으로써노후삶의질을

향상시키도록하는것이다. 일차적예방정책이일종의

포괄적이고장기적인과제라면이차적예방정책은우

리나라의높은노인자살률을고려했을때보다단기적

이고시급하게해결되어야할정책사안이다. 

가장대표적으로노인전용자살예방관련업무를수

행하는기관은전국적으로 2곳에불과하며, 비록노인

보호전문기관이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다고하나이

는노인학대와관련된업무를주로취급하고있다는점

에서 노인자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전국적으로가장광범

하게분포하고있는기관이지만이자체도전문인력의

부족등으로인해노인자살에특화된전문성은보유하

고있지못한상황이다. 노인자살예방센터를신규로

확대시키는것은비용과시간의측면에서자살문제의

시급성을고려할때비효율적인것으로판단되며따라

서노인자살예방을위한기관으로서지역사회정신보

건센터의인력을확충시키고, 이들가운데노인자살을

전담할인력을배치시키도록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

모색해보아야한다. 

한편, 선행연구결과노인의경우자살위험자들이

먼저기관을찾는경우는타연령층에비해낮게나타

나며따라서노인자살예방을위한인프라를확충할때

자살위험자들‘발굴(out-reach)'에초점을둔프로그램

을개발할필요가있다. 

대표적으로노인들의경우의료기관의이용이타연

령층에비해매우높게나타나며, 의료기관이용의과

정에서자살위험자들이스크리닝될수있는확률이매

우높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었다. 따라서노인자살

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지역사회기관을주축으로하

여, 유관기관으로서 의료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노인자살예방을위해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는전달

체계를마련해야한다. 

또한노인자살위험군에대한스크리닝도구가국가

적차원에서개발될필요가있다. 선행연구결과에따

르면노인의자살은타연령집단의자살과달리충동적

이지않으며복합적인여러요인들로인해발생하는경

향을보인다. 따라서자살위험에처한노인의자살징

후는다양한경로를통해사전에감지가가능하며이를

정확하게스크리닝할수있는도구의개발은위험이발

생하기전에예방할수있는중요한기제가될수있다.

뿐만아니라다수의선행연구결과는자살이주로지역

사회내에서발생한다는점에근거해지역사회에서자

살위험을발견하고대응할수있는미국의 gatekeeper

와같은인력의도입을주장한바있는데, 이러한전문

인력의활용에있어서도노인들의자살신호를조기에

파악하기위한사정도구의개발은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위험징후는 의료기관, 지역사회,

가정내등다양한장소에서출현하며따라서노인자살

스크리닝도구를현장에서활용및정보를공유및협

조할수있는전달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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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용품소비실태와
만족도에관한연구

연구책임자 〡김수봉

공동연구자 〡이태범* 김경래 이윤경 김 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2008년고령친화용품산업의생산시장은

10,029억원으로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있으며, 그중내수시장은 6,719억원(49.9%),

수출시장은 3,310억원(24.6%)에이르고있다. 한편최

근들어수입시장의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나시장

전체의 25.6%를차지하고있다. 한편고령친화용품산

업체는 2008년 총 866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2007년

415개업체대비 108.7%로 2배이상의업체가증가할

것으로나타났다.

인구고령화가진행되면서대부분의선진국들은고

령자의삶의질개선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정

부는고령자들이주로사용하는제품이나서비스를활

성화하기위해고령친화산업을국가의새로운성장동

력산업으로지원·육성하기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운 하고있다. 

아직은초기단계로고령친화용품개발을위한 R&D

나산학연계를통한지역특성화전략을위한공급중심

의진흥정책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 고령친화산

업이 21세기성장산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건전한

수요층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는2008년7월부터실시된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급여품목인 복지용구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상의

고령친화용품의소비실태및만족도를조사하여고령

친화용품의소비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진행되

었다.

✚주요 연구결과

■■ 복지용구 소비실태

□ 복지용구소유실태

구입전용복지용구소유실태조사결과, 미끄럼방지

용품이 37.8%로 가장 많고, 지팡이 23.0%, 이동변기

23.0%, 목욕의자 23.0%의순으로나타났으며, 간이변

기는 6.2%, 욕창예방방석은 8.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구입및대여전용복지용구는수동휠체어가 25.0%

가장 많고, 전동침대가 22.5%, 욕창예방매트리스

12.8%, 수동침대 7.0%, 이동욕조 1.2%, 목욕리트 0.1%

의순으로나타났다.

□ 복지용구사용실태

소유한복지용구의사용실태조사결과, 자세변환용

구의 사용율이 98.9%로 가장 높았고 미끄럼방지용품

98.3%, 욕창예방방석 97.8%, 목욕의자 97.8%의순으로

나타났다. * 이태범| (사)실버산업기술연구조합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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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및대여전용복지용구의사용실태조사, 수동

침대와목욕리프트의사용율은 100%, 전동침대 98.8%,

수동휠체어97.1%, 욕창예방매트리스95.1%, 이동욕조

92.3%로조사되었다.

□ 고령친화용품사용실태

건강보조식품이용율이 14.2%로가장높았으며, 돋

보기및확대경(14.0%), 노인용기저귀(10.2%), 모포및

베게(6.3%), 케어침대(5.5%), 안마기 및 마사지(5.5%)

의사용율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

■■ 고령친화용품 소비만족도

□ 복지용구만족도

복지용구사용자의소비만족도평균을보면전동침

대(1.68), 안전손잡이(1.73), 간이변기(1.75) 등이높은

반면, 욕창예방방석(1.98), 보행차, 수동침대(1.89) 등

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함목별로보면, 편리성은전동침대(1.37), 목욕

의자(1.49), 보행보조차(1.49)가 높은 편이며, 안전성

및견고성은전동침대(1.42), 수동휠체어(1.59), 기능성

및효과성은전동침대(1.38), 수동휠체어(1.59), 보행보

조차(1.59), 욕창예방매트리스(1.59), 성능대비비용적

절성은간이변기(1.95), 지팡이(2.08), 안전손잡이(2.18)

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고령친화용품만족도

고령친화용품의소비만족도평균을보면, 침구중케

어침대(1.83)가가장높은반면, 건강기능식품의건강

보조식품(2.34)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항목별편리성의경우, 화장품의고령자용화장

품(1.66), 목욕용품의샤워의자(1.81)가상대적으로높

게평가되었고, 안전성및견고성은침구용품의케어

침대(1.49), 의료기기의개인용조합자극기(1.50), 문자

확대기(1.50), 기능성및효과성은침구용품의매트리

스(1.54), 매트(1.55), 성능대비비용적절성은정보기기

의독서확대기(2.60), 모포및베게(2. 65)가상대적으

로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다.

한편 추가로 희망하는 고령친화용품의 선호 순위

〈표 1〉복지용구 소유실태
(단위: %, 명)

구분

구입 전용

이동
변기

목욕
의자 보행차 보행

보조차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
변기

지팡
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욕창예
방매트
리스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구입 및 대여

전체

20.5 20.5 13.2 18.7 16.0 37.8 6.2 23.0 8.2 16.9 25.0 22.5 7.0 12.8 1.2 0.1 100(1,115)

17.8 17.8 11.8 18.7 17.0 40.2 6.3 21.8 9.8 21.6** 25.0 21.8 9.5* 13.5 1.7 0.0 100(  348)

21.8 21.8 13.8 18.8 15.5 36.8 6.1 23.6 7.4 14.7** 25.0 22.8 5.9* 12.5 0.9 0.1 100(  767)

20.1 22.1 8.1 19.5 17.4 35.6 8.7 28.2 8.7 20.1 26.2 22.8 5.4 11.4 0.7 0.0 100(  149)

20.2 15.2 12.1 18.8 12.6 38.6 5.4 21.1 9.4 16.6 25.1 23.8 7.2 13.5 1.3 0.0 100(  223)

16.6 19.3 15.8 17.8 17.4 36.3 6.2 22.8 6.6 16.6 23.2 23.6 6.9 15.1 0.8 0.4 100(  259)

21.1 24.1 13.2 17.7 16.9 35.3 4.5 21.1 8.6 16.5 26.3 21.8 7.9 12.8 0.4 0.0 100(  266)

25.2 22.0 14.7 20.6 15.6 43.6 7.3 24.3 7.8 15.6 24.8 20.6 6.9 10.6 2.8 0.0 100(  218)

전체

성별
남자

여자

65-69

70-74

75-79

80-84

80 이상

연령

*p≤0.05, **≤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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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복지용구 만족도

구분
만족도(4점척도)

평균편리성 안전성및견고성 기능성및효과성 성능대비비용적절성

이동변기 1.58 1.70 1.68 2.26 1.81

목욕의자 1.49 1.63 1.65 2.30 1.77

보행차 1.69 1.83 1.73 2.27 1.89

보행보조차 1.49 1.78 1.59 2.25 1.78

안전손잡이 1.51 1.63 1.57 2.18 1.73

미끄럼방지용품 1.53 1.70 1.65 2.20 1.77

간이변기 1.63 1.76 1.68 1.95 1.75

지팡이 1.61 1.77 1.72 2.08 1.80

욕창예방방석 1.69 1.82 1.74 2.62 1.98

자세변환용구 1.63 1.83 1.81 2.15 1.85

수동휠체어 1.54 1.59 1.59 2.40 1.78

전동침대 1.37 1.42 1.38 2.54 1.68

수동침대 1.50 1.73 1.75 2.51 1.89

욕창예방매트리스 1.56 1.63 1.59 2.53 1.83

〈표 3〉고령친화용품 만족도

구분
만족도(4점척도)

평균
편리성 안전성및견고성 기능성및효과성 성능대비

비용적절성

침구 매트 2.00 1.61 1.55 2.94 2.02

매트리스 1.83 1.58 1.54 3.16 2.03

모포및베게 1.91 1.89 1.69 2.65 1.90

케어침대 1.52 1.49 1.37 3.00 1.83

목욕 샤워의자 1.81 1.56 1.55 2.93 1.96

배변 노인용기저귀 2.14 1.98 1.78 3.01 2.23

의류 고령자용신발 1.92 1.92 1.96 3.28 2.27

고령자속옷 1.88 2.22 2.00 3.11 2.30

의료기기 안마기및마사지 2.11 1.91 1.77 3.19 2.25

개인용조합자극기 2.00 1.50 1.75 3.33 2.04

정보기기 독서확대기 2.20 1.60 1.80 2.60 2.05

문자확대기 2.00 1.50 2.00 3.50 2.25

보청기 2.15 1.97 1.95 3.11 2.30

여가문화 스포츠용품 2.50 1.75 1.75 3.25 2.31

화장품 고령자용화장품 1.66 2.00 1.66 3.00 2.02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2.06 2.03 2.04 3.24 2.34

주: 매우 편리(1), 약간 편리(2), 그저 그렇다(3), 편리하지 않다(4)

주: 매우 편리(1), 약간 편리(2), 그저 그렇다(3), 편리하지 않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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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면, 혈압계, 보청기, 기저귀, 안마기순으로나타

났다.

✚결론 및 시사점

조사결과에나타난바와같이복지용구시장은장기

요양제도의 도입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용품 소비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만족도측면에서는개선되어야할부문들이

많은것으로사료된다. 우선사용의편리성에대해서

는 대체적으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성능대비

비용적절성에서는간이변기를제외하고는대부분 2점

이상으로불만을표시하고있다. 특히전동침대, 욕창

예방매트리스및수동침대는 2.5점을상회하여불만율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

해서는성능향상이나적정가격유지로해결이가능하

지만, 이에앞서고령친화용품에대한품질관리또는

표준화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소비가활성화되

고만족도를향상시켜궁극적으로고령자의삶의질을

개선시킬수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고령화시대에도래에따른고령친화산

업활성화는필연적이다. 이에적극대처하기위해서

는공급측면에서의산업육성뿐만아니라고령친화용

품수요시장에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 왜냐하면고

령친화용품은일반재화와는달리시장성과고령자의

복지적측면을동시에갖고있기때문에, 균형있는접

근이요구되기때문이다. 

고령친화용품의수요기반강화를위해서는우선적

으로고령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용구를포함한

고령친화용품의표준화가선행되어야한다. 표준화는

용품의질관리측면뿐만아니라고령자가믿고사용할

수있는초석이되기때문이다. 한편서비스분야에서

는고령자이용시설장애제거(barrier free)를위한의료

복지시설·요양시설·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기

준마련등고령자를배려한표준화제정을확대해나가

야할것이다.

또한고령자를위한소비자주권확보에도관심을기

울여야한다. 이를위해우선고령자를위한소비자정

보제공을강화해야한다. 왜냐하면고령자는구매시주

위의조언이나광고, 판매원의설명에의존하는경우

가많기때문에합리적인소비생활을위해서는고령자

및가족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정보제공이이루어져

야한다. 둘째, 고령자소비자를위한교육이나종합상

담창구를마련하여노년기의소비생활의질을개선함

은물론고령친화용품의피해예방및만족도를증대시

킬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고령자의경우합리적인

판단능력이어려운경우가많을뿐만아니라, 불공정

한판매방식에현혹되기쉽기때문에고령소비자보호

를위한법제정비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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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통계정보 기반구축 강화

•보건복지가족부웹사이트통합·연계및발전방안연구

•한국의보건복지동향: 2009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및운 (1년차)

• 2009 인터넷건강정보게이트웨이시스템구축및운

•사회복지부문별정보화현황및정책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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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24

보건복지가족부웹사이트
통합·연계및발전방안연구

연구책임자 〡송태민

공동연구자 〡류시원* 박대순 고혜연 강성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중앙행정기관에서보유한 국민대상웹

사이트는 39개 정부부처에서 500여개로 기관별 평균

12개이상보유하고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소관및

관련기관에서는약40여개웹사이트를운 하고있다.

그러나서비스간통합연계가미흡하여보건복지관련

정보서비스의통합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제공과행

정업무의효율성및생산성향상을위한제공체계가이

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보건복지

가족부소관및관련기관에서운 중인 40여개웹사

이트의운 효율화와수요자중심의통합·연계서비

스를위해부처차원에서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

웹사이트통합정보관리체계를마련하는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 기관별 웹 사이트 메뉴구조 및 메뉴화면 표준화

표준메인메뉴구조로는참여마당, ○○소개, 전자

민원, 정보마당, 알림마당, ○○정보, 통합검색이며표

준서버메뉴로는국민제안,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커

뮤니티, 홍보동 상, ○○소개, 관련사이트, 사이트맵,

전자민원, 법령자료, 간행물, 정책○○(실), 통계자료

(정보), ○○정보, 용어해설, 보도자료, 해외○○, 공

지사항, Q&A, FAQ로나타났다.

■■ 웹 사이트 통합·연계 모형

통합웹사이트는기관, 병원, 일반정보제공웹사이

트로구분하여통합되어야하며, 연계웹사이트는기

관, 병원, 일반정보, 포털로구분하여연계되어야하며,

통합·연계웹사이트는병원, 일반정보, 포털로구분

하여통합웹사이트와연계웹사이트에제공되어야

한다.

■■ 서비스 통합·연계 모형

웹사이트서비스통합·연계모형의통합서비스는

국민제안,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관련사이트, 사이트

맵, 법령자료, 간행물, 통계자료, 용어해설, 공지사항,

통합검색서비스별로통합되어 DB화해야한다. 연계

서비스는홍보동 상, ○○소개, ○○정보, 보도자료,

해외○○, Q&A, FAQ 별로구분하여 통합서버에 DB

화되어저장되고기관간상호연계서비스가되어야할

것이다. 통합·연계서비스는커뮤니티, 전자민원, 정

책○○(실)로일부정보에대한통합과연계가병행되

어야할것이다. 즉, 모든서비스는운 기관의통합서
** 류시원| 인제대대학원대학교교수
** 강성원| 지디에프아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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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 DB화하여 관리되고, 서비스 시 통합, 연계, 통

합·연계형태로서비스되어야한다.

■■ 운 체계 통합·연계 모형

통합서버운 기관에서는표준메뉴, 표준서비스, 표

준제공형식, 표준기술의플랫폼을구축하고, 통합대상

기관별운 자는운 자 PC에서웹관리자모드를통하

여기관별로해당되는표준메뉴와서비스의콘텐츠를

등록하면, 통합서버에미들웨어를통하여자동으로제

공되며, 통합·연계홈페이지는물론기관별홈페이지

도표준메뉴와서비스구조에따라자동으로제공되는

운 체계를제안한다.

■■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표준화 방안

기존사이트의유지및정보의연계를위해웹사이

트, 게시판(자료실), 배너, 검색등기능성서비스중필

요에따라일부를연계한다. 포털및기존사이트간사

용자정보통합과기존사이트로이동하기위한링크를

위해 데이터차원의 연계 및 통합 인터페이스(미들웨

어)를구현한다. 관리기능접근일원화와관리자정보

및접근관리권한등통합관리를위한관리기능통합체

계를구현한다. 구현되는통합시스템은데이터를수집

하는수집부, 외부연계대상기관에서정보를수신해

오는수신부, 수집부에서연계기관으로제공하는송신

부, 외부연계기관과의연계를돕는웹서비스연계솔

루션과정보공동활용DB로구성한다.

✚결론 및 시사점

■■ 웹 사이트 구축 표준 지침과 기술의 준수

국내의경우 2008년 6월 20일부터‘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시행령’에의해공공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웹접근성지침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있

으나, 법적준수를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

며, 웹접근성에대한표준및관련기술의개발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웹사이트의지속적인웹접근성준

수를위한유지관리가필요하다.

■■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 웹 사이트 구축

각기관에서운 하고있는웹사이트의통합·연계

운 을위한조직을통하여이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

수립하고그에따른통합또는연계, 조정등이이루어

져야할것이다.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연계 웹 사이트

구축

보건복지가족부통합·연계시스템에는 UCC, 블로

그, RSS, OpenAPI, Social Browsing, Web Feed, AJAX,

Semantic Web, Mash up 기술등을적용하여사용자중

심의맞춤형서비스가되어야할것이다.

■■ 통합·연계 대상사이트의 효율적 운

일반정보, 행정정보, 민원서비스, 국민참여서비스

를확대해야하며, 일반정보, 민원서비스, 기관소개콘

텐츠를우선적으로확대해야한다. 그리고다양한목

적으로개발된시스템들간의연계를시스템적으로적

용하여원하는정보를쉽게획득할수있도록적용이

필요하다. 추가하는목적과관리항목이다르지만상호

연계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기위해 관리항목의 표준화

와정보공유가필요하다. 내부정보시스템간각기관

사이의정보시스템간복잡한시스템연계를위해서는

정보시스템간에상호운용성확보를위해서표준화된

IT기술을이용하여시스템아키텍처를수정하여야할

것이다.

■■ 통합·연계 웹 사이트 로딩타임 향상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통합·연계 웹 사이트의 loading

time을향상할수있는방안은DB 및시스템분석, 홈

페이지분석, Image Size 지정, 다음페이지의이미지

를선로딩, 배경이미지고정, 이미지분할,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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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반복적인이미지사용방법개선, 섬네일이미지

사용등을제안할수있다.

■■ 통합·연계 웹 사이트 콘텐츠의 질적·양적

서비스 강화

신규방문자중심의서비스의혁신적인방안으로다

양한콘텐츠의정보구조를사용자편의성중심에우선

하고, 공개가능한정책에대해알기쉽게카테고리별

로분류하여정보검색이용이하도록한다. 다양한이

용자에대한서비스방안의모색으로기관을자주방문

하는적극적인주이용층의사용성과참여성을높이기

위하여웹2,0기술을적용하여기능개선및보완을유지

한다. 다양한형태의서비스방안의모색으로텍스트

방식의정보제공형태를멀티미디어형태의서비스확

대를통한서비스방식의다양화와모바일등매체및

기기를활용한서비스분야를확대한다. 국민의참여

가더욱쉽고편하게하도록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Web feed, UCC 등의기술적용을 통하여인터렉티브

기능을강화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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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25

한국의보건복지동향: 2009

연구책임자 〡장 식

공동연구자 〡고경환 류시원* 이정우** 김나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증대되는국민의보건복지수요에부응하는정책수

립및평가를위해서는다양하고체계적인그리고세분

화된보건복지와관련된각종통계정보가필수적이다.

새롭게생산되는각종통계를효율적으로관리정리하

여정책관리자및연구자들이필요시빠르고쉽게이용

할수있도록하는것은정책수행뿐만아니라연구의

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 또한점차증대되고

있는OECD, WHO 등국제기구의통계제출요구에보

다효율적으로대응하고외국과의수준비교를용이하

게하기위하여관련통계를집중관리할수있는방안

이마련되어야한다. 

보건복지지표의집중관리는각종정책수립시에통계

자료를효율적으로제공할뿐만아니라연구자에게도

통계자료의활용을용이하게함으로써연구의능률제

고와시간의절약도꾀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보건

복지관련통계중활용성이높은통계를중심으로종합

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하고이를통한한국의보건복

지동향을분석할필요성이있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

보건복지지표체계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 동향을분

석하여보건복지통계의이용도를제고하고자하 다.

✚주요 연구 결과

보건복지동향을체계적으로살펴보기위해서보건

과복지부문으로대분하고이를다시각부문을분야별

로중분류로나눈다음다시해당부문의세부지표를선

정하여그동향을살펴보았다. 보건부문은크게건강

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출생·사망및질

병·상해, 보건의식행태, 보건비용, 보건의비의료결

정요인으로 분류하 으며 이와 같은 분류기준은

OECD 등국제기구와선진국등의분류기준을참고로

하 다. 복지부문은크게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

지서비스로 분류, 보건분야와 달리 구분의 용이성과

이해를도모하기위해서제도별분류를택하 다. 이

와같은분류에따른분야별동향은다음과같다. 

국민의건강상태는점차향상되어평균수명의연장,

아사망률의감소, 주산기사망률 감소, 어린이치아

건강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저체중출생아

의비율이증가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한현상으로개

선을위한노력이요구되는부문이다.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수적인보건의료자원은

꾸준히개선되어왔다. 인구대비의사및간호사등의

료인력은꾸준히증가하여왔으며, 병상수, 의료기관,

의료장비등도꾸준히증가하여의료환경이개선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래진료등보건의료이용은꾸준히증가하여왔으
** 류시원| 인제대대학원대학교교수
** 이정우| 인제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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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종이식은아직선진국수준은아니지만점차증

가하여왔다. 제왕절개는점차감소하고있지만아직

도높은국가에속하고있어시급히개선이요구되는

부문이다.  

각종질환으로인한사망률은점차낮아지고있는것

으로나타나고있으나자살에의한사망률은아직도다

른국가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고혈압유

병률이나암발생률등은점차높게나타나고있어개

선을위한노력이요구된다. 어린이예방접종률은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GDP 대비국민의료비는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및많은국가의경우에도국민의료

비는 GDP 증가와비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우

리나라의GDP 대비국민의료비도꾸준한증가를보일

것으로예상된다. 

국민의과체중및비만은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상태의 개선과 식생활의 서구화

등에인한과잉섭취에따른 향으로과체중및비만의

증가는그만큼각종질환의증가로이어질수있는만

큼개선을위한노력이요구된다. 그러나흡연율이나,

주류소비량은감소하고있어바람직한현상으로보인

다.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국가에서지원하는최저생

계비는꾸준히증가하여왔으며, 의료급여수급자수도

꾸준히증가하여왔다. 국가를위하여일하다부상당

하거나희생한경우국가에서지원하는국가보훈대상

자가구도꾸준히증가하여왔다.

우리나라의의료보장은어느나라보다잘되어있어

대부분의국민이이에적용을받고있다. 국민연금, 공

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가입되어있는공적

연금가입자는점차증가하고있다. 

산업재해나직업병으로인한피해보상을위해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또한산업재해발생건수도꾸준히증가했다.

실직자에게실업급여를제공하는고용보험제도적

용사업장과적용근로자수는꾸준히증가하여왔다. 이

는적용사업장규모를꾸준히확대하여온결과이다.  

국가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복지서비스를확대시행하고있다. 노인을위한기

초노령연금제도의시행, 장애인수당지급, 아동청소년

보호를위한각종정책을도입추진하고있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보건복지수준은경제사회수준의발전과

함께점차향상되어왔다. 보건분야에서는평균수명의

연장, 보건의료자원의확대, 보건의료이용의증가, 보

건의식행태의개선등많은발전및개선이이루어져

왔으며, 복지분야에서는저소득계층및소외계층의복

지증진을위한각종제도의도입추진등으로선진복지

국가의실현을위해노력해왔으며, 이는보건복지수

준의향상으로나타나고있다.  

보건복지동향의정확한 파악은국가의보건복지정

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데필요할뿐만아니라점차높

아지고있는국민의보건복지에대한관심을충족시켜

줄수있는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그

러나보건복지동향을파악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축

적하지못하고있어이의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하

다. 이를위해보건복지통계의질적향상과양적확대

를위한노력의지속, 동향의시계열적비교가가능할

수있도록시계열자료의축적, 자료의활용성을높일

수있는보건·복지분야의통계DB 구축강화, 정책의

기초자료활용과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새로운통

계지표발굴과수요에대한대응체계구축, 관련자료

의연계를통한통계생산을위해자료공유시스템구

축, 국가및지역에서필요한통계들이기준에적합한

통계가생산활용될수있도록보건·복지통계생산의

표준화등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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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및운 (1년차)

연구책임자 〡이연희

공동연구자 〡김나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에관한관심도가과거에는정책추진과관련된

계층이나통계생산에관계된집단및그와연관된전문

가집단을중심으로집중되었으나, 경제성장에따른삶

의질이높아지면서일반대중들의통계에대한관심도

상승하고있다. 

이같은통계욕구의증가로정부및관련기관은많은

예산과노력을투입하여통계수요만족에힘쓰고있다.

그러나생산된통계조차이용자가쉽게획득가능하거

나접근·검색할수있는체계는미흡하다. 다시말해

서생산된통계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환경제

공및이용자의요구통계제공최대화, 생산된통계를

제공하는관점에서뷰(view)의극대화, 통계수요예측,

통계간무결성확보등의관리체계가필요함을의미한

다.  한편, 연구원이생산하는통계청승인조사통계를

비롯해 보고서 형태의 다양한 기초통계 및 보고통계,

파일형태로관리되고있는원시자료등을체계적으로

관리하고서비스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화하여통

계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대국민에게 질 높은

통계서비스가가능한체계구축이필요하다.

본연구는보건·복지관련통계의활용을극대화하

고보건복지통계포털을구축하여통계수요자가필요

로하는통계정보가원스톱으로제공되는서비스체계

를구축하고, 근거중심의보건·복지정책수립에기초

가되는통계자료의효율적제공을위한환경마련에

있다.

✚주요 연구 결과

국내 보건복지관련통계생산기관인보건복지가족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통계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통계연보를 발간하

고있고, 직접생산하는통계는주로보고통계중심이

다. 조사사업위탁을통해생산된조사통계도서비스

하고있으며, 홈페이지에서서비스되고있는주요통계

는크게보건, 복지, e-나라지표, 타기관제공통계등

의 범주로 구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

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전국단위조사를직접수행하여획득한약40종

이상의다양한원시자료를제공하고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생산된각종조사통계에대해일반인에게서비

스하고있다. 질병관리본부는집단설사환자및급성전

염병환자정보파일, 입국자정보, 전염병환자명부등

13종의정보파일을보유하고있고, 각종통계용원시

자료는목록만제공중이며, 질병관리본부가실시하는

다양한조사사업과관련된통계는서비스를위한준비

단계인것으로파악되었다. 

09_연차보고서-2장  2010.4.7 9:9 PM  페이지164   mac① 



1652009 연차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적한 수많은 조사통계에

대해주기성을가지고생산되고있는통계와비주기적

이거나 일회성으로 생산되었던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통계현황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실태조사’와‘전국

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환자조사’등에

대한통계자료를분석하고, 그외조사사업에대한분

석은자료및통계의이용빈도와중요도등을고려하

여연차적분석을실시할계획이다. 현재제공또는보

유중인보건복지관련통계의문제점은①통계자료가

인쇄물이나엑셀파일형태로대부분존재하고, ②통계

자료에대한시계열관리가되고있지않은점, ③통계

표의주기적인업데이트가이루어지지않는점, ④통

계표제공시주제 역별분류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

아정보의최신성과정확성이미흡하다는점등으로집

약된다.

국내통계정보시스템중대표적인사이트인‘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포털’, ‘한

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산업연구원 iSTANS’,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T통계정보센터’, 한국여성정

책연구원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현황을살펴보았다.

통계이용자를일반과전문이용자로분류하여이용자

특성에맞춘차별화된서비스나기능을제공할필요성

이있다.

국외통계정보시스템은‘일본통계청 E-Stat’, ‘미국

연방정부 FedStats’, ‘OECD의 Statistical Portal’, ‘EU의

Eurostat’, ‘호주 통계청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덴마크통계청’현황을살펴본결과, 호주

의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는연구원이보유하

고있는원시자료를서비스개선을위한선진사례모델

로판단된다.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의성공적인구축을위하여

다음과같이

－메타데이터기반의통계자료통합검색기능, 원시

자료의활용방안과개인정보보호및보안체계도

함께고려

－통계자료의 유료화 서비스 범위와 서비스 수준,

통계자료표준화및신뢰도확보방안고려

－OLAP(OnLine Analysis Process),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CRM(Customer Relation-

ship Management) 등수요자의만족및활용증

대를위한다양한요구고려

－통계자료의 2차가공또는컨설팅서비스를통한

차별화서비스고려

－합리적인정책수립을지원하는통계지표개발및

제공고려

－ActiveX 없이 시스템을 설계·구현하는 웹2.0기

반기술고려

－다양한시각적이미지로사용자의흥미를유발하

는통계정보제공방안고려

－통계자료의정확한검색과신뢰성확보측면등

이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조사통계생산프로세스에대해집중분석하여보다

질좋은통계생산방안을모색하고자통계조사, 통계

정보수집, 통계정보관리, 통계정보서비스등 4단계

로나누어To-Be 모델을제시하 고, 보건복지관련통

계및원시자료제공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우선적으

로개선해야할업무프로세스는다음과같다.

－보건복지관련통계용어수집및표준정의프로

세스의개발

－원시자료통합관리·서비스할수있는전담기관

선정및위탁

－통계표목록관리및입력관리시스템을통해 DB

에등록제공

－원시자료제출시설문지및부호화지침서등을

DB에저장관리

－원시자료, 통계표및관련자료 DB 저장시메타

데이터작성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을통해 이루고자하

는정보화비전은‘고품질통계서비스제공’을통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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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 정책수립과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실현이며,

정보화목표는‘수요자중심의보건복지통계정보통

합관리시스템구축’에있다.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미래모델은마이크로데이

터(원시자료)와통계자료, 메타정보, 온라인통계분석

(OLAP), 웹포탈시스템등의세부개념을정의하고이

를통합함으로써각시스템간정보교환의신속성및

정보처리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질,

고신뢰성의 통계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수있는기반 구축에있다.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보건복지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의목표구조는전

체 6개대분류체계, 21개서브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

으며, 그구성내용은통계정보포털서비스, 마이크로데

이터관리, 통계정보관리, 메타정보관리, 코드관리,

OLAP 등 6개대분류체계를중심으로그하부에 [그림

1]과같이21개의기능별시스템으로구성한다. 

■■ 시사점

국내·외선진통계포털들의주요특징및제공서비

스를검토한바에의하면, 통계이용자를일반인과전

문이용자로분류하여이용자특성에맞춘차별화된서

비스나기능을제공할필요성이있다. 연구원이보유

하고 있는 원시자료의 관리적 측면과 서비스적 측면,

질적개선측면에서호주의 National Health Data Dic-

tionary는벤치마킹의우수사례이다. 국가적차원에서

가치있는조사자료의올바른사용과활용을유도하는

것은국가예산의투자대비성과향상에중요한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1]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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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36

2009 인터넷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구축및운

연구책임자 〡정 철

공동연구자 〡이기호 유주헌 김수진 최 일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건강에대한관심은점차증가하고자신의

건강에대해스스로결정하고책임진다.

한편, 지식을추구하는인간에게있어‘정보탐색’은

보편적인 활동으로써 과거 의료관련지식은 전문가에

게의존할수밖에없었으나인터넷의등장으로정보접

근성이증대되면서소비자의태도또한능동적으로변

화하게되었다. 2009년 6월현재만 6세이상우리나라

인터넷이용률은77.6%이며이중 89.4%가‘자료및정

보획득’을목적으로할만큼인터넷에서의자료및정

보획득은중요한정보원으로부각되고있다.

이처럼인터넷건강정보는소비자의새로운건강정

보원으로 급부상하 으나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건강

정보로인한치명적인폐해우려가발생하여, 이를위

해국가적인공공의개입이필요하게되었다. 이를위

해세계각국에서는정부또는공공조직에서양질의건

강정보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이트웨이시스템을 개

발·운 하거나인증서를발급하는인증사이트를개

발·운 하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초기

부터이러한건강정보의질을평가하고관리하기위한

법적, 제도적방안이논의되었다. 

본연구는이러한취지에의거하여인터넷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gateway system)인『건강정보광장』

을개발하여운 한결과로써, 정보협력기관의최신

의 신뢰할만한건강정보를검색/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들에게서비스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대상인『건강정보광장』의 2009년도 개발목

표는첫째, 국민의건강권보호를위한건강정보모니터

링체계기반구축, 둘째, 건강증진및건강실천을촉진

하기위한건강교육정보서비스기반구축, 셋째, 이용

자편의성증진을위한서비스고도화이다(그림참조).

2009년『건강정보광장』은건강소식, 건강콘텐츠, 건

강기사모니터링, 건강교육, 건강지식검색, 의료서비스

정보등 6개주요콘텐츠와통합검색, 건강위젯, RSS,

블로그, 북마크등의부가서비스를제공하며2009년12

월현재누적구축된자원현황은건강소식 4,366건, 건

강콘텐츠(추천콘텐츠 10종, 자가진단 99건), 건강기사

모니터링209건, 건강교육664건이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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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9년『건강정보광장』개발목표 및 전략

〈표〉2009년『건강정보광장』의 주요서비스 내용

개발내용 설 명

·새소식, 건강강좌 및 행사, 건강웹진, 건강정보 RSS 등 4개 하위메뉴로 구성

건강소식
·기존 건강기사와 건강정책을 새소식으로 통합 서비스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한하여 제공된 강좌 및 행사정보를 종합병원으로 범위 확대

·공공기관 및 종합전문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웹진 링크서비스 실시

건강콘텐츠 ·추천건강콘텐츠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건강기사모니터링 소개, 추천기사, 문제성기사 등 3개 하위메뉴로 구성

건강기사모니터링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중매체 건강기사모니터링 정보 협약

·대중매체 건강기사 중 문제성기사 서비스 개발

건강교육
·건강증진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건강교육콘텐츠를 통합하여 별도 메뉴로 구성

·우수한 건강동 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정보협력 체결

건강지식검색
·최신 검색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하나의 페이지로 통합

·신체부위별, 연령별, 건강생활정보, 질병정보, ㄱ/ㄴ/ㄷ 순으로 검색기능 제공

의료서비스정보
·의료서비스이용정보, 병의원이용정보, 의료사전 등 3개 하위메뉴로 구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및 콘텐츠 배치

통합검색서비스

·통합검색엔진(RSA)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색어 자동완성, 인기검색어 등 최신 기능
구현 및 검색결과 UI 개선

·분류관리엔진(RWDS) 최적화 개발을 통해 자동 수집 및 중복제거 기능 등 관리자의 건강
정보 수집 및 분류 업무를 대폭 개선

비전 국민들이 필요시 인터넷에서 양질의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창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건강정보 모니터링체계 기반구축
·건강증진 및 건강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건강교육정보 서비스 기반구축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대중매체 건강정보
모니터링체계의
중요성 부각

대국민 건강교육
정보 서비스 강화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추진목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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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건강정보광장』에있어주로이용하는정보

는 건강소식(21.3%), 건강콘텐츠(19.7%), 자가진단

(17.8%) 순이었으며, 가장 유익한 정보는 건강소식

(26.8%), 자가진단(21.3%), 건강콘텐츠(18.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건강정보의품질, 만족도및이용수준

은 6점정도로, 정보의충분성(4.84점), 유용성(4.83점),

신뢰성(4.82점), 항해용이성(4.80점), 이해용이성(4.79

점), 시의성(4.73점), 이용편리성(4.72점), 전체서비스

만족도(4.69점), 접근성(4.64점) 순이었으며이는 2008

년결과에비해응답평균이크게높아진결과를보여주

고있다.

『건강정보광장』의총방문수는 1,069,578건, 일일평

균방문수는 2,930건으로 2008년 2,390건에비해 22.6%

증가하 으며 1회 방문당 평균 페이지 열람수 또한

2008년 3.68에서 2009년 4.26개로 15.8% 증가하여이용

자들에게더많은정보이용을유도하 음을보여주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2009년『건강정보광장』의개발및운 결과다음과

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지식향상위원회와 공

동으로건강기사모니터링연계체계기반을마련함으

로써인터넷건강정보의질적제고및대국민서비스

질향상제고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둘째, 멀티미디

어콘텐츠를 강화한 대국민 건강교육정보 서비스체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활용

할수있는통합서비스체계구축을기대할수있게되

었다. 셋째, 검색기능강화를통해건강정보협력기관

에대한양질의건강정보수집, 분류및배포원활화를

꾀할수있게되었다.

또한향후보다발전적인건강정보게이트웨이시스

템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첫째, 전문기관과의지속적

인 정보연계/협력관계를 발굴하여『건강정보광장』의

전문적이고특화된서비스를개발하며, 둘째, 전문민

간단체와연계한국가차원의대중매체건강정보모니

터링을위한서비스연계체계를구축한다. 셋째, 민간

기관의우수건강관련멀티미디어콘텐츠를적극발굴

하고활용하여국가차원의건강교육정보공유/활용서

비스체계를 확대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기

반의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위한콘텐츠모델발굴

을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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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대표하는‘세계화’, ‘지방화(분권화)’, 그

리고‘정보화’는궁극적으로는삶의질과연관되는복

지화, 복지사회구현을추구하고있다. 더불어전세계

적인인구의고령화, 가족구조의변화, 그리고최근의

로벌경제위기와같은복지환경변화는그어느때보

다도많은복지정책변화를필요로하고있다. 정보기

술(IT)은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여성공적추진을뒷받침할수있는매개체중하나이

며국가발전에있어성장동력으로서미래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의핵심수단으로적용하고있는가운데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정보기술(IT)의 활용성은 그 기대치

가크다하겠다.

한편 2008년 2월 MB정부가들어서면서기존의‘생

산적복지’에서‘능동적복지’를지향하고정보화정책

에있어서도새로운국정방향을반 하여융합, 소통,

창의, 신뢰를기조로한패러다임을적용하는등복지

정책의변화를필요로하는현시점에서복지정책의보

다효율적인수행을위한새로운복지정보화정책방안

이필요하다하겠다.

본연구는이에최근복지환경변화와이에따른복지

정책변화현황, 새정부의복지정책및정보화정책의

변화, 부문별복지정보화에대한현황파악을근간으로

하여현복지정보화의미비점, 그리고바람직한적용

요소를 모색하여 복지정보화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해당부문별 적용가능한 정보화과제를 도출

하고자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주요 연구 결과

최근복지환경은복지국가이념이축소되어복지서

비스효율성증대가중요사안으로떠오르게되었으며

복지의개념이‘광의’, ‘최광의’로확대됨에따라서비

스대상이‘모든국민’으로확대되고서비스내용도‘최

저생활수준 확보’에서‘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

상’으로점차고도화되어가면서보다많은자원이필요

하게되어민간의적극적인참여와아울러민·관의유

기적협조·협력체계를강조하게되었다. 또한본격적

인고령화사회로의진입과저출산양상, 그리고최근의

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한경제침체는보다많은복지

수요와더불어지금까지와는다른양상의복지수요다

양화와개별화를요구하게되면서효율성과효과성에

대한관심을증폭시켜주었다. 이에정부는‘능동적복

지’를추구하며보편적복지, 예방적복지, 맞춤형복지

를지향하여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을전국가적으로

추진하게되었다.

한편, 정보화환경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정보기술

사회복지부문별정보화현황및
정책적용방안

연구책임자 〡정 철

공동연구자 〡임효경 문승삼 장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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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을미래성장동력으로간주하여사회각분야현안

해결을위한발판으로삼고있으며‘녹색성장’이새로

운 정책이슈로 부각되어 우리나라에서도‘녹색정보

화’전략을계획하여추진하고있다.

사회복지정보화에있어서는 2009년 6월사회복지사

업법이개정되면서사회복지정보화의법적기반이마

련되어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보시스템운 전담기

구설립등과같은주요조항이추가되었다.

우리나라의사회복지부문의정책추진현황을파악하

기위하여기능중심으로편성된예산현황을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여성, 노인·청소년, 그리고사회복지일반으로구

분하여 관련사업들을 추진하 으며 2009년도 복지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포함된사회복지부문정보화사

업들은‘국가복지정보시스템운 ’, ‘사회복지통합관

리망구축및운 ’, ‘주민서비스포털시스템운 ’, ‘기

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구축및운 ’, ‘노인일자리통

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등이있다. 그외에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화사업들을 나

열해보면‘실종아동전문기관전산시스템관리’, ‘경찰

청및실종아동전문기관간연계체계구축’, ‘입양정보

통합 위탁시범서비스시스템’, ‘드림스타트 통합정보

시스템’,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구축사업’, ‘다문화

가족지원정보시스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 지

원’, ‘중앙보육정보센터운 ’, ‘e-보육정보시스템’, ‘ i-

사랑카드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초노령연금정보시

스템’, ‘노인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 ‘노인장기요

양보험 정보시스템’, ‘e-하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통합정보시스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

보등록및인터넷열람시스템구축’. ‘사회복지통합관

리망구축및운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국

가복지정보시스템 기능개선및확산사업’, ‘국가복지

정보포털시스템’, ‘주민서비스포털시스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구축’, ‘u-119자동신고시스템’, ‘민생안

정지원서비스포털’등이있다.

✚결론 및 시사점

현재추진되고있는사회복지부문정보화사업각각

에 대한 구성요소별(5C: contents, connectivity, com-

munication, community, commerce), 목적성별(업무효

율성, 서비스질제고, 참여/공유, 홍보), 역할별(인프

라구축, 서비스제공) 기능을구분해보면아래표와같

으며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기능, 커뮤니티

(community) 기능, 그리고전자상거래(commerce) 기

능등에대한보강및업무지원시스템의경우대민서비

스와귀결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표참조).

또한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대국민포털시스템에

있어사회복지관련업무들의통합·연계가원활하게

이루어져온라인서비스신청및제공이무리없이수행

되고이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며사회복지정

보화에대한일련의계획(plan), 실행(do), 평가(see)의

활동이조화롭고유기적으로작용하여맞물려돌아갈

때성과를기대할수있으므로사회복지정보화전담기

구에대한역할및기능보강이필요하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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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행 사회복지정보화사업 구성현황

구성요소 목적성 역할

부문 사업명

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 ○ ○

- 실종아동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관리 ○ ○ ○ ○ ○ ○ ○

취약계층
-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 ○ ○

지원
- 입양정보통합 위탁시범서비스시스템 ○ ○ ○ ○ ○

-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 ○ ○ ○

-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사업 ○ ○ ○

- 다문화가족지원정보시스템 ○ ○ ○ ○ ○ ○ ○

보육·가족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 지원 ○ ○ ○

및 여성 - 중앙보육정보센터 운 ○ ○ ○ ○

- 보육행정시스템(e-보육) ○ ○

- i-사랑카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 ○ ○ ○ ○

-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 ○ ○ ○ ○

노인· - 노인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 ○ ○ ○ ○ ○

청소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 ○ ○ ○ ○ ○

- e-하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및 통합정보시스템 ○ ○ ○ ○ ○ ○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및 인터넷열람시스템 ○ ○ ○

-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 ○ ○ ○ ○ ○

- 결혼이민자포털시스템 ○ ○ ○ ○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 ○ ○

사회복지 - 국가복지정보포털시스템 ○ ○ ○ ○ ○

일반 - 주민서비스포털시스템 ○ ○ ○ ○ ○ ○ ○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 ○ ○ ○ ○

- u-119 자동신고시스템 ○ ○ ○ ○ ○

- 민생안정지원 서비스포털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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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관련 패널구축과 성과

• 2009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 2008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활용한사회지표분석 -

• 2008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1)

2009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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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9년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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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9-32-1

2009년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연구책임자 〡손창균

공동연구자 〡김미곤 이봉주* 강신욱 김계연 오지현
김민희 신재동 손기철 김은주 김태성**
구인회*** 강상경**** 안서연*****
조미라****** 이원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패널조사는국민의생애주기별삶의역동성과욕구

의변화등을동태적으로분석할수있게해줌으로써

정책의대응성과반응성을높여주는데크게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비롯한국가정책은국민의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등의변화에유연하

게대처하여야하나, 횡단면조사는이러한변화를분

석하는데한계가존재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보건복지

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

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한국복지패

널(이하KOWEPS로칭함)’을구축하기로합의하여사

회복지관련 3개패널통합을통한예산비효율성, 목적

비효과성의 문제를해결하고, 대표성·유효성·효율

성을높이고자하 다.

KOWEPS 구축목적은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규모와실태변화를동태

적으로파악함으로써정책수립에기여함과동시에정

책지원에따른효과성을제고하고자한다.

둘째, 소득집단별·경제활동상태별·연령별등각

인구집단의생활실태와복지욕구등을역동적으로파

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

백에기여하고자하 다.

✚주요 연구 결과

KOWEPS의 1차 웨이브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대상으로구분되며. 4차웨이브조사

완료된가구는신규가구를포함하여6,207가구이다.

4차웨이브실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의하여수

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타계식직접면접조사를원칙

으로하며, 조사항목중유량(flow)의경우 2008년 1월

~12월간의1년이고, 저량(stock)의경우2008년12월31

일을기준으로하 다.

또한 4차웨이브현지조사는 2008년 4월 13일~2008

년 6월 10일까지실시하 고, 추가조사는 6월 12일부

터7월8일까지실시하 다.

******* 이봉주| 서울대학교교수
******* 김태성| 서울대학교교수
******* 구인회| 서울대학교교수
******* 강상경| 서울대학교교수
******* 안서연|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선임연구원
******* 조미라|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선임연구원
******* 이원진|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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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특성 -

4차웨이브에서는 1차웨이브패널가구중약 83.9%

인 5,935가구를유지하 고, 4차웨이브신규진입가구

를 포함하면, 87.8%인 6,207가구이며, 가구원 조사표

대상자를기준으로보면 1차웨이브 14,463명중 82.3%

인 11,909명이 응답하 고, 4차웨이브 진입가구원을

포함하면12,661명으로87.5%의완료율을보 다.

가구기준으로 4차웨이브에응답한가구중일반가

구는 3,635가구이고, 저소득층 가구는 2,572가구 으

며, 가구원 기준으로 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수는

8,416명이고, 저소득가구의가구원은 4,245명으로파

악되었다.

4차년도조사의부가조사인“아동조사”는 1차웨이

브응답아동과 4차웨이브신규진입아동중 612명을

조사완료하 고, 일반가구아동은 434명, 저소득가구

아동은178명이었다.

- 조사대상 및 조사표 구성 -

KOWEPS 4차웨이브에서는 3차웨이브에서조사완

료된총 6,314가구를패널조사표본과 2차웨이브조사

완료가구중3차웨이브탈락가구중일부를조사대상

으로조사를실시하 다.

4차웨이브에서는 3차웨이브와마찬가지로크게가

구용조사표와가구원용조사표, 부가조사표 3종의조

사표로 구성하 고, 4차 웨이브에서도 3차 웨이브와

같이 4차신규가구용, 4차신규가구원용조사표가포

함되었고, 부가조사표의경우 1차웨이브와같이아동

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 다.

- 조사문항 -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는 가구일반사항, 건

강및의료,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복지

제도와관련한17개 역으로구성하 다.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가구의대표응답

자의응답이부적절한가구원개인만이응답할수있는

역으로사회보험, 근로, 생활실태·만족및의식, 사

회적환경에대한의식, 생활습관·가족관계및정신

건강, 교육, 개인사(4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 7개

역으로구성하 다.

부가 조사표(아동: 유형 5)는 학교생활, 생각과 행

동, 부모님에대한인식도, 건강및생활, 아르바이트

경험및활동, 마지막으로진로에관한 역으로구성

하 다.

✚결론 및 시사점

- KOWEPS의 장점 및 한계-

■ KOWEPS의 장점

KOWEPS의표본규모는 7,072가구이고, 4차웨이브

조사완료된가구는신규생성가구포함하여 6,207가구

로서표본유지율87.8%로서가장높은패널이다.

전국을 대표하는패널조사로서통계청가계조사의

경우농어가가제외되어있고, 노동패널의경우표본

이도시지역으로한정되어있으나, KOWEPS의경우조

사대상가구에지역적으로는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포함하고있어전국대표성을띤다.

신뢰성이높은통계자료를생산하고있는패널로서

기존국내대부분의패널은패널구축초기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내외이나, KOWEPS는소득및지출수준

이통계청의가계조사의결과와거의일치하거나높은

특징을가진다.

타패널조사에비해원가구표본유지율이매우높은

패널로서2차웨이브원가구유지율92.1%, 3차웨이브

원가구유지율86.7%, 4차웨이브83.9%의높은원표본

가구표본유지율을기록하고있다.

저소득층연구에적합한패널로서표본추출시중위

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 기

때문에국내패널조사중가장많은저소득층가구를

포괄하고있는특징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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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WEPS의 한계점

패널조사의단점중의하나인회상오차의발생가능

성이높다. 즉, 가구의소득및지출과응답자의과거

경제활동이력등을조사함으로써회상오차의문제점

이상존한다.

본기초보고서에제시된수치들은잠정치를분석한

결과로서향후지속적인에러체킹등의과정을통해자

료의순도를높여확정치를자료에반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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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을활용한사회지표분석 -

연구책임자 〡여유진

공동연구자 〡김계연 오지현 신재동 김민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Koweps)

은 2006년구축된이래현재 3차조사결과(시점: 2007

년)까지원자료가제공되고있는가구단위의패널조사

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의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및보건의료, 고용, 아동, 노인, 장애인, 가

족등방대한 역에걸친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제주도를포함한전국가구(2005년인구주택총조사)에

서표본추출함으로써표본의대표성이높은조사이다.

본연구는이러한한국복지패널원자료를활용하여대

표적인보건복지지표－소득분배, 주거, 보건의료, 노

동, 복지수급－에 대하여 2005년~2007년 간의 5분위

별·성별·연령별·지역별 동향을 보여줌으로써 사

회복지정책수립과관련한제도연구에함의를주고자

하는데목적이있다.

✚주요 연구 결과

먼저, 소득분배부문에서2005~2007년동안전체, 아

동, 노인의빈곤율은큰폭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

다. 2007년경상소득기준으로노인빈곤율은 21.87%

로전체빈곤율(6.15%)에비해서는3.6배정도높고, 아

동빈곤율(3.68%)보다는무려 5.9배이상높게나타났

다. 지니계수는 일관된 하락의 추세를 보이는 대신,

2006→2007년동안약간상승하다가 2007년→ 2008년

동안다시약간하락하는추세를보 다. 반면, 소득분

포의양끝부분에주목하는 P90/P10, P25/P75의경우

는동기간동안꾸준히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주거부문에서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변화의

추이를살펴보면, 전체가구에서최저주거기준미달가

구가차지하는비율은 2005년 19.47%, 2006년 20.04%,

2007년 17.56%로 2005년과 2006년에비해 2007년에약

간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월세(보증부월세포함)가

구만을 대상으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RIR)이 30%를초과하는이른바‘주거비

과부담가구’의비율을산출한결과, 2007년기준으로

월세가구의 6.75%가주거비과부담가구인것으로나

타났다. 

건강과관련해서, 소득분위별로모든연도에서하위

1분위의주관적건강에대한평가가가장낮게나타난

반면, 최상위 5분위가가장건강한것으로평가되었다.

즉, 5분위별주관적건강상태는예외없이계단식으로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 소득과주관적건강간에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울점수

역시하위 1분위의우울점수가크게높게나타났으며,

2분위부터는급격히낮아졌다. 이에비해, 흡연율은소

득계층과무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음주율은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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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계층에서높게나타났다. 

노동부문의 지표 분석 결과,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여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

은낮고, 실업률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가구

를중심으로경제활동인구비중을살펴본결과, 소득

계층을막론하고최근들어맞벌이가구등과같이가

구내취업자수가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소

득분위별종사상지위비중분석결과, 소득하위계층

에서자 업과일용직임금근로자의비율이높은것으

로나타나, 경제위기의 향이일차적으로저소득계층

에미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복지수급부문에서, 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미만인

빈곤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를받고있

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 29.31%, 2006년

39.05%, 2007년 41.48%에이르 다. 이는역으로말해

기초보장사각지대가줄어들고있음을의미한다. 취약

계층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인구집단으로 살펴

본결과도마찬가지로전체적으로 2005년과 2007년사

이에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은크게증가한것으로나

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복지패널원자료를활용하여주요 보건복지지

표를분석한결과, 2005년에서2007년사이분배, 주거,

건강, 복지수급지표등이전반적으로향상된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복지수급률과경험률이크게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전히노인빈곤율이

매우높고, 저소득가구의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미달

또는주거비과부담)과, 신체및정신건강이상대적으

로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통해

볼때, 인구학적집단별·정책 역별로자원을좀더

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투자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

인다. 또한, 저소득층에자 자와비정규직이집중적

으로분포되어있어, 이들에대한지원방안이집중적

으로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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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1)

연구책임자 〡정 호

공동연구자 〡고숙자 이은 진달래
김성욱* 한준태** 이수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

상, 의료의보장성강화, 다양한진료행위및의료기술

발전, 고령화, 민간보험의활성화등으로보건의료부

문은급속하게변화하고있으며의료비증가는더욱가

속화될전망이다. 이에보건재정에대한부담을적정

화하고보건의료부문의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이라는

정책목표를제고할수있는근거에기반한과학적인자

원배분의정책적판단이더욱필요한시점이라할수

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의료이용행태와의료비지출규모에관한정보

뿐만아니라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 향을미치는

요인들을포괄하여심층적으로분석할수있는패널데

이터를구축하는데주요목적을두고있다. 조사목적

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각가구에서의의료비지출규모파악

둘째, 가구원별보유질환및본인부담액규모측정

셋째, 민간의료보험가입·해약추이및지출규모분석

넷째, 보건의료서비스수요자의특성별이용행태분석

다섯째, 본인부담 의약품비 지출 및 장기복용 의약품

복용행태분석

여섯째, 건강수준및건강관련삶의질측정

일곱째, 개인 및 환경적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결정요

인분석

여덟째, 보건의료정책수립을위한보건복지관련지표

생산

아홉째, 국제비교가능한의료패널데이터생산

✚주요 연구 결과

한국의료패널의원표본가구는 7,866가구이며가구

원 24,616명으로, 가구당평균 3.13명으로구성되어있

다. 주요조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30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의사로부터만성

질환을진단받은환자수는전체 30세이상가구원중

40.74%를 차지하 다. 남성의 경우 의사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 35.74%, 여성의경

우는 45.33%가이에해당되었다. 30세이상만성질환자

의만성질환보유수는평균2.21개인것으로나타났다.

만성질환중에고혈압이가장높은비중인22.60%을차

지하 으며, 그다음으로관절염 9.54%, 당뇨병 8.38%,

디스크외배병증 5.12%, 고지혈증 4.18% 등의순서

**** 김성욱|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한준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이수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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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세이상조사대상가구원중고혈압을보유하고

있는가구원은 30세이상전체가구원중 18.1%를차지

하고 있었으며, 관절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원은

8.83%, 당뇨병을보유하고있는가구원은 6.70%를차

지하고있었다.

둘째, 2008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는응급서비스의경우1,224

원, 입원서비스의경우 3만 517원, 외래는 5만 1,794원

이었다. 가구소득별로보면응급서비스를이용한경우

100~199만원 정도의 월 소득을 가지는 가구의 경우

1,461원으로 가장 지출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0~399만원정도의가구소득을가지는가구가 1,319

원이었다. 입원서비스를이용한경우를보면, 100~199

만원정도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의경우4만3,700원

으로가장지출이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500만원이

상인가구가 3만 8,494원이었고, 외래의경우 500만원

이상의월소득을가지는가구가 8만 2,703원으로가장

지출이많았다.

셋째, 한국의료패널조사결과에따르면, 가구당민

간의료보험가입수는약 76.1%에해당되며, 가입가구

대비평균 4.44개를가입하고있다. 가구소득이많을수

록보험료지출액도증가하고있지만가구소득차이에

비해서 연간보험료지출액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개인당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은 약 66.49%

로, 만약부부동시가입, 가족동시가입되는보험 1건에

대해대표가구원가입으로분석하 으나, 만약가구

원별가입자대상으로분석한다면이보다더욱높을것

으로추정된다. 6개월간민간의료보험을수령한가구

수는가입가구중 9.6%이며, 입원및수술로인해급여

되는경우가 63.6%를차지하 으며, 최근에실손형상

품출시로인해통원비를받는경우가 23.5%를차지하

다. 

넷째, 건강보험자의 응급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당

평균본인부담액은 진료비가 6만 9,076원, 약제비가

5,612원인반면, 의료급여자의경우각각 1만 6,743원,

541원이었다. 입원서비스이용에따른건당평균본인

부담액은건강보험자의경우진료비가 109만 6,400원,

약제비가 1만 7,416원이었고, 의료급여자의경우각각

50만 1,126원, 6,335원이었다. 외래서비스이용에따른

건당평균본인부담액은건강보험자의경우진료비가1

만 9,858원, 약제비가 8,429원이었으며, 의료급여자의

경우각각3,828원, 813원인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6개월간응급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전

체의 4.3%, 입원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 5.4%, 외래

서비스를이용한가구원은 67.8%인것으로나타났다.

다빈도외래이용질환의경우감기, 고혈압, 관절염, 척

추관련질환, 아토피등피부질환, 당뇨병등의순으로

나타났다. 65세이상의경우는고혈압, 관절염, 척추관

련질환, 감기, 연부조직장애등의순이었다. 

여섯째, 처방의약품이외에 일반의약품을 3개월 이

상지속적으로복용하고있거나복용예정으로있는가

구원은전체가구원중에7.67%로, 일반의약품중에비

타민제및 양제가전체의 66.5%를차지하고있었다.

그리고기타의내용에상당한비중(32.84%)을차지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여기에는진통제와소화

제등이포함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향후정책현안관

련주제를중심으로 1) 사회경제적특성과건강불평등,

2) 의료서비스이용및의료비지출, 3) 의약품이용 4)

민간의료보험등을중심으로심층분석을진행할계획

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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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9-85) 2009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오 희

(정책 2009-86) I-사랑카드제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 강혜규

(정책 2009-87)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 실태조사를 통한 양극화 극복 및
사회통합 촉진방안 연구

노대명

(정책 2009-88)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연구 김수봉

(정책 2009-89)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이삼식

(정책 2009-90) 한국경제 60년사(사회·보건복지분과) 김승권

(정책 2009-91)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오 희

(정책 2009-92) 사회서비스 산업의 공급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분석연구 강혜규

(정책 2009-93) 2009년 주민서비스포털 운 정 철

(정책 2009-94) 09년 민생안정지원포털 운 정 철

(정책 2009-95)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 지표분석에 관한 연구 이태진

(정책 2009-96) 기초보장관리단 운 및 발전방안 연구 최현수

(정책 2009-97) 사회복무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사회복지시설) 최현수

(정책 2009-98) 2009년도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 사업 신호성

(정책 2009-99) 200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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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Ⅲ. 기타 연구 활동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 분야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룬 독창적인 학술연구논문지로서 반년간으로 발행됩니다.)

제목 연구책임자

□2009년도제29권제1호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에 대한 빈곤평가의 문제: SPD(Sequenial Poverty
Dominance)방법을 중심으로

권혁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정치적 향: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

Explain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Social Policy in Korea:
The Cas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Young Jung

일본 거주 외국인 주자의 사회복지 수급권에 관한 연구 엄기욱

미 충족의료의 현황과 관련요인: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신 전, 손정인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 예측
신호성, 정기혜, 윤시몬, 

이수형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향 요인

노인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삼성, 강성욱, 유왕근,

피 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다층모형(HLM)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 분석 이윤경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향 이견직

서평 1: 인간의 심리, 야수의 성정(性情), 그리고 경제위기 강신욱

서평 2: The Politics of healthy policies: Redesigning Health Impact Assessment to
integrate health in public policy

강은정

제목 연구책임자

□2009년도제29권제2호

가족친화정책의 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근로자 생애주기적 접근 김안나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강지원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배화옥, 김유경

일본노인입소시설의 유니트케어(unit care) 실시에 따른 케어워커(careworker)의 소진과
케어업무 및 케어환경에 관한 연구

장윤정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이필도, 김미혜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구인회, 손병돈, 엄기욱,

정재훈, 이수연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박능후, 배미원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이용갑

과세표준소득의 세율탄력성과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최성은

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정인석, 이상직

한국식품 미보장 현황 및 특성 김기랑, 김미경, 신 전

[서평] 확대되는 의료서비스시장과 소비자의 선택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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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보건복지포럼 Health - Welfare Policy Forum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로서 월간으로 발행됩니다.)

01월호
(통권 147호)

02월호
(통권 148호)

03월호
(통권 149호)

04월호
(통권 150호)

이달의 초점

2009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특징과 변
화(유근춘)

•2009년도 보건의료의 변화와 전망(이상 )
•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의 변화와 전망
(정기혜)

•2009년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윤석명)
•2009년도 기초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김미곤)

•2009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김미숙·정경희)

권두언

2009년도보건복지정
책의변화와전망

(김용하한국보건사회
연구원원장)

정책분석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이소정)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
계 필요성 및 기본 방향(윤상용)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의 동향(최은진)

•일본 치바현의 건강생활 코디네이
트사업 실태 및 시사점(선우덕)

•미국 포괄보조금제도 운 실태의
한국적 함의(박세경)

경제위기와 정책과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방향
(김미곤)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의미와 과제(강혜규)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노대명)

•경제위기에 따른 의료빈곤 개선방안(신현웅)
•경제위기에 따른 주거빈곤 개선방안(이태진)
•경제위기에 따른 공공부조제도 확충방안
(여유진)

국민의힘을모아경제
위기극복하자

(전재희보건복지가족
부장관)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
(신호성)

•자활 전달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김태완·전지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
성과 추진방향(변용찬)

•미국과 중국의 식품안전 협정 체
결사례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곽노성)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유형
화와 한국에의 함의(고경환)

•선진국의 아동 비만예방 정책과
시사점(김혜련)

한국의 건강형평성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의 사회경제적 사망 불평등 실태와 과제
(정최경희)

•성별 교육수준별 건강수명의 형평성과 정책
과제(강은정)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신호성)

•건강형평성에서 건강행태의 함의와 정책과제
(김혜련)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허순임)

건강불평등을어떻게
볼것인가?

(김창엽한국건강형평
성학회회장)

•도농 간 노인 일상생활기능장애
차이의 실태와 정책방안
(선우덕·오지선)

•지표로 본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장 식)

•일본의 의사수급 문제와 시사점
(오은환)

•일본의“새로운 저출산 정책 현
황”및 시사점(신윤정)

•주요 외국 비 리 의료기관의 거
버넌스(정 호)

한국 사회통합의 현주소와 미래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노대명)
•경제위기 이후 정책적 노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김태완·전지현)

•일자리 위기와 근로빈곤(이병희)
•교육격차와 사회통합(김희삼)

가족정책의 재조명과 과제

•통합·예방·맞춤형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김승권)

•가족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지역사
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을 중
심으로(박세경)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김유경)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가족정책의 대응방안(송
혜림 외)

한국사회통합의과제
와전망

(김문조고려대사회학
과교수)

2009년 가족정책의방
향과과제

(박숙자보건복지가족
부가족정책관)

•‘사회의 질’측정을 위한 사회 통
합지표 개발 및 제안 (이태진·박
은 )

•사회의 질을 고려한 사회통합 측
면에서의 소득과 고용실태 (김문
길)

•사회의 질을 고려한 사회통합 측
면에서의 의료·주거·교육실태
(우선희)

•우리나라 식품 이물 혼입 현황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정기혜)

•저소득층 건강보장 전략(신 석)
•미국 및 한국의 고령화: 세계 고
령화 위원회 권고안 재점검 (Paul
Hewitt)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
계획(MIPAA)의 향후 이행전략:
주요내용과 함의(정경희)

•중앙통제와 지방자치의 조화, 
국의 지역협정 체제(김보 )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동
향 및 시사점(이수형)

•가족정책의 성과공유를 위한
OECD Family Database의 구
축과 과제(고경환)

•캐나다의 통계품질 제고방안
(장 식)

•OECD 통계품질 관리정책
(도세록)

•EUROSTAT의 품질관리 요소에
관하여(손창균)

05월호
(통권 151호)

06월호
(통권 152호)

담배규제정책의 합리적 추진방안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정책의 추진방향
(최은진)

•금연구역 제도의 추진방향(정유석)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강은정)
•담배규제에관한국내법제도개선방향(황성기외)
•담배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 및
정책 홍보 방안에 대한 고찰(조형오·오미 )

담배규제정책의합리적
추진방안

(맹광호대한금연학회
회장)

•여성흡연의 현황 및 시사점
(서미경)

•양육수당 도입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신윤정)

•환경성 질환 및 어린이 환경유해
인자의 관리 동향(정기혜)

•일본의 장해기초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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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포럼
07월호
(통권 153호)

08월호
(통권 154호)

이달의 초점

2008 장애인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장애인의 폭력·차별실태(김성희)
•자애인의 복지서비스(윤상용)
•장애인의 사회 및 여가활동 실태(강민희)
•장애인의 결혼생활과 정책과제(오혜경)
•장애인의 보건·의료 실태(최미 )

권두언

장애인복지정책의현
황과정책방향

(고경석, 보건복지가족
부장애인정책국장)

정책분석

•담배반출량과 흡연율 변화 추이
분석(조재국)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평가(김미숙)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일본의 u-Health 동향(송태민)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 현황: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신윤정)

•흡연, 음주, 비만관련 품목의 국내
외 조세제도 동향(정 호)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건 분야의 질병양상
및 향후 적응대책

•기후변화 대응 보건사회분야 정책 개발 방향
(신호성)

•식중독 관리정책의 정책과제(김정선)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관리 분야 적응대책
(김동진)

•보건분야에서 기후 변화 대응: 서울시 사례
(권 아)

기후변화와보건분야
적응전략

(박윤형순천향의대
교수)

•농어촌 복지실태 및 정책방안(김
태완·우선희)

•일본 아동복지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내용 및 논의: 2009년 아동
복지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최진희)

•EU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김균
태)

•독일 노인입소시설에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회보험 그리고 민간
기관 사이의 역학관계(백인립)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신현웅)
•의료안전망의 재구성과 정책과제(신 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유원섭)

의료안전망확보를위
한정책과제(김창엽한
국보건형평성학회회
장,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비타민/무기질 관리 현황 및 정책
과제(정기혜)

•결혼 이주여성의 모자보건 및 모
자 양 현황 정책과제(김혜련)

•캐나다 Medicare의 신 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급여결정
(임문혁)

•호주 빅토리아주 정신건강 개혁
전략 2009~2019와 시사점
(강은정)

•해외 식품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인
정제도 고찰(김정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정경희)

•역모기제도 활성화 방안(김수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정책과제(이윤
경)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과 과제(이
소정·이수형)

•국내 치매 노인 유병률 현황과 위험요인
(조맹제)

노인복지정책의쟁점과
과제(이연숙한국노년
학회회장, 연세대

교수)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건강친
화적 재정정책(정 호)

•장사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김
수봉)

•유럽 비만헌장과 한국에서의 함의
(김혜련)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동향: 개호
보험 시행 이후의 주요 개정내용
을 중심으로(이서 )

•미국의 주택 구입을 위한 개인발
달계좌 프로그램(김경모)

09월호
(통권 155호)

10월호
(통권 156호)

11월호
(통권 157호)

보건복지통계의 현황과 과제

•보건통계 현황과 과제(장 식)
•패널조사 현황과 과제(손창균)
•수요/공급 측면에서 본 지역통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최봉호)

•국가통계의 품질진단과 향후 발전방향
(문권순)

•우니나라 조사업계의 현황, 과제 및 대응
(김춘석)

보건복지통계의현황과
과제(이승욱서울대학
교보건대학원교수)    

•노인의 의료이용 현황과 정책과제
(도세록)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
과제(고경환)

•유럽 주요국들의 진료지 지불제도
변화(허순임)

• 국의 보육서비스 성과관리체계
(박소현)

12월호
(통권 158호)

한국복지패널 심충분석(2009)

•한국복지패널(Koweps)의 개요 및 장점
(김미곤)

•한국복지패널로 본 복지수급 지표(김계연)
•한국복지패널로 본 건강 관련 지표(신재동.여
유진)

•한국복지패널로 본 주거복지 지표(오지현, 여
유진)

•한국복지패널 가중치 및 발전방안(손창균)

한국복지패널: 성과와
과제(김태성서울대학
교사회복지학과교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곽노성, 김어
지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
급 형평성 시계열 변환 분석
(이윤경)

•2010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최성은)

•미국의 공급중단의약품관리제도
현황과 시사점(박실비아, 채수미)

•중국 유랑아동 실태(김병철,
요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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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 & Focus
(주요 정책고객 및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
여하고자 주간으로 발행 합니다)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1호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노인의 소득 및 빈곤실태 정경희 9.11

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0년의 성과와 과제 김미곤 9.18

3호 건강보험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신현웅 9.25

4호 장애인 소득보장과 정책과제 윤상용 10.1

5호 담배세 인상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강은정 10.9

6호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한 국민의료비와 정책과제 정 호 10.16

7호 OECD국가 행복지수 산정결과로 본 우리나라의 행복수준 김계연/윤강재 10.23

8호 한국의 의료이용 변화추이 도세록 10.30

9호 OECD국가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동향 신윤정 11.6

10호 지속가능한 경제복지 지표: 복지GDP 홍석표 11.13

11호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및 정책과제 최현수 11.20

12호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신 석 11.27

13호 이혼율의 국제비교 김미숙 12.4

14호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정기혜 12.11

15호 사회통합의 실태와 과제 노대명 12.18

16호 건강분야 사회적배제 변화추이 신호성 12.24

17호 노인의 치매실태와 대책 오 희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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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사

전화조사

조사실적
조사명 모집단 표본규모 조사기간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01.09~01.21

변화에 관한 조사 택총조사구⌟자료 1,300명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257개 조사구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택총조사구⌟자료 약 15,000가구 03.10~05.02

아동가구 4,901가구

한국복지패널 4차 조사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약 6,500가구 04.18~07.15
택총조사⌟90%자료

한국의료패널 2차 조사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약 7,800가구 05.19~10.12
택총조사⌟90%자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조사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6,000가구 6,000명 04.30~06.30
택총조사⌟자료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320개 조사구

06.23~09.04
택총조사구⌟자료 약 16,000가구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추정
통계청⌜2008 주민등록

서울지역 25개구
설문조사

인구⌟의 서울시 권역별
54개동 500명

08.24~09.11
성·연령별 인구 자료

2009년 전국가족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15,000가구 06.23~08.17
택총조사구⌟자료

2009년 전국 결혼동향조사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10,000가구 05.22~06.25
택총조사구⌟자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행안부·법무부 DB자료 전국 결혼이민자전수 07.09~09.10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전국 1,000가구 10.12~10.30

실태조사

노인보호 실태조사
통계청⌜2005년 인구주 전국 만 65세 이상

11.20~12.13
택총조사구⌟자료 노인 약 7,000명

제4차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서울시 등록 DB자료
서울지역 25개구 ’09.12.14~
404개동 약 14,000가구 ’10.02.11

조사명 표본특성 표본규모 문항수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서울시 거주 0~6세 자녀양육 모친 1000명

1000 34
(09년 전국 만 6세이하 인구추계 표본 추출)

2008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 사업장별 각 200명씩 600명 600 26

모의적용사업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담배가격제도에 관한 조사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09년 전국

1000 16
인구추계 표본 추출)

자연장 제도 인지 및 태도, 전국 30세 이상 남녀 1,200명(09년 전국
1200 26

자연장제도 활성화 방안 인구추계 표본 추출)

시흥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대한 시흥시 30세 이상 남녀 1000명(09년 시흥
1000 43

시민의식 조사 신 주민등록인구 표본 추출)

Ⅲ. 기타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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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조사 조사명 표본 특성 표본규모 문항수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료이용행태에 서울시민 20세 이상 남녀 500명
500 19

관한 시민의식 조사 (09년 서울시 인구추계 표본 추출)

서머타임도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1000 35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식중독 환자수 추정을 위한 1차 조사
전국 만0세 이상 남녀 1000명

1000 29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금연구역확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전국 만 20세~59세 남녀 500명

500 43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전국 20세 이상 남녀 700명(09년 전국
단골의사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구추계 표본 추출), 의료수급자 300명 700 26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양육비용지원에 관한 부모의식조사
전국 만 5세이하 자녀의 부모 1300명

1300 65
(09년 전국 만 5세이하 인구추계 표본 추출)

올바른 항생제 사용 소비자 인지도 조사
전국 20세~69세 남녀 1000명

1000 46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식중독 환자수 추정을 위한 1차 조사 전국 만0세 이상 남녀 1000명
1000 29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산재요양환자 재활욕구에 대한 의식조사 산재요양환자 중 500명(’08 5.20~
500 62

’09 6.9 1년미만 산재요양환자 내부자료)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 조사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가정
1000 12

1000명(교통안전공단 지원유형별 내부자료)

장애인 부모(가족) 500명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내부자료),

500 14
전국 20세 이상 500명(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응답자 중
140 12

사후조사 140명(내부자료 기혼, 미혼)

국민기초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
1000 21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에 대한 전국 20세 이상 남녀 3천명
3000 42

국민체감도 조사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전국 20~30대 기혼여성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주민의식조사(비수혜자/수혜자) 비수혜자 1천명(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3000 28

추출), 출산장려금 수혜자 2천명(내부자료)

의약품 소비통계관련 의료기관 조사 의료기관 1천개소, 약국 1500개소(내부자료) 2500 5

민간의료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
1000 29

국민의견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녹색생활 관련 인식조사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

1000 48
(09년 전국 인구추계 표본 추출)

2009년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조사 의료기관 1000개소, 약국 1000개소
2000 4

협조 요청 (내부자료)

중소병원의원 대상 설문조사 협조 요청 전국 병의원 400개소(내부자료) 400 8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모의적용 사업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이용자 240명(내부자료) 240 11

이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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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보건의료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5년제정된지역보건법에서는각지역단위로지역의보건의료문제를스스로진단하여지

역실정에맞는보건사업을기획하고실행함으로써해당주민의건강을보호하고증진하도록

규정하 음.

○그러나지방자치제하에서의보건소는중앙이원화된지휘체계, 전문인력및예산부족등의

이유로이러한환경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행정통합논의와함께기존의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보건조직의통합및

운 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한시점임.

○현행보건조직운 상의문제점을개선함과아울러대단위행정구역의출현과함께보건조

직을보다입체적이고유기적으로운 할필요가있음.

○아울러지역주민의보건의료욕구를보다효율적으로파악하고, 행정통합에따른예산및

대상인구의확대등의외형적조건의변화에맞추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안이강구

될필요가있음.

■따라서본연구는현지역보건의료정책을평가하며적절한개선방안을찾는것을그목적으

로함

○지역보건의료조직의예산, 인력, 사업내용, 사업수행방식등의현황을분석함.

○현재논의중인행정구역통합, 그리고이에따른사전준비로서보건의료조직의효율적인

정비방안을논의하고자함.

○새로운보건조직의형태와운 방안에대한다양한대안을제시하고대안별장단점을분석

함.

✚ 기대효과

■지역보건의료정책에대한포괄적이고체계적인현황분석및정책적제안을통하여수요자중

심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기여

■지역사회주민의보건의료욕구충족과보건행정의효율화를위한정책수립에기여

19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〡이상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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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희귀난치성질환은진단과치료가어렵고, 고액의의료비지출로경제적부담이과중할뿐만

아니라치료제가개발되지않은경우도있어보건의료수요를충분히만족시키지못하고있음.

■정부는 2001년부터희귀난치성질환자를대상으로의료비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건강보

험급여서비스에대해서만본인부담금을경감하고있어비급여의약품, 비급여서비스등에대

해서는전액본인부담하고있음.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는개발비용이높고약가가높아시장도입과정에서장벽이높고, 도입

이후에도재정부담이커서환자의접근을어렵게하는특성이있음.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는고가인특성이있어보험약가협상과정이길어짐으로인하여시장

공급이지연되기도하고, 허가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시판되지않는경우도있어, 공급의

안정성이취약함.

○희귀난치성질환자의진료비중 53.9%를차지하는것이주사료로서, 약물치료가희귀난치성

질환치료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희귀난치성질환자가원하는정부지원서비스에대한조사결과 26.7%가비보험의약품비

용의지원을원하는것으로나타남.

■현재까지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에관한연구는의료비지원사업에초점을맞추거나희귀질환

연구에관한것들로서, 희귀질환치료제에초점을맞춘연구는없었음. 따라서희귀질환치료

제의공급활성화와환자의접근성제고에초점을맞춘연구가필요함.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의원활한공급을위해제약기업에대한적절한유인과제도적개입방

안

○고비용의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에대한보험급여및환자의재정부담완화방안

✚ 기대효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의료이용및치료제이용에서의문제점파악

■희귀난치성질환자의치료제및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대안도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제 접근성
제고방안

연구책임자 〡박실비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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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산업중심구조의변화및세계의료시장규모확대

○우리나라경제는서비스산업중심구조로전환중에있으며특히의료서비스는대표적인지

식기반서비스산업임.

○세계의료시장은 40조원규모로급팽창하고있어최대규모산업중의하나로발전

■상당한분야에우수한의료인력과최고의료기술및장비보유

○특정한분야(위암, 간암수술등)에있어서는국제적인경쟁력보유하고있으며, 해외환자유

치를통해국제수지를흑자로전환하고시장자체규모를확대시킬필요성대두

■최근해외환자유치를위한조치수준은아직도미흡한실정임.

○의료법개정을통해해외환자소개, 알선, 유인행위등에대해금지를해제하는등규제완화

조치가취해졌으나아직도규제가완화되어야부분이있고이시장자체의확대를통하여일

자리창출, 종사인력의처우개선, 국내환자의서비스질향상등개선의여지가많음.

■한편해외환자의적극적인유치를위해서는해외환자들의의료수요에대한자료및정보의확

보가필수적임.

○외국의의료진, 환자, 의료관광에이전트등이국내의료환경에대하여어떤생각과정보를

가지고있는지연구할필요가있음.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러시아등잠재적인의료수요창출국가를비

롯하여경쟁국으로부터국내의료분야의기술수준, 비용, 접근용이성, 준비상태, 강점과

약점등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민·관차원에서단·중·장기적으로보완할사항파악이

필요함.

✚ 기대효과

■해외환자유치를위한기초자료수집

■의료기관수익성제고로의료서비스수준향상

■수요확보를통해다양한의료서비스의지속적제공

■의료관련국제수지흑자전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고용및부가가치창출

194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책임자 〡조재국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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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건강증진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위험요인에대한국가적관심증대

■식품안전분야에도사회위험요인존재

○식품안전분야도사회위험을유발하는요인이존재하는데예를들면 GMO의안전성문제와

그에따른표시확대여부, 방사선조사가식품안전에유리할지여부등에대한과학적근거

에입각하지않은사실이공론화될때사회위험요인이될수있음

■식품안전분야사회위험유발요인인지및개선방안마련

○국민의갈등을초래할수있는식품안전분야의사회위험요인에관한올바른인지와이를개

선하기위한올바른정보제공등의해소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식품안전분야의사회적위험요인관리를위한중장기전략수립필요

○사회적갈등을야기할수있는식품안전분야의위험요인을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개선을

위한관리전략수립이필요

■식품안전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사회적위험요인을인지하고, 단계적개선을통해국가위

험발생요인을감소시킬수있는관리전략수립임.

✚ 기대효과

■식품안전분야의사회적위험요인및원인인지

■식품안전분야의사회적위험요인개선으로국정에대한이해증진

■식품안전업무에관한국민의신뢰감증대

■단계별로식품안전분야의사회적위험요인개선

■사회적위험요인개선에의한식품안전분야의선진화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연구책임자 〡정기혜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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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단체급식에는학교급식, 사업체급식, 보육시설및유치원급식, 병원급식, 사회복지시설급

식, 군대급식등이포함되며, 단체급식이용인구의증가로단체급식이국민의식생활과건강

에미치는 향이커지고있음. 특히최근소비자의욕구는식품위생이향상되고 양과건강

이고려된음식의공급을요구하고있음.

■단체급식의대상과종류가다양함에따라관련부처도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

부등으로여러부처가단체급식의관리와지원을하고있으나급식관리의기준과관리체계는

각부처별로독립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급식을통한국민식생활향상과건강증진을위한공

통의대처에미흡함.      

○급식시설이용대상및규모, 급식형태(직 /위탁)의다양성으로인한관리체계의다양성과

법제도상의제약으로급식이용자의 양관리에제약이따르고있음.  

○식생활이주요한원인이되는비만과만성질환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국민들의이용

이높은단체급식을보다건강지향적으로제공하도록유인하기위해서는관리체계와이를

지원하기위한제도적장치의개선이수반될필요성이높음.  

■특히, 유아기와학동기는식습관이형성되는중요한시기로성인기이후식생활에기인한

질병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보육시설이나학교의단체급식의 양관리를보다건강지향

적으로개선하기위한여건과제도적장치의마련을위한정책적연구가요구됨. 

■본연구는우리나라단체급식의규모, 양관리의현황과문제점, 관련정책과제도를종합적

으로진단하고, 급식환경의변화, 소비자의기호변화, 건강지향적욕구에부응한단체급식의

양관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 기대효과

■ 단체급식을통한건강증진, 건강지향전략도입에기초자료제공

■단체급식의 양관리수준제고와선진적관리기반구축에활용

■단체급식에대한소비자의불안감해소, 신뢰성향상

196

단체급식의 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연구책임자 〡김혜련 연구위원

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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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09 연차보고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정책수립과정에서규제 향평가는매우중요

○WHO와 FAO에서는식품안전관리 4대원칙중하나로규제 향평가를제안

－4대원칙: 위해성분석(risk analysis), 농장에서식탁까지(farm to table), 규제 향평가(regu-

latory impact analysis), 투명성(transparency)

○규제 향평가는위해성평가와함께, 식품안전에대한정책적판단이정서적·정치적으로

치우치지않도록하는제도적장치

■규제 향평가가식품안전정책의품질제고에기여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상당

○규제 향평가서작성이실제정책결정과정에서는별다른 향을미치지못하는상황

－어린이식생활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업계의 반대가 심하다보니 당초시행하기로 했던

신호등표시제, 광고제한등이연기되는등설득을위한합리적근거를제시하는데한계노

출

○우리의규제 향평가제도는선진국과달리합리적정책대안을찾는과정이기보다는결정

된정책을마무리하는행정적절차정도로활용

－선진국의식품안전기구는규제 향평가를정책을논의하는하나의틀로서입안단계부터적

용

○규제 향평가의필요성에대해현장의인식은부정적

－합리적대안을찾고이해관계자를설득하는것보다는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통과하는것

이주목적

■현행규제 향평가에대한인식도조사와선진국과의비교연구를통해, 규제 향평가가실제

정책의품질제고에기여할수있는방안제시

✚ 기대효과

■식품안전에대한합리적의사결정을통해국민들의과도한불안감해소

■정책결정의시스템화를통해국가의정책품질수준제고

■합리적의사결정을통해소비자의식품안전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 식품산업경쟁력제고도모

안전규제 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책임자 〡곽노성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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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교역의증가로식품및식품첨가물의수입이증가하고있고이로인한식품안전을위협하

는멜라민, 다이옥신과같은신종유해물질에의한범세계적식품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어사회적불안요인이되고있음.

■특히다이옥신, PCBs 등의내분비계장애물질이나아크릴아마이드와같이식품조리중생성

물질, 용기포장에서유래되는독성물질등신종유해물질로인한국민의불안감은정부의식

품안전정책에대한불신감으로이어짐으로잠정적인위험까지사전예방하고위해동향을예

측하여식품으로인한위해를최소화할수있는정책마련이절실한실정임

■식약청에서는유해물질관리단을조직하고국내외알려진유해물질에대한위해분석및관리

방안을마련하고있음.

■현재까지의유해물질모니터링은단발적인모니터링연구사업에의존되어왔으나지속적이며

주기적인재평가작업이수행되고있지않음.

○식품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는잠정적인위해물질과위급상황으로이슈가되고있는위해

물질에대한정부차원의연차별중장기모니터링계획수립이필요함.

■주요유해물질인아플라톡신과같은곰팡이독소, 다이옥신등의환경유해내분비계장애물질,

MCPD, 아크릴아마이드, 니트로사민과같은가공중생성독성물질, 중금속등의유해물질들

의위해평가결과를토대로잠정적또는위급상황의모니터링관리대상물질을선정하여중장

기모니터링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 기대효과

■선진화된식품안전관리체계제시

■식품안전사고의조기대응체계마련

■모니터링제도개선및효율성증대

■정부의식품안전감시능력향상

198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〡김정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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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사회보험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강보험이도입된지 30년이경과하 지만 OECD 선진국과비교하면건강보험은아직많은

과제를안고있음. 

○보장성: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약 63%(국민건강보험연구원 추정)의 보장률로

OECD 선진국평균의약 80%에비해현저히낮음.   

○재정: 2008년말기준누적적립금이약 2조원(2009년 1년지출추정: 약 31조 8천억원)에불과

하여보장성확대에한계가있고예기치못한상황(예: 전염병등)에노출될경우건강보험

재정에심각한위기를가져올수있음. 

○지불보상체계: 우리나라건강보험은도입이래비용조장적인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방식의지불제도를운 함으로써급여비가매년급증하고있음(2008년을제외하고지난 5년

간매년약 18%씩증가).

○보험료부과체계: 2000년건강보험이단일보험자로통합되고 2002년부터는재정까지완전

히통합되었지만직역간(자 자와근로자) 이동시보험료부담이현격히차이나는등부과

의형평성이담보되지않아극심한민원의대상이되고있음. 

○수가의적정성및수가계약방식: 수가수준에대한공급자와소비자간현격한시각차로매

년년말차년도수가협상때마다몸살을앓고있음.   

■따라서본보고서는건강보험의정책현황을살펴보고과제를도출하여건강보험의중장기발

전방향을직시하고자함. 

✚ 기대효과

■건강보험도입 30년이경과한즈음향후건강보험의현실을재검토함으로써향후건강보험발

전방향정립

■보장성강화, 재정안정화, 지불보상체계의개편, 수가의적정성검토, 부과체계개편등세부

중점과제들에대한향후개편방향을적시함으로써건강보험내실화도모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연구책임자 〡신 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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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차의료안전망인건강보험과 2차안전망인의료급여제도가지속적인보장성확

대등을통해의료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노력을해왔음.

■하지만정부의이러한지속적인사각지대해소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보장성은선진국수

준에비해여전히낮고, 저부담-저급여로시작한건강보험은낮은보장성이계속적인문제점

으로지적되고있음. 

■1, 2차안전망의부족부분을채우기위해긴급의료비지원제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

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등저소득층에게다양한의료비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저소득

층의료비지원사업도사각지대를해소하기에충분한지원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 사업마

다대상자선정기준, 관리운 체계가달라사업의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측면에서보완필

요함.

■정확한의료보장의사각지대진단을통해이를해소하기위한건강보험,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민간의료비지원사업등각각의역할이해소방안마련이필요함.

○기존의료의사각지대에대한현황이나분석등은단면적인분석(Cross-sectional Analysis)들

에대한조사를통한의료의사각지대현황분석

○질병으로인해빈곤층으로전락하는계층에대한동태적인분석(Longitude Analysis) 등을통

해의료와빈곤등사각지대와의관계에대한심층적인분석

○최종적으로의료보장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정책제언

✚ 기대효과

■기존의단면적인분석을넘어정확한사각지대원인을파악함으로써원인에부합한사각지대

해소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200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향

연구책임자 〡신현웅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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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연금기금의거대화로인해국내투자의한계점에도달하여해외투자를본격화해야할시

점임.

○국민연금은지난 2~3년동안해외투자를본격적으로시작하 으나, 로벌금융위기로인해

기존해외금융자산의일부를매각하고추가투자는전면중단한상태임.

○지난 2~3년간해외투자는미국시장을중심으로몇몇투자기관에위탁하여투자를해왔음.

■ 로벌금융위기의파급효과는세계금융시장별로차이가나는것으로보고되어, 국가간금융

시장의동조화의정도가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음.

○따라서, 분산투자는상품에국한되지않고, 세계금융시장별로분산투자하는것을고려해볼

필요가있음.

■본연구는 2008년 로벌금융위기의여파가주요선진국금융시장에어떤 향을어느정도

미쳤는지를분석하는데목적이있음

✚ 기대효과

■현재금융위기로인해해외투자는전면중단된상태이고국내주식투자또한비중을동결시킨

상태임. 

■국내국공채투자만이유일한대안으로부상한상태이고, 정부도향후투자방안에대한대안을

마련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국내투자의집중으로인한파급효과와이를극복할수있는대안적해외투자방안을도출하여

기금운용의중장기방안을제시함.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연구책임자 〡원종욱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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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기초보장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위험및갈등의증가및경제위기로인한사회적갈등심화

○ 1990년대이후세계각국에서공통적으로사회적위험및갈등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 2008년시작된경제위기로사회통합을위한물적기반이더욱약화됨.

○경제위기로심화된사회적위험및갈등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요구되는상황임.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기본방향제시의필요성

○대통령은광복절연설에서친서민중도실용정책을발표하여사회통합을실현하고자함.

○이념통합, 계층통합, 지역통합, 세대통합을위한중도실용정책이효과성을발휘하기위해

서는국민의가치를반 하고실증자료에기초한방향설정이필요함.

○사회통합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는사회통합을위한국민가치(이념)의통합과

물적기반의통합, 두가지차원을모두고려해야함.

○본연구에서는사회통합에대한국민의가치에대한분석과객관적인실태분석, 외국의사

회통합정책사례분석을통해정부의사회통합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함.

－주관적인차원의사회통합의기본방향을제시하기위해국민의식조사를실시하고그결

과를통해이념통합의방향을제시하고자함.

－객관적인차원의사회통합의기본방향을제시하기위해집단간차별실태와계층간사

회·경제적불평등실태를분석하여지역통합·세대통합·계층통합의방향을제시하고자

함.

－외국의사회통합정책의기본방향및효과성에대한분석을통한기본방향설정의함의를

제시하고자함.

✚ 기대효과

■사회통합을위한중도실용정책의이념적방향성설정의기초자료로활용

■사회통합을위한중도실용정책의정책적방향성설정및우선순위선정의기초자료로활용

202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연구책임자 〡김미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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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009 연차보고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섹터는 <비 리부문> 또는 <우애의사회공간>이라불리는 역을지칭하며, 이는시장경

제와공공경제를매개하며그로인한충격을완화하는중요한사회 역으로주목받고있음.

○현재세계각국이고민하고있는세계체제의미래와관련해서주목받고있는폴라니의호

혜의경제또한이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제3섹터는 다양한 형태의 비 리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제·사회 역을 통칭하며, 21세기

세계각국에서주요한 역으로자리하고있음.

○유럽의경우, 제3섹터의고용규모는전체취업자의 7%~8%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이

역은고용기근(job penury) 사회에서새로운고용창출 역으로주목받고있음.

○우리사회에도비 리민간단체나자활공동체나사회적기업그리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

다양한조직들이이러한 역에근접하고있으며, 이를활성화시키려는시도가활발하게

진행되고있음.

■우리사회도최근사회적경제에대해높은관심을갖고있지만작은고용규모와발전방향의

부재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음.

○먼저제3섹터의고용규모는전체취업자의 4%에미치지못하고, 부가가치로는 2%에미치

지못하고있음.

○이어한국의제3섹터는자활사업이나사회적기업지원정책등국가주도의정책으로추진

되는과정에서비 리부문으로서의특성이약화되고정부지원에의존하는경향이확산되

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서구각국의제3섹터에대한고찰을통해, 그것을이끄는시민사회기반과

지원정책의특성등을살펴보고, 한국제3섹터의현황을진단하고, 향후발전방향에대한시

사점을 도출하고자함.

✚ 기대효과

■향후세계경제가직면한위기상황이해소되더라도고용및복지문제와관련해서새로운대안

모색은여전히중요한과제

■한국제3섹터의발전방안모색은새로운고용창출전략과사회적자본확충을토대로한지역

복지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한국의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고용창출 잠재력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〡노대명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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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7년부터시작된금융위기의여파는 2008년과 2009년을거치며세계여러나라로파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역시경제위기의한파를피해가지못하는실정임

■ 2000년도입된기초보장제도는위와같은위기상황하에서저소득층을지원할수있는최후의

수단이라할수있음

○그러나제도도입이후 10년의기간동안많은변화를겪어왔지만여전히기초보장제도의사

각 지대가존재하고생계보장의수준은미미한것으로보고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지난 10년간기초보장제도내생계보장의변화와역할에대해살펴보고기초보

장 제도내에서의생계보장의의미를평가하고자함.

○특히외국의생계보장인기본생활의개념과생계보장의관계를함께분석하여그함의를

도출하고자함.

✚ 기대효과

■기초생활보장제도내생계보장의역할및장기적발전방안모색

■ 10년간제도평가를통한생계보장과다른급여들과의관계정립을위한방향제시

204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의 의미와 평가

연구책임자 〡김태완 부연구위원

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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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2000년주택보급률은 96.2% 으나그간지속적인주택공급으로 2008년 109.9%로

증가하 으나서울, 수도권의주택보급률은아직 100%에미달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 2010년부터주택바우처가시행될예정이며이는수요자중심의직접적인정책수단으로주거

서비스의현물급여특성을고려하여제도본래의목적인주거안정성제고방안으로더욱효율

적및효과적일것으로기대되며, 2000년부터실시된우리나라의대표적공공부조제도인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최저소득층에게최저수준이상의주거확보를유도할수있었다는점

에서주거급여제도신설의의의가있으나주택바우처도입을앞둔상황에서주거안정목적달

성을위한주거급여제도의위상정립이필요함.

■본연구는주거보장(housing security)이주거(住居)의안정을꾀하는사회의집합적인노력으

로이는법이라는형식을통해권리·의무의주체를명확히하게되는데주거복지실현을위

해기초법에명시된주거급여의내용과실제를통해주거보장의측면에서기초보장제도의목

표가적절히구현되고있는지그리고다른주거복지정책수단인제도들의문제점을점검하고

제도간연계성및제도별건강성제고를위한개편방안을마련하는것이연구목적임.

✚ 기대효과

■주거보장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를위한주거정책의주거안전망의방향제시

■취약계층및서민층에대한주거실태및원인분석을통해자립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

■수요자지원방식주거급여제도발전을통하여시장활성화

■다양한주거지원정책의합리성제고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책임자 〡이태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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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부터실시된기초보장제도는기존의생활보호제도와달리수급의권리성을강화하고

자활계획의수립을통한탈빈곤의의미가강조된제도로서도입

○특히근로능력이있는자에게도최저생활을보장한다는‘최저생활보장’과‘자립기반조성’

이라는목적을갖고출발한기초보장제도에서자활사업은가장특징적인사업으로규정될

수있음. 

■그러나자활사업은그동안기대되었던성과를보여주지못한채제도의개편이정체되는한

계상황에직면. 

○자활사업은첫째, 자활사업의취업성과부진,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취업빈곤층

의의존성증가등크게두가지측면에서성과산출에어려움을겪음

■근로빈곤층의지원정책과관련하여기초생활보장법도입과정에서부터핵심적인주요쟁점이

었으며현재까지도각부처, 전문가등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음.

■본연구는근로빈곤층의탈빈곤내지는적극적인자활지원이라는목표하에자활사업의방향

성을재설정하기위하여자활사업의운 현황및실태에대해면 히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함.

✚ 기대효과

■ 자활지원사업의운 실태점검과문제점도출을통한제도의효율화방안모색

■ 보다거시적안목에서근로빈곤층의탈빈곤을촉진할수있는정책패러다임마련

206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책임자 〡노대명 연구위원

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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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7년 IMF 경제위기를겪은이후부터우리나라는빈곤, 불평등, 그리고양극화문제가심각

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이와관련한정책적수요는물론이고학술적인관심도증대되고

있음.

○그러나대부분의빈곤, 불평등에관련된연구들은단발적인연구에그치고있어관련시계

열자료를한번에찾아보기어려운것이현실이었음.

○따라서관련정책입안자나연구자들이손쉽게이용할수있는포괄적이고체계적인통계

자료에대한필요성이컸다고할수있음.

■이에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는 2006년부터빈곤및불평등에대한통계연보를생산, 발간하기

시작한이래기초보장평가사업의지속과제로써매년빈곤통계연보를발간해오고있음.

○지금까지 4개년에걸쳐발간된빈곤통계연보는생산하는통계의종류와분석방법에있어서

조금씩의발전을기하고있으며, 특별한수요가발생할경우에는이를반 하려노력해왔

음.

■본연구는지금까지 4개년에걸쳐통계의종류와분석방법상의발전을기해왔던선행연구에

2009년자료를추가하는것으로선행연구를승계하는것과사회경제여건변화에조응할수있

는통계자료를생산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음.

○빈곤, 불평등과관련된국내외의정책수요자와연구자들에게신뢰할수있는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정책입안과연구에있어서편의를기할수있게하고,

○궁극적으로, 이를통해우리나라의빈곤과불평등과관련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써의역

할을기대함.

✚ 기대효과

■ 빈곤, 불평등과관련된국내외의정책수요자와연구자들에게신뢰할수있는통계자료를제

공함으로써정책입안과연구에있어서편의를기할수있게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빈곤과불평등과관련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써의활용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연구책임자 〡김문길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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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0년대이래세계화의진전, 노동시장의구조변화, 가족형태의변화등에대응하여주요

선진복지국가들의빈곤대책이크게변화하고있음. 

○이로인하여, 기존의노인, 장애인등근로활동에취약한계층에대한보호를위주로하던

빈곤대책의기조와형태가, 근로빈곤층, 한부모등새로운빈곤에대응하기위한대책으로

강조점이변화하고있는실정임.  

○급여의형태또한전통적인공공부조위주에서세제지원(EITC), 욕구별급여의강화, 근로

지원등으로다양화되고있음. 

■우리나라또한노동시장구조와가족형태가급변하고있고, 특히최근에는신빈곤의문제가

크게제기되고있는만큼빈곤대책도이에조응하여발전해나갈필요성이있음. 

○주요OECD 국가들의빈곤대책동향과평가체계실태를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빈곤대책

수립에시사점을얻고자함.

✚ 기대효과

■환경변화가빈곤에미치는 향을분석하고, 주요국가의빈곤대책동향을살펴봄으로써, 한

국의빈곤대책수립방향성에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함.

208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연구책임자 〡여유진 부연구위원

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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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로장려세제(EITC)는 2006년말조세특례제한법상에입법되어 1년동안의준비기간을거쳐

2008년부터시행된새로운형태의소득보장제도임.

■근로장려세제는최근경제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한정책방안의하나로’09년기획재정부업

무보고시, 10대핵심과제중에‘<과제7> 서민생활안정지원방안’의첫번째세부추진과제

로보고된바있음.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의 명칭을 당초‘근로소득지원세

제’에서‘근로장려세제’로변경하는등주요정책목표중근로빈곤층에대한소득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의근로활동장려에초점을두었으나, 최근경제위기상황에따라소득지원부분이

재조명됨.

■본연구에서는근로장려세제시행후첫번째로급여가지급된 2009년을대상으로저소득근

로빈곤층에대한소득지원의관점에서근로장려세제시행으로인한효과성을평가하고자함.

■특히, ’05년부터근로장려세제도입방안마련시검토되었던다양한급여체계및’06년최초

입법당시급여체계, 그리고최근경제위기상황에서’08년세법개정에의해확대개편된급

여체계의소득지원관련효과를비교분석하고자함.

■또한, 근로장려세제의적용대상급여수준확대와관련된단기개선방안과더불어소득보장체

계내의정합성제고및근로장려세제의중장기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기초생활보장제

도와의연계방안을심층분석하여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함.

✚ 기대효과

■중장기적으로소득보장체계전반적개편을견인할수있는근로장려세제와기초생활보장제도

의연계방안과관련된정책대안을제시하고, 두제도의정책효과성및효율성을제고하는기여

■현행근로장려세제의소득지원효과를심층분석하여, 향후제도의확대개편방향수립에대

한실증적자료를제공

■근로장려세제와기초생활보장제도의연계방안모색을통해두제도간의유기적연계및신뢰

성제고를통해저소득근로빈곤층의복지체감도를제고하는데기여

근로장려세제(EITC) 효과성 평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방안

연구책임자 〡최현수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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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복지서비스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아동복지정책은정책의유형과서비스의종류는다양하나아동의복지욕구를충

족시키기에는매우제한적인정책이제공되고있음.

■최근가족규모축소, 여성의경제활동증가, 가족간유대약화및가족해체증가, 지역공동체

의약화등으로인한가족내돌봄공백이발생하고있으며, 더구나학력제일의풍토속에서학

교에서는학교부적응아동, 왕따아동, 각종중독아동, 학습중단아동, 폭력및비행아동이증가

하고있음. 아울러피해아동뿐아니라공격성, 분노조절문제등으로가해아동도증가하는추

세임.

■아동에대한지출은투자라는관점하에서OECD 국가등에서는아동에대한복지지출에대한

연구를활발히진행하고있지만우리나라에서는아직까지국제비교를통한아동복지현주소

를검토하는작업이활발하지않은상황임. 

■이에본연구에서는아동복지측면에서선진적인제도를갖고있는주요국가의아동복지정

책을분석하여이러한정책들이한국의아동복지수준제고를위한함의를도출하여향후정

책에반 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함. 

○주요국가로서 국, 미국, 스웨덴, 덴마크, 일본, 호주, 독일등을살펴봄. 

○선진국가들에서제공하고있는아동복지정책의유형과복지지출규모를살펴봄.

○각종제도가아동의삶의질에주는 향을분석함.

○한국의현실에적합한제도를진단함.

✚ 기대효과

■선진적인아동복지정책파악을통한우리나라정책의발전방안의기초자료로활용

■선진국의아동복지예산규모비교를통한우리나라아동복지확충규모추정

■실효성있는아동복지정책을통한복지욕구충족및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발달및육성지원

2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연구책임자 〡김미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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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저수준의생활을보장하기위한소득보장에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명확하게규

정되어있음. 그러나노인, 장애인, 아동등사회적으로취약한사람들이지역사회에서최저한
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요구되는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권리는법률적으로명확하게보장
되지않고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비용을의미하는‘최저생계비’개념을도입하여소득인정액이이에못미치는가
구를대상으로다양한급여를제공하고있음. 즉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최저생계비는소득보장에관한‘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

이라고할수있음.

－그러나, 소득보장과더불어사회안전망혹은사회보장제도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사회
복지서비스의경우, 스스로자립적인생활이어려운사회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국가가
이들의일상생활지원및사회참여를위해어느정도수준까지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해
야되는지를의미하는, 즉사회복지서비스에관한 '국가최소기준‘에대해서는명확한
개념정립및관련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사회복지서비스에관한국가최소기준을
설정하고자함.

○본연구에서는생애주기별 -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및노년기 - 욕구에따른보편
적(mainstreamiming) 사회서비스와이러한보편적인서비스가충족시키지못하는장애인,

여성등특별한욕구가있는대상에대한특별한사회서비스로서장애인복지서비스및여
성복지서비스의국가최소수준에관한기본방향및원칙을제시하고자합.

○본연구를통해설정된부문별사회서비스의국가최소수준의기본방향및원칙을토대로
2011년에구체적이고실제적인국가최소수준을제시하는연구를수행하고자함.

✚ 기대효과

■사회복지서비스에관한국가가제공해야할최소수준에관한기본방향과원칙을제시함으로써,

국가의복지책무성을확립함과동시에중장기사회복지서비스제도개선로드맵수립에기여
■생애주기에따른보편적사회복지서비스와이를보완하는특별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을통

해사회취약계층의자립생활및사회참여를촉진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〡윤상용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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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질적인사회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 이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대된 2000년대중반을

지나며, 다양한바우처방식서비스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등이도입됨에따라, 시장화

의기조와함께새로운사회서비스공급환경이구축되고있음. 

■이와같은제도들은‘선택’의기회를확대한다는제도운 의핵심요소를통해, 수요자중심,

이용자중심(user-centered)의새로운서비스이용환경조성이주요한목적이되고있으나, 실

질적인이용자의권익을담보할수있는포괄적인관점의제도의점검과설계가필요한시점임.

■ 2010년은바우처제도시행 3년을지나는시점으로서, 사회서비스분야에대한공공투자의초

기단계를넘어제도를안정적으로정착시키고, ‘사회서비스시장화’라는공급구도의변화로

야기되는문제점들의보완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최근지적되고있는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문제점과관련하여, 현행체계가공공복지정

책의궁극적목표인탈빈곤·자활·자립·보호등을성취하고있는업무수행체계인지, 실제

수요자에대한예방적, 통합적접근, 맞춤형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는지등에대한이용자관

점에서의점검이요청되고있음. 

■ 이에다음과같은연구목적을설정하고연구를진행하고자함.

○공공급여수급자·서비스이용자의체감도및만족도제고에 향을미치는제도적요인의

분석

○공공(행정체계), 민간(사회복지기관) 전달체계가갖추어야할기능과기제를접근성, 전문

성, 대응성, 통합성, 효율성등의차원에서평가

○수요자중심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재구조화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도출

－대표적인공공급여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관련제도운 개선방안제시

－이용자지원방식인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제도개선방안제시

✚ 기대효과

■경제위기상황에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를축소하기위한효율적대응체계마련에기여

■실질적인이용자중심의전달체계구축을위한제도운 방안의도출을통해공공정책에대한

국민체감도제고에기여

212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 에 관한 연구: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점검과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〡강혜규 연구위원

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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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95년「삶의질세계화」선언을계기로, 장애인복지를획기적으로증진시킬수있는종

합대책을마련하기위해 1996년총리훈령에의거, 1998년부터「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가공동으로수립하여추진해오고있음.   

■ 2차에걸친「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추진결과, 다양한장애인복지분야의체계적틀

을갖추고, 대상자및수급범위가전반적으로확대되고, 통합사회실현을위한법·제도의정

비가이루어져장애인의사회참여가확대됨. 

■본연구의목적은기존의 1·2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주요성과등을분석하고, 현

재진행중인제3차계획복지분야의과제별성과목표에따른추진실적을중간시점인 2010년

에점검하여, 이에따른향후추진계획을검토함으로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중간성

과와미비점을객관적으로평가해보고자함.

✚ 기대효과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중간점검을통한추진성과와미비점을객관적으로파악, 향후

추진계획시행및과제개발시기초자료로활용

■ 3차계획의성공적인추진으로장애인복지의최종목표인‘장애인의사회통합’에기여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연구책임자 〡김성희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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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원봉사활동에대한접근양식은시대변화는물론사회경제적, 문화적배경에따라상이한데,

일반적으로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의특성으로집약되고있음.

○그러나자원봉사활동에대한범국가적관심에도불구, 선진국에비해자원봉사참여가상

대적으로저조한수준이고, 지원조직의기능·구조·관리상의많은문제점이노정됨.

－초기의자원봉사관리조직들의관심은자원봉사활동에대한홍보와봉사자모집및수요

처개발, 그리고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측면에초점

－최근에는자원봉사자에대한교육과자원봉사활동가치의증진을위한인정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봉사활동의지속과유지를도모할수있는관리적측면에관심

■한편, 경제위기의여파로실업률이증가하고빈곤층이확대되었으며, 노인인구의증가에따

른노인일자리수요가급증하면서공공근로사업, 유급자원봉사, 사회적일자리사업등이정

부주도로시행되어왔음.

○이러한과정에서자원봉사로수행되어온활동 역의경계가모호해지고자원봉사의기본

원칙훼손우려가높아지면서자원봉사활동의인정과보상에대한정책적·실천적관심이

높아지고있음.

○자원봉사활동의인정·보상은자원봉사의순수가치를존중하는동시에봉사자들이투입한

시간과노동에대한감사의표시이며, 이들이더높은만족감을갖고지속적으로활동에참

여할수있도록유인하는주요기제가될수있음.

■본연구는자원봉사활동인정·보상체계의효용성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인정·보상체계의

합리적제도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 이를통해궁극적으로자원봉사활성화를근간으로

하는민간복지자원확충방안을모색하는것임.

✚ 기대효과

■자원봉사활동에대한합리적인정·보상체계를마련하기위한기초연구를수행함으로써사

회공동체가치를증진시키고, 민간자원을적극적으로연계·활용하여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사회서비스양적확충및질적향상을도모하는데기여할수있음

■장기적으로는분절적으로진행되고있는국가자원봉사활동정책의통합적, 효율적추진의단

초를제공함

214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자원봉사활동의 인정·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〡박세경 연구위원

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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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급격한변화속에서한국의자살률은OECD 국가중최고의수준에이르고있음. 

○ 2008년현재자살률(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은 26.0명으로 OECD 국가중최고의수준임.

자살사망자수는 12,858명으로전년대비 684명이증가함. 매일 35.1명이자살하는셈임.

■자살증가의원인은급격한경제사회변동에따른가치관의혼란, 고령인구의증가와이와관

련된사회안전망부족, 가족유대관계약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임. 

○대부분의개인적인신체심리학적요인이나사회경제문화적요인은현대의학이나경제적

여건상단시일내에개선하기어려운반면, 자살의 80% 정도가거쳐가는우울증등정신질

환은완치는어렵다하더라도회복은가능한경우가많은것으로보고있음.

－따라서우울증등정신질환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재활하는정책방안의마련이필요함. 

－결국자살은개인이선택에의해서하는것이지만, 자살하게된과정을살펴보면개인을

자살로이끈것은‘사회’임. 따라서자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인에대한심리정신

의학적인지원과함께, 사회전체적인여건이개선되어야함.

○그동안의자살예방대책과자살에대한국가관리시스템을개선했음에도불구하고자살률은

계속증가하고있어국가적차원의실효성있는대안마련이시급함.

－자살과정에대한보다명확한규명과함께효과적인근본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

■이에본연구에서는자살의원인과과정을심층규명하고, 국가적차원의자살예방대책을마

련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함.

✚ 기대효과

■실효성있는자살예방대책을마련하여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손실인인명피해를최대한줄임.

■사회에만연한생명경시풍조의불식과정신질환에대한인식변화

■사회안전과안녕을위협하는자살현상에적절히대처하고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한한국형

자살예방전략을수립함.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〡김미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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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인복지정책의개발과적용은현노인들의특성과미래세대의노인특성에대한이해를바탕

으로이루어져야함.

○수요자중심의복지정책개발을위해서는노인들의특성과미래세대의노인의특성을정확

하게분석하고이해할필요가있음.

○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로인하여노인인구의특성또한급속하게변화하고다양화하는경

향을나타내고있음. 

○현 노인세대는 우리나라의 과거 다양한 역사사건과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연령

cohort별로상이한인구특성및욕구특성을나타내고있음. 

－특히이와같은현상은베이비붐세대가노인세대로편입되는 2020년경에는노인의연령

cohort별인구및욕구특성은매우다양화할것으로예측되어지고있음.

■본연구는노인세대의삶의다양한 역별변화의분석을통해노인특성의변화의양상을파

악하고미래노인세대의삶을예측하고자함.  

○노인의건강, 경제, 사회활동및가족관계, 가치관등의 역별로노인의연령cohort별로특

성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를파악하고자함. 

○이를통해현노인복지정책의수요욕구반 정도를평가하고, 미래노인복지정책의발전방

향을제시하고자함.

✚ 기대효과

■현세대와미래세대노인인구의특성과욕구에대한이해를높여급속하게진행되는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인구특성에적합한노인복지정책개발의발전방향제시및기초자료제공

216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연구책임자 〡오 희 부연구위원, 이윤경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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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통계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건복지분야통계는국가통계로서의위상정립과더불어 1997년 OECD회원국에가입한이

후관련분야통계를국제기구에제출할의무를부여받음과동시에지속적인통계생산이이루

어짐에도불구하고, 보건복지통계의제출률은선진국에비해많이부족한상태임.

■또한, OECD 요구보건및복지통계로부터다양한지표를충족시키기위한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함에도현재는요구통계의생산과지표산출이합리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

임.

■선진국은강력한보건복지통계체계의확립을통한보건복지통계의효율적관리를위한보건

복지통계인프라를확충함.  

○미국은 county-state-federal-NCHS로연결되는보건통계체계보유

○호주는각주정부에 50명~ 60명규모의보건통계전문담당부서인 Health Information Center

를유지

○ 국은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HSCIC)이설치되어보건통계를생산

○일본은후생노동성내통계정보부의별도조직이보건복지통계를생산함.

■본연구는국내의보건복지통계의현황을파악하고, 국가통계로서의위상을재정립함과동시

에다양한이용자욕구와국제기구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함.

■그리고, 현재분산형국가통계체계하에서보건복지통계를합리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통

계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보건복지통계조직의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자함.

✚ 기대효과

■보건복지정책수요에대응한체계적인보건복지통계체계마련및통계생산비용절감

■관련부처간, 부처내, 단체간, 중앙과지방간의수평적, 수직적통계생산연계체계를마련함으

로써효과적인업무효율화추진

■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보건복지통계관리및생산체계확립

■범부처차원의보건복지통계종합조정기능강화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〡송태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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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변화, 기대수명의증가등사회환경의변화에발맞춰국내에서각종보건복지지

표를 산출하기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조사자료로부터 산출되는 각종 통계의

일치성및일관성의결여로인하여국제기구제출통계는매우낮은수준임. 

■특히보건복지부관련보건및복지통계의관리현황을살펴보면보건통계의경우보건복지

부정책통계담당관실의주요정책추진및관리사안인반면사회복지관련통계의경우해당

부서별로별도생산관리가이루어짐에따라연구자또는정책집행자의의도에따라매우혼

재된틀을적용하고있음.

■같은맥락에서통계청에서생산하고있는사회통계의경우타부처의사회복지관련통계와

일치성이떨어지며, 따라서이용자들의국가통계에대한불신이만연되어있음.

■따라서국내의보건및복지관련통계의일치성과신뢰성을담보하기위해보건및복지부분

의통계산출시적용되는용어나정의기준에대한표준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국제기

구에서권장하는용을발굴하여제시하는국제적표준화적업이필수적임.

■또한보건복지통계DB의구축및개편에대한표준화된모듈을제공할필요가있음.

■주요연구내용

○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각종보건복지관련통계의종류별특성에따라용어, 추정(추계)방

식에대한표준화기준을마련코자함.

○국외의보건복지통계관련지표에대한연구를통한국내관련지표를국제기준에맞도록

표준화하고자함.

○보건통계와복지통계의특성에따라공통부분의표준화및각분야별통계의정의, 기획,

산출까지의제반절차를 OECD와 EUROSTAT 등의국제기구에서준수하는절차에따라표

준화함으로써향후국제기구요구통계생산에능동적으로대응코자함.

✚ 기대효과

■연구사업을통해혼재된보건복지관련통계용어를표준화할수있으며, 이를통해국제적표

준통계산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통계용어정의의차이로인한각종통계의불일치성을해소할수있으며, 이를기반으로국내

의국가통계신뢰성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임.

218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〡손창균 부연구위원

Ⅳ. 2010년 주요 연구계획

09_연차보고서-4장  2010.4.8 9:15 AM  페이지218   mac⑤ 



| 보건의료연구 | 건강증진연구 | 사회보험연구 | 기초보장연구 | 복지서비스연구 | 저출산고령사회연구 | 보건사회통계연구 |

2192009 연차보고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입안자, 연구자그리고일반국민들의보건복지통계정보에대한관심은날로증가하고

있음. 이들의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체계적인그리고이해가용이한보건복지통계정보

의시계열적제공이필요함. 

■국내뿐만아니라국외및국제기구에서도우리나라의보건복지실태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

있으며, 매년각종통계자료를요구하고있음. 이를충족시켜줄수있는체계적인보건복지

정보의구축및제공이요구됨.

■선진국에서는보건복지분야별시계열적변화를통계와도표그리고이에대한설명자료를함

께제시하여이해를용이하도록하고있으며, 보고서를주기적으로발간하고있음. 

○이와같은노력은보건복지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을뿐아니라정책개발, 연구등에

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임.   

■따라서보건복지관련통계중활용성이높은통계를중심으로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하

고이들통계를통한보건복지동향을분석하여제시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우리나라의보건복지동향을지표를통하여살펴보고, 이들통계지표의제공체계

를지속적으로개선·발전시켜보건복지통계의이용도를제고하고, 정책발전에기여하는데

있음.

✚ 기대효과

■보건복지관련통계자료의활용도제고

■국제기구의보건복지통계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

■보건복지에대한이해도증대

■보건복지정책수립및연구의효율성증대에기여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0

연구책임자 〡장 식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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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화시대의정착과더불어지역별통계의필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음. 전국통계는지역

의특성을반 할수없으므로지역의현실에입각한통계가필요하며지역별의료자원및의

료이용통계는지역보건의료계획의기초정보로활용됨. 

■의료이용은지역에분포한의료자원, 주민의연령구조, 의료이용행태, 이환율등과 접하게

관련이있는데기존의국가전체를대표하는전국통계는국제사회및국제기구에서우리나라

를대표하는통계로필수적인부분이나각지역의특성에맞는정책의입안및집행에서는효

용성이높지못함. 그러므로시도또는시군구에서자체적으로보건사업을계획하고평가를

해야하는현실에서지역별통계의필요성이매우필요한상황임.

■ 2008년부터시행되는자치단체통합보건평가제도는시군구단위로보건사업종합평가실시

를목표로하며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등, 지역통계를기반으로함. 지역별통계를바탕으로

주민조사에의한건강상태의측정을목표로함. 이에대한표본의료기관을중심으로정확한

진단에근거한의료이용통계산출이가능함. 

○의료이용에대한실태파악을위하여주민조사를통한새로운통계자료의수집은많은시

간과비용이소요되고, 각지방자치별로조사를수행할때각 조사주체의조사방법에서

편차가존재하는점을감안할때기존의정규적이고과학적인방법에의하여수집한통계

자료의사용은지역간결과의비교에객관성이많은장점이있음.

○면접조사에의한의료이용통계는응답자의기억및직관에많은부분의존하여통계자료

가수집되는것으로질환의정확한진단에한계가있음.  

○각국의의료이용통계는의료기관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의료기관

조사자료를바탕으로한통계의산출은비교성과확장성을위하여꼭필요한부분임.

✚ 기대효과

■지역(시도또는시군구) 별로진단에의한상병별의료이용양상파악

■지역별건강증진정책수립에필요한중심적통계지표제공

■지역통계의활성화

■지역별특성화된보건의료정책수행기초자료제공

220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연구책임자 〡도세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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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행사

경제위기, 사회통합, 
그리고 공동번 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Beyond the Economic Crisis: Social Integration and Shared Prosperity)

○일시 : 2009년5월27일(수) - 28일(목)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소: 서울신라호텔 빈관루비홀

✚ 2009년 5월 27일 수요일

기조세션 Ⅰ 09:00~10:10

개 회 사‖ 전재희_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 사‖ 김세원_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기조강연‖ Neil GILBERT _ Professor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Services, UC Berkeley, U.S.A 

SESSION Ⅰ.  경제위기와 사회통합(미국, EU, 중국의 사례) 10:30~12:30

좌 장‖ 이혜경_ 연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발 표‖
10:30~11:00 Gary BURTLESS _ Senior Fellow, Economic Studies, Brookings Institution, U.S.A

11:00~11:30 David STANTON _ Chair, Indicators Sub-Group of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European Union  

11:30~12:00 Gong-Cheng ZHENG _ Professor, School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Renmin University of China

SESSION Ⅱ.  경제위기와 사회통합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의 사례)  14:00~16:00

좌 장‖ 김상균_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발 표‖
14:00~14:30 Karen ANDERSON_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Radboud University Nijmegen, Nether-

lands

14:30~15:00 Martin SEELEIB-KAISER_Professor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and Politics, University of Oxford, UK

15:00~15:30 Etienne WASMER_Professor of Economics, Sciences Po. Paris, France

2009년 국제회의 개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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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Ⅲ.  경제위기와 사회통합 (덴마크, 한국, 일본의 사례) 16:20~18:20

좌 장‖ 연하청_ 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발 표‖
16:20~16:50 Peter ABRAHAMSON_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6:50~17:20  변용찬_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획조정실장
17:20~17:50 Takanobu KYOGOKU _ Director-General,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Japan 

✚ 2009년 5월 28일 목요일

SESSION Ⅳ.  경제위기와 건강보험 10:00~12:00

좌 장‖ 한달선_ 한림대학교명예교수
발 표‖
10:00~10:30 김진수_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30~11:00 박종연_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ESSION Ⅴ.  경제위기와 국민연금 13:30~15:30

좌 장‖ 김진수_ 연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발 표‖
13:30~14:00 배준호_ 한신대학교일본지역학과교수
14:30~15:00 신진 _ 연세대학교경 학부교수

SESSION Ⅵ.  종합토론: 사회통합과 공동번 15:50~17:50

좌 장‖ 서상목_ 인제대학교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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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14:00~14:40 한국의국민연금과예술인의가입현황
발표 : 이용하_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선임연구위원

SESSION 2 15:00~15:40 문화예술인복지모델도입방안
발표 : 김태완_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SESSION 3 15:40~16:50 독일예술인사회보험제도
발표 : Dr. Jorg Peschner_Consultant within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incharge with the German-Artist Social Insurance

(독일노동사회부예술인사회보험담당과장)

SESSION 4 17:10~18:10 종합토론
김상호_ 관동대학교국제경 학과교수
김진수_ 연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박 정_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배금주_ 보건복지가족부연금정책과장
Mrs. Erika Huxhold _ Director within the Labour and Social Affairs Ministry

(독일노동사회부국장) 

Mr.Farid El Kholy _ Thonnes' personal consultant within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독일노동사회부정무차관컨설턴트)

독일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일시 : 2009년6월05일

○주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독일노동사회부방한대표단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

○주제 : 예술인사회보험제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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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6:00 세션발표및토론

사회_ 문진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교수)

SESSION 1 14:20~15:00 국의공공부조와최저생계비
Jonathan Bradshaw (Professor, University of York)

SESSION 2 15:00~15:40 일본의공공부조와최저생계비
Rie Iwanaga (Professor, Kanagawa University of Human Service)

SESSION 3 16:00~16:40 한국의공공부조와최저생계비
김미곤_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초보장연구실장

SESSION 4 16:40~18:00 종합토론
김상균_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
김성진_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과장
김용성_ 한국개발연구원재정성과평가실연구위원
엄기욱_ 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이상은_ 숭실대사회복지학과교수
정호원_ 보건복지가족부기초생활보장과과장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일시 : 2009년7월16일

○주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플라밍고연회실

○주제 : 최저생계비계측방식개선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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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NIPH - KIHASA교류세미나
좌 장： 熊川川걏（국립보건의료과학원경 과학부부장）

10:10~10:40 「의료이용과의료비패널조사의현황및과제」
정 호박사 (Dr. Young-Ho JUNG）

“ Recent Trends and Issue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Korea Health Panel Survey ”
Research Fellow, Health Policy Research Division, KIHASA  

10:40~11:10 「지역의료제공체제에의한사회편익의가치평가」
菅原琢磨박사, 경 과학부　서비스평가실장

“ Evaluation of Social Benefit from Regional Medical System ”
Chief, Health Service Assessment Section 

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s, NIPH 

11:10~11:40 「건강 향평가의현황및과제」
강은정박사 (Dr. Eunjeong KANG)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
제14조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 간 실무회의

○일시 : 2009년9월02일

○주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장소 : 코리아나호텔 로리아홀

○주제 : 금연(FCTC 제14조“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

가이드라인개발 (국가간실무협의)

NIPHㆍKIHASA 공동심포지엄

○일시 : 2009년12월18일

○주최 : 국립보건의료과학원(NIPH)·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주관 : 국립보건의료과학원(NIPH)

○장소 :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위원회회의실

○주제 : 개호보험제도의발전적모색과향후과제 - 일한개호보험제도의비교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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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Trends and Issues of Health Impact Assessment”
Associate Research Fellow, Health Promotion Research Division, KIHASA 

11:40~12:10 「사회관련요인의건강 향평가：자각적건강도에미치는사회관련요인의일한비교」
山岡和枝박사, 기술평가부　개발기술평가실장　

“ Study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Subjective Health

in Japan and South Korea”
Chie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ection  
Department of Technology Assessment and Biostatistics, NIPH  

● 오후

NIPH·KIHASA 공동심포지움
주 제： 개호보험제도의발전적모색과향후과제 - 일한개호보험제도의비교관점 - 

좌 장： 田田雅暢교수_ 죠치대학사회복지학과

13:30~14:00 일본개호보험제도의현황및향후과제　
후생노동성노건국진흥과土生生二과장

14:00~14:30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실시결과및향후개선계획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정배과장

14:30~15:00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정안정화및제도의발전적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우덕박사

15:00~15:30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구축및새로운전개
「가족개호」에서「사회개호」를거쳐「지역개호로」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복지서비스부　복지매니지먼트실　筒井孝子박사

저출산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국제세미나

○일시 : 2009년10월08일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

○주제 : 저출산과일-가정양립과의관련성을규명하여우리나라저출산대응정책의발전방향을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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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50 좌장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발표 : “Fertility Decline and Work-Life Balance :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_ Kazuo

Yamaguchi(Professor & Chair, Dept of Soci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USA) 

10:50~11:40 토론
김정호_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백선희_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신윤정_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안병주_ 보건복지가족부저출산인구정책과장
염유식_ 연세대학교사회학과교수

11:50~12:00 자유토론

14:20~15:50 발 표 (Presentation) 
좌 장 (Moderator)_ 온기운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 
발표자 (Keynote Speakers) 
1.  Julien DAMON (파리시앙스포교수)_“프랑스고령사회에서의저출산정책”
2. Ralf JACOB (유럽위원회인구통계국국장)_“EU와회원국의저출산정책”
3.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_"한국의저출산정책”

15:50~16:00 휴식 (Coffee Break) 

16:00~16:30 토론 (Discussion) 
강민규_ 보건복지가족부고령사회정책과과장
이삼식_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박창렬_ 국가안보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16:30~17:00 자유토론 (Free Discussion)

저출산정책 국제세미나:
한국과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시 : 2009년10월26일

○주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U연구센터(SNU-KIEP EU센터),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유럽위원회대표부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U연구센터(SNU-KIEP EU센터),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유럽위원회대표부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

○주제 : 저출산 (저출산현상에대한대응관련일찍이논의되었던유럽의경험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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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독일장기요양보험의개요와성과, 그리고문제들
/ Dr.Matthias von Schgwanenflugel (독일Fed.Ministry of Health)

-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요와성과
/ 권진희박사_건강보험정책연구원

-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향: 급여제도를중심으로
/ 김찬우교수_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과

- 한국, 일본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책과정및제도내용비교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대번중부운 센터_이광재센터장

- How Does Extending Public Health Insurance Affect Hospitalizations?                 

/ 이은경박사_한국조세연구원

- The Case of CHIP Expansions for Children

/ Kosali Simon_코넬대학교

- 개인의민 보험과개인연금선택간의관계연구
/ 이창우박사_보험연구원

- 재정방식차이에따른연금기금의경제성장견인효과
/ 박무환박사_국민연금연구원

- 퇴직연금도입기업의특성분석
/ 김원식교수_건국대경제학과, 신문식교수_명지전문대
/ 안승찬교수_미국아리조나주립대학교

한국과 독일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정책적 의미와 기능

○일시 : 2009년12월04일

○주최 : 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

○주제 : 장기요양보험

09_연차보고서-5장  2010.4.8 9:17 AM  페이지229   mac⑤ 



230

Ⅴ. 주요 행사

기초보장모니터링 포럼

- 전국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증

적인모니터링을위한현장실무자와의협조체계구축

- 지속적인현장실무자의정책의견을반 함으로써제도의신뢰성및건전성제고에기여

○ 1차(2.27) : 보육료지원사업등복지정책별대상자선정기준및선정방식개선방안논의

○ 2차(4.24) : 기초보장관리단운 및발전방안

○ 3차(6.25~6.2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이후환경에대한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환경에대한논의및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이전환경및실태평가

○ 4차(12.29) : 2009년정부의민생안정지원대책평가

저출산 고령화 포럼

- 저출산·고령사회관련현안에대한심층논의및이를통한다양한정책과제도출

- 국내 18개학회의학자들이다학제적으로저출산대책모색

- 학계에저출산문제분위기확산

- 발표논문들을저출산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 1차(4.24) : 노인주거수요와노인주거지원정책과제

고령자주거지원정책의현황과과제

고령친화모델지역사업의평가와향후발전방안

○ 2차(6.5) : 일본개호보험제도의운 평가및추진방향소개및한국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모색

2009년 분야별 포럼 개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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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포럼

- 정기적인 빈곤포럼의 개최를 통해 빈곤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

련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토론 활성화,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함

- 빈곤에 대한 이론적 연구부터 실증적 분석연구에 이르기까지 빈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빈곤의 원인 및 경로를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발전적인 정책방향 및 과제

를도출하고자함. 

○ 1차(2.26) : 경제위기에따른사회안전망및자활기반구축

경제위기에따른사회안전망구축방안

○ 2차(4.30) : 탈수급및수급예방을위한공공부조개선방안연구

장애인소득보장과고용서비스의연계동향및시사점

○ 3차(6.18) : 청년실업의원인: 직업탐색이론을중심으로

○ 4차(8.20) : 신흥복지국가의사적이전과공적이전

○ 5차(8.22) :  working poor 현실과희망플랜

○ 6차(9.19) : 임대료지원과경제적자립

주택시장전망과서민주거대책

○ 7차(11.6) : 우리나라노숙인연구와정책의과제

외국노숙인연구의동향

○ 8차(11.21) : 워킹푸어, 빈곤의경계에서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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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행사

행사명 개최일자 주관(주최)기관 장 소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대토론회 2009. 01.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통합ㆍ예방ㆍ맞춤형 가족정책

발전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2009. 03.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010년 보건·복지재정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2009. 04. 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9. 04.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2009. 04.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추진을 위한 금연정책의 방향 (후원: 보건복지가족부)

경제위기이후 자살실태와 대책정책토론회 2009. 04.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2회의실

어린이식생활안전의주요과제와
2009. 07.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전유성레전드호텔

종합계획수립방향에관한정책토론회 (식품의약품안전청)

Working Poor의 현황과과제 2009. 09.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한국일보

재활보조기구지급기준및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토론회
2009. 10.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의 평가와 과제 2009. 10.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맞벌이가구지원 정책토론회 2009. 10. 29 보건복지가족부 코리아나호텔

(후원: 여의도연구소)

능동적복지확충을 위한 보건복지
2009. 11.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통계발전방안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

민간의료비지원사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2009. 11.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최_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과 독일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의
2009. 12. 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적 의미와 기능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대회의실

후원_한국제약협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 에 따른
2009. 12.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기대효과와 과제 보건복지가족부

최저생계비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2009. 07.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랜드힐튼플라밍고연회실

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홈리스정책

대응동향에 관한 포럼
2009. 12.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정책토론회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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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일자 주관(주최)기관 장 소

자연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 2009. 03. 20 보건복지가족부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2009. 06. 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관한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기본구상에 관한 공청회 2009. 06.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2009. 08. 11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ㆍ미용관련학교학과 교과목 2009. 09.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이수규정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2009년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 공청회 2009. 10. 08 대한치과병원협회
병원 8층대강당

(보건복지가족부)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제도 2009. 11.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치과의사전문의수급 및 수련기관 2009. 12.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치과병원

실태조사 개선방안(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 지하1층 제1강의실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2009. 12. 16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안) 관련 공청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

행사명 개최일자 주관(주최)기관 장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2009. 05. 27 국민연금공단, 신라호텔 빈관

공동번 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27~5.2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0년 : 

도입 및 제도 운 평가를 위한 심포지엄 2009. 09.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고려대학교 경제 2009. 09.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연구소 공동심포지엄:고령사회, 현안과 과제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제2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2009. 09.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호암교수 회관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컨벤션센터

합리적인 담배규제정책 심포지엄 2009. 10.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IPHㆍKIHASA 공동심포지엄 2009. 12. 18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원 일본국립보건의료

협찬: 사단법인 과학위원회 회의실

에이진종합연구센터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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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개최일자 주관(주최)기관 장 소

2009년도 건강 향평가 1차 워크숍 2009. 03.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009년도 건강 향평가 2차 워크숍 개최 2009. 06. 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1회의실

여성 장애인 사회 참여
2009. 06.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전베스트웨스턴

확대사업 워크숍 레전드호텔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 워크숍 2009. 07. 02
보건복지가족부 대전베스트웨스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레전드호텔

2009 건강 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 3차 워크숍
2009. 07.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 회의실

보건의료발전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2009. 09.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팔레스호텔

2009년도 공중위생서비스
2009. 11. 05

보건복지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평가 및 정책 개발 워크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샤인빌리조트세미나실

아동 청소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009. 12. 18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
라데나리조트 2층

연계방안 마련 워크숍: 강원 아동권리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중위생업(자) 지원 및
2009. 03.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선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종합연구센터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2009. 12. 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능동적복지확충을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연구정책세미나
2009. 12. 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랜드힐튼플라밍고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9. 12.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플라자호텔

결과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보건복지가족부) 그랜드볼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2차 농어촌복지기본계획(안) 2009. 12. 22
보건복지가족부

그랜드힐튼

(2014~2014) 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워크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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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체결일자 주요 협약 내용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강화의 필요성 인식

덕성여대 대학원 2009. 01. 14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발전을 위한 협약
- 잠재능력 발굴을 위한 교육서비스 후원

(각 센터별 최소 10인에게 deu-care 서비스 5개월간 제공)
워싱턴대학교 2009. 03. 06 - 대학원생의 현장실습교육 제공
순천향대학교의약 - 의약품평가 교육을 위한 정보 및 인적자원의 교류
바이오인재양성센터

2009. 04. 06
- 기타 의약바이오프로그램 운 협력
- 우리나라 보건의료, 건강증진 및 관련분야의 공동연구 및 정보제공, 관련 연구사업의
개발 및 학술·연구활동에 대하여 협력

- 소속 연구인력 및 교원의 교류 및 위탁교육
고려대학교 2009. 05. 12 - 기타 양 기관이 보건의료 발전 및 기관운 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협력

- 협동연구공동추진
- 공동심포지엄개최 (2009. 09. 24): 고령사회 현안과 과제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류 협력 도모

경기복지미래재단 2009. 06. 19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 사회복지관련 정보 교류 및 워크숍 공동개최
- 기타 사회복지관련 제반사항 상호 지원
- 보건·복지관련 통계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정보제공, 인력 교류 등 상호
협력

통계청 2009. 08. 26 - 통계인력에 대한 교류 및 통계교육
- 조사인프라 공동 활용
- 통계정보화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09. 02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비패널 관련 협약
- 의료이용및의료비패널구축 공동연구
- 건강도시 및 건강 향평가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공동연구소 설치 및 운
- 인적자원 교류 및 각종 위탁교육 실시
-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순천향대학교 2009. 11. 13 - 공동세미나 개최 및 학술활동 지원
- 학술, 기술정보 관련 자료 상호 교환 활용 및 자문
- 연구시설, 장비, 시설, 공간의 공동 활용
- 건강 향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

숭실대학교 2009. 11.18(수)
- 사회복지 (IT기반 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 보험 분야 포
함) 관련분야의 공동연구 및 정보제공

- 관련 연구사업의 개발 및 학술·연구 활동에 대하여 긴 히 협력

경원대학교 2009. 12. 03

- 약학분야 교육·연구·기술·시설교류 및 인적교류
-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움 등의 공동개최
- 약학연구 관련 지식, 정보, 도서, 자료의 공유
- 상호의 연구시설 및 설비 이용시 편의제공

2009. 12. 18 - 공동연구, 인적교류, 통계 정보 공유 및 학술교류를 위한 교류협정
- 보건의료 현황과 현안과제에 관한 공동심포지엄 개최

■MOU  체결

일본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NIPSSR)

타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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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행사

○일시 : 2009년9월25일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

○내용 : 2010년연구사업추진계획에대한정부부처의정책수요수렴

■제1차보건복지가족정책연구협의회개최

○일시 : 2009년12월2일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

○내용 : 저출산정책현황과향후방향

이상 _ 보건복지가족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저출산관련연구동행과향후관제”

이삼식_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지정토론 : Pierre Moussy _ 주한프랑스대사관참사관

김두섭_ 한양대사회학과교수, 저출산대책포럼위원장

장혜경_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회조정본부장

정성희_ 동아일보논설위원

최경수_ KDI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저출산종합연구센터출범식및기념세미나

○일시 : 2009년5월9일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

○내용 : 다문화가족을초청하여멘토-멘티결연식을맺고, 아동,

결혼이민여성, 한국인남편에관한분과별토론회개최

○좌장 :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선임연구위원)

주제1. 한국생활에서의적응과지원방향

주제2. 한국가족관계의어려움과해소방안

주제3. 본국가족과의관계와애로점

주제4. 아동시각에서의다양한의견

○종합토론

■다문화가족초청토론회및결연식

기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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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  2009년9월03일~ 2009년9월18일 (16일)

○참가자수 :  15개국20명

Dominican Republic(1), East Timor(1), Laos(1), Madagascar(1), Bolivia(2), Senegal(2),

Equador(1), El Salvador(1), Honduras(1), Ukraine(2), Egypt(2), Zimbabwe(1), Kirgyzstan(1),

Tanzania(2), Turkmenistan(1)

○연수목적 : •연수국의보건의료정책수립능력제고를위한훈련기회제공

•보건의료사업운 , 평가및개선에관한기술과경험전수

•연수국의보건의료서비스질적향상에기여

○연수내용 : •강의

- 한국의사회·경제및보건의료발전개황

- 한국의의료보험현황과정책과제

- 한국의의료급여제도

- 한국의의약품정책현황

- 한국의국민건강증진사업의현황과정책과제

- 한국의인구정책과생식보건사업의현황

•국가별보건의료현황및그룹토의

•관련기관방문및산업시찰

■KOICA 보건의료정책프로그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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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제 초청 명사

2009. 3. 19 2009 보건복지 현안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_최원 )

2009. 3. 23 Human New Deal
미 브루킹스연구소(해 턴프로젝트 정책국장_Jason

E. Bordoff)

2009. 4. 17 이명박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현안 및 과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유일호 국회위원)

2009. 5. 21 보건의료정책의 현실과과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2009. 6. 18 웃음 치료의 효과 한국웃음임상치료센터(대표교수_이임선)

2009. 6. 30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정책 진념(전부총리)

2009. 7. 22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경기복지미래재단(이사장_서상목)

2009. 8. 19 합리성과 사회정의 꽃마을 한방병원(이사장_황경식)

2009. 8. 20 지금알고 있는 것을 그 때도 알았더라면 가톨릭대(명예교수_맹광호)

2009. 9. 24 건강사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국회위원_정의화)

2009. 10. 28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 건국대(석좌교수_김홍신)

2009. 11. 19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과제
강윤구(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학장, 전 사회정책수

석비서관)

2009. 12. 10 식약청 소개 및 식품안전정책 윤여표(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사초청특강

| 기타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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