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는말

최근우리나라는저출산·고령사회의영향

등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

회복지서비스의확충과기초노령연금의확대,

그리고사회보험의성숙등으로사회복지재정

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3년 1월 1일 국

회본회의의결을통해최종확정된예산은정

부 요구안보다 다소 증액되었다. 확정 예산은

신정부의 복지기조를 담고 있는 관계로 보

건·복지·노동부문이 97조 4천억원으로 가

장높은비중(28.5%)을 차지하고있으며당초

정부요구안보다 3천억원이증액되었다. 이에

반해 일반공공지출 1조 5천억원, 국방 3천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천억원이 감액

되었다.

앞으로신정부의복지공약실천등을고려할

때복지재정은더크게증가하리라본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새누리당이제시한공약

은평생맞춤형복지와국가책무강화를골자로

한다. 2013년확정예산에는이미대선공약중

0~5세 무상보육 예산(1조2504억원)과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강화(615억원), 저소득층사회보

험료지원확대(588억원), 육아서비스개선(451

억원),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395억원) 등이반영되어있다.

또한 대선공약에따른재원소요액은 5년간

131조4천억원(연평균 26조3천억원)으로 새누

리당이추정하고있다. 이러한 소요재원을위

해구체적인조달방안은예산절감및세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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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세제개편, 복지행정개혁, 그리고기타재

정수입증대등을제시하고있다.

한편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금년도경제

전망도 3%대의낮은증가가전망되고있어세

수기반마저도밝지않은상태이다. 새해보건복

지예산은 100조원(보건·복지·노동포함) 시

대를 맞아 복지재원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재원 마련은 일반적으로 세원확대나 세수

기반 확충, 재정운용의 효율성, 중앙과 지방의

분담구조조정, 그리고국가복지지출의효율성

제고를들수있다. 

본글에서는복지재정의현황과신정부의예

산전망, 그리고 건전한재정확보를위한정책

과제를살펴보고자한다.

2. 복지재정현황

1) 보건복지부소관예산추이

MB 정부 5년 동안 보건복지부소관예산은

급격한속도로증가하였다. 총지출을기준으로

연평균10.2%의증가를보이며, 내부거래와기

금보전지출을제외하더라도연평균8.0%의증

가를나타냈다.

지난 5년간 MB 정부에서가장가파른증가

를보인것으로는공적연금과보육및가족, 노

인·청소년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탄생(2008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것이며, 보육부문과 노인부문은

대표적인의무지출사업이다. 따라서지난MB

정부의보건복지부소관예산의증가는사회보

험의성숙과의무지출의증대에따른것이라고

할수있다. 

지난 5년동안보건복지부소관지출에서일

반회계의비중이가장높은편이었으나기금비

중이급격히증가한것을볼수있다. MB 정부

동안일반회계의연평균증가율이 8.5%이나기

금은연평균14.0%의증가를보이고있다.

2) 2013년도 정부 예산 요구안 VS 확정안

비교

2013년 1월 1일국회본회의의결을통해최

종확정된예산은정부요구안보다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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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건복지부소관지출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총지출

순지출1)

248,863

163,033

296,367

197,100

312,254

195,855

335,694

206,922

366,928

221,815

10.2

8.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08~12)

주: 확정예산을기준으로작성한것임. 
1) 총지출에서내부거래와기금보전지출을제외한것임. 

자료: 보건복지부예산개요, 각년도.



특히확정예산이“박근혜예산”이라고불릴정

도로 신정부의 복지기조를 담고 있는 관계로

2013년정부예산요구안과확정안을비교해볼

필요가있다. 

먼저2013년확정예산의재원배분을살펴보

면, 정부총지출342조원중보건·복지·노동

부문이 97조 4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28.5%)을차지하고있고, 일반공공행정55조8

천억원(16.3%), 교육 49조 8천억원(14.6%), 사

회간접자본24조3천억원(7.1%) 순으로나타난

다. 특히2013년정부요구안과비교했을때교

육부문이 7천억원 증액되었고, 사회간접자본

(SOC)과 지방재정지원에각각 4천억원씩증액

되었으며, 보건·복지·노동부문은3천억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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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 (10)

표 2. 보건복지부소관지출사업별추이(순지출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

2008년

16,303,308

7,264,372

818,928

50

1,583,417

2,121,581

365,201

619,837

3,529,922

19,709,983

7,973,099

962,540

280

1,838,316

3,161,673

632,483

963,872

4,177,720

19,585,487

7,297,260

932,448

395

2,207,461

3,505,189

444,895

878,288

4,319,551

20,692,179

7,516,784

1,046,026

387

2,510,736

3,714,510

526,929

729,665

4,647,142

22,181,475

7,902,802

1,182,957

1,004

3,065,226

3,899,279

558,265

623,718

4,948,224

8.0

2.1

9.6

111.7

18.0

16.4

11.2

0.2

8.8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08-12)

주: 2008~2012는 확정예산을기준으로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예산개요, 각 년도.

표 3. 보건복지부소관지출회계별추이

(단위: 억원, %)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1)

기금2)

2008년

248,863

158,548

4,485

85,830

296,367

192,706

4,394

99,267

312,254

192,917

2,938

116,399

335,694

204,952

1,970

128,772

366,928

219,745

2,070

145,113

10.2

8.5

-17.6

14.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08-12)

주: 2008~2012는 확정예산을기준으로작성한것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책임운영기

관특별회계가포함됨. 
2)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2008~2010)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예산개요, 각년도.



액되었다. 이에 반해 일반공공지출 1조 5천억

원, 국방3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천

억원, 감액되었다1).

다음으로보건복지부총지출을기준으로살

펴보면 2013년확정안은요구안에비해 2,332

억원증가하였다. 이를회계별로살펴보면, 일

반회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을

알수있다. 반면에내부거래와기금보전지출

을 제외한 순지출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살펴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5,355억원 증가(1.7%)

한 반면 보건분야는 3,023억원(△3.5%)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육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7,295억원, 21.2%), 취약계층지원(642

억원, 4.9%)과 노인부문(289억원, 0.7%) 역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기초생

활보장부문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880억원, △3.3%).

2013년보건복지부확정예산안이정부요구

안과다른점은크게네가지다. 첫째, 가장 큰

부분을차지하는것은 0~5세무상보육예산이

다. 현재소득을기준으로0~2세에게지원되는

보육료가소득과무관하게지원하는것으로변

경되었고, 소득하위 70%에만지급하는양육수

당도 전 계층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함께육아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서어

린이집근무환경개선, 농어촌보육여건개선,

국공립어린이집및직장어린이집확충, 육아

종합지원센터운영예산등이반영되었다. 이는

박근혜당선인공약, “0~5살무상보육”이반영

된결과라고할수있다.

둘째, 초등학교 온종일돌봄학교확대,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

원확대등맞벌이부부나한부모가족의양육

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가족의 역

량을강화하고가족을지원하는예산이증대되

었다. 셋째, 10인미만사업장에근무하는월소

득130만원이하계층의사회보험료절반을국

가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되었다. 현재

까지는 10인 미만 사 업장에 대해서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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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일보, 안보-성장예산깎아복지 100조원시대, 2013년 1월 2일.

표 4. 2013년도 예산요구안과최종예산의재원배분비교

(단위: 조원)

구분

최종예산

정부요구

차이

보건

복지

노동

97.4

97.1

0.3

55.8

57.3

△1.5

49.8

49.1

0.7

34.3

34.6

△0.3

24.3

23.9

0.4

18.4

18.3

0.1

16.9

16.9

0

15.5

15.7

△0.2

15.0

15.0

0

6.3

6.3

0

5.0

4.8

0.2

4.1

4.1

0

1.7

1.3

0.4

342.0

342.5

일반

공공

행정

교육 국방 SOC

농림

수산

식품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공공

질서

안전

환경

문화

체육

관광

외교

통일

지방

재정

지원

계주)

주: 분야별총합이총지출과같지않음(예, R&D 예산이각분야예산에중복집계).
자료: 기획재정부보도자료, “국회에서확정된 2013년 예산주요내용”, 2012년 12월 31일 재구성



11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월소득 130만원 이하는 1/3을 국가가

부담해왔다. 넷째,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생활환경개선을위해급여시간을확대하

여장애인활동지원을정부요구안(3,214억원)

에서615억원증액하였다. 이에따라현재하루

6시간인활동보조서비스제공시간은 12시간

으로늘어나게된다2).

이와함께 2013년확정예산에는‘부대의견’

항목이34건이나달렸다. 부대의견은정부부처

가실제사업을집행할때예산을어떻게써야

한다고지침을주는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편

성할명분을준다는의미에서또다른증액으로

볼수있다. 이는대선공약중예산에미처반영

하지못한부분을부대의견에덧붙여부처를압

박하는것이다3). 이 중 2건이보건복지부소관

예산과관련되는것이다. 먼저영유아보육료지

원사업과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의경우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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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겨레, 무상보육확대·반값등록금증액등공약뒷받침-박근혜예산 2조4216억원반영, 2012년 1월 2일.

3) 동아일보, 안보-성장예산깎아복지 100조원시대, 2013년 1월 2일.

표 5. 2013년 보건복지부소관예산요구안과확정안비교

(단위: 억원, %)

구분

총지출

회계별

분야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

보건

보건의료

건강보험

2013 요구안

408,341

251,727

249,453

2,274

156,614

18,978

135,534

2,102

320,850

88,411

13,185

135,539

34,483

42,642

6,589

87,491

18,971

68,520

410,673

254,056

251,762

2,294

156,617

19,008

135,534

2,075

326,205

85,531

13,827

135,539

41,778

42,931

6,598

84,468

19,337

65,131

2,332

2,329

2,309

20

3

30

0

△27

5,355

△2,880

642

0

7,295

289

9

△3,023

366

△3,389

0.6

0.9

0.9

0.9

0.0

0.2

0.0

△1.3

1.6

△3.4

4.6

0.0

17.5

0.7

0.1

△3.6

1.9

△5.2

2013 확정 증감 증가율

자료: 보건복지부보도참고자료“2013년 새해보건복지부예산 41조673억원으로최종확정”(2013년 1월 1일자)



와 지방비의 매칭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자

2013년에 한해서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인

5,607억원에대하여보건복지부일반회계예산

중 3,607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00억

원을분담하여지원하도록한것이다. 다음으로

‘경로당난방비등지원’사업에대하여2013년

에 한하여보건복지부일반회계 292억9,100만

원와 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 292억 9,100만원

씩분담하여지원할것을제시하고있다4).

3. 신정부보건복지예산전망

이번 18대대통령선거에서새누리당이제시

한공약은평생맞춤형복지와국가책무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2013

년부터바로시행하는공약들도있고2014년부

터단계적으로시행해야할공약들로구분할수

있다. 아래는새누리당의대선공약집을토대로

보건복지부소관사업들을복지부예산개요구

분에따라재정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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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심사보고서.

표 6. 새누리당대선공약요약

구분

사회

복지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사회보험

보육·가족

새누리당공약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기준상향조정, 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

•주거용재산에대한공제확대, 기초공제액수준과유형별재산의소득환산율개선

•차상위계층의기준을중위소득50%로확대하고이에따라차상위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강화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편

•근로장려세제확대및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장애인등급제개선을통한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24시간보장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

•장애인이동권보장(콜택시, 저상버스확충) 및정보격차해소

•장애인건강권보장(재활프로그램확충, 만성질환대비장애인운동활성화, 권역별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거점보건소확충사업, 의료비이행급여제적용, 정신보건사업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확대(월급여 125만원기준일부지원→월급여 130만원기준전액

지원)

•종합육아서비스지원체계마련(맞춤형보육시스템, 0~5세보육및교육완전무상)

•임신과출산국가분담확대(임신·분만취약지역의료지원확대, 저소득가구12개월영아까

지조제분유및기저귀지원, 영양플러스사업지원확대, 난임부부체외수정·인공수정지원

대상및지원비확대, 만12세이하아동필수예방접종비무상지원, 고위험임산부별도진료에

따른경비지원, 고위험임산부분만통합치료센터설립)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확충



새누리당은대선공약에따른재원소요를 5

년간 131조4천억원(연평균 26조3천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를분야별로구분하면복지공약

을총괄한‘편안한삶’과관련하여총 28조3천

억원의예산이소요될예정이며, 그 뒤를 이어

여성 23조5천억원, 교육 18조8천억원 등이 소

요될것으로전망된다. 새누리당은이러한재원

소요를위해5년간 134.5조원을조달할예정인

데, 구체적인조달방안은예산절감및세출구조

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지행정개혁

(10조6천억원), 기타재정수입증대(5조원)이다.

즉세출절감을통해81.5조원을확보하고, 세입

증대를통해53조원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 이

를통해 5년간총 134조5천억원(연평균 27.0조

원)을조달할계획이다.

새누리당의대선공약중 0~5세무상보육예

산(1조2504억원)과장애인활동보조지원강화

(615억원), 저소득층사회보험료지원확대(588

억원), 육아서비스개선(451억원), 맞벌이부부

의 일·가정 양립(395억원) 등이 이미 2013년

확정예산에반영되었다. 또한무상보육에따른

지방재정소요분과경로당난방비등지원사업

등이 부대의견에 제시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을통해약 3,900억원이 2013년보건복지부소

관예산에반영될가능성이크다. 추가경정예산

까지편성될경우보건복지부소관예산은내부

거래와기금보전지출을제외하고약42조원에

달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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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

복지

보건

보육·가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

새누리당공약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아이돌봄서비스를기본형, 종합형, 수요자맞춤형으로다각화, 영아

종일제돌봄서비스를만2세까지확대(단, 취업모, 다자녀, 장애부모로한정), 시간제돌봄서비

스시설이용과미이용, 미취업모자녀등으로구분하여차등지원

•나홀로아동및방치아동등에대한무료아이돌보미파견사업실시및농산어촌등우선돌

봄제공

•기초연금도입

•노인일자리대폭확대

•어르신간병비용지원

•신체장애치매환자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제공

•신체장애차상위계층및독거노인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제공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및처우개선을통한서비스질제고

•실직자의건강보험료부담완화

•저소득층및중산층의환자본인부담의료비경감

•4대중증질환진료비전액국가부담

•어르신임플란트진료비경감

<표 6> 계속

주: 보건복지분야정책공약중여성가족부및고용노동부소관사업은제외하고보건복지부소관사업에대해서만정리.
자료: 새누리당(2012), 제18대 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



4. 복지재원확충과제

새해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맞았다.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28.5%), 금액또한역대최고로높은만

큼이에걸맞는복지재원의확충노력이요구

되고있다. 복지재원마련은일반적으로세원확

대나 세수기반 확충, 재정운용의 효율성, 그리

고 다원화된 지방교부세재원을 통합하고 제도

적으로 복지재원을 보장하는 사회복지교부금

도입을들수있다. 이를 세부적으로살펴보고

자한다. 

첫째, 세원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재원마련이다. 복지지출의절대규모가늘어나

고있어지출을효율적으로관리해도한계가있

는만큼증세를통한복지재원마련을고려할

수있다. 여기에는세율의인상이나세목의신

설과같이직접적인복지재원의확보방식이다.

예로서소득세의적용대상자확대나세율의인

상,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확대등을들수있다. 소득세의경우2012년 1

월「소득세법」개정을통해과세표준 3억원이

상에대해최고세율을38%로설정하였으나대

상자가전체소득자의0.16%(약 3만 1000명)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재원 확보를위해과

세표준을 조정하여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

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낮추고자본이득에대한과세를적

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지하경제의양성화를통한세원확보이

다. 지하경제규모는개념과측정방법에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다. 우리의 지하경제규모를

새누리당은GDP의24% 수준인372조원, 현대

경제연구원은 200조원, 그리고 조세연구원은

167조원으로추정하고있다. 미국이나일본, 영

국등선진국이GDP의약 10% 안팎수준임을

감안할때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한과표양성

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200조원규모가존재함에따라연간20조

원이상의세금탈루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리하여

세수기반을확충해야한다. 기업에게제공되는

세제혜택은시장실패로인해투자가부진한분

야로제한하고일몰규정을도입하여다양한특

례조항을정리할필요가있다. 비과세·감면제

도는경제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하는경우

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유사한성격을지니는비과세, 감면등조

세지출과 사회보장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

를 상호비교 하여 조세·재정정책을 효율적으

로조율하는방안도필요하다. 나아가감면조항

의 축소 및 폐지는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지만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해 정치적으로

시행이어려울수있다는특징이있다.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이다. 사업의

목적이나내용이유사한경우이들의통합·조

정을통해예산을절약할수있다. 최근국회결

산심사결과유사중복에따른시정요구사업수

는2011년35건, 2012년31건으로매년다수사

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규모는

2011년도 5,300억원, 2012년도는 6,678억원으

로크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유사사업의조

정을통한재정운용은예산의효율적운용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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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절감을가져올수있다. 

넷째 지방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원활한사

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원화된 지방교부

세재원을 통합하고 제도적으로 복지재원을 보

장하는사회복지교부금도입이필요하다.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나주요재원인지방교부세재원이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그리고부동산교부세로다원화되

어있을뿐만아니라분권교부세의운영도내년

말이면만료된다. 또한지방교부세는일반재원

으로배분되어복지사업에대한재정지출을제

도적으로보장하기어려운구조이다. 지방복지

재원의안정적확보와지역간복지격차를해소

하기위해 지방교부세 중 복지분야에 배분되는

예산액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교부금으로 단일

화가필요하다. 사회복지교부금도입은복지수

요의지속적증가에따른재정의안정적확보와

지자체의적극적복지행정을유도할수있는장

점이있는반면칸막이식운영으로지방재정의

자율성이다소위축될수있어선도입후보완이

필요할것으로본다. 나아가교부금이내국세에

고정연동되어있어지출증가에대한효과적대

응에한계가있는만큼재정분담비율이매년일

정수준이상되도록법제화하는등제도적장치

마련도뒤따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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