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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RCHSP 설립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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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보건복지
통계경험과 노력의 공유,
그리고 우리의 기여
Sharing of health and social policy information,
experience and efforts in Asia 이 호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RCHSP) 소장

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하나인우리나라가정보, 정책경험, 기술적전문성에대한교류를통하여아시아
지역의보건및사회정책발전에기여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다.
RCHSP의기능중에서가장핵심적이고가시적인업무는아시아지역에서국제기준에따라보건및사회정책분야의정책지표와관

련통계가 생산·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또는 예정중인 정책지표 및 통계사업은 보건지표/보건계정 사업(Health
Indicators/Health Accounting Project), 사회지표/사회계정 사업(Social Indicators/Social Accounting Project), 연금
정책분석사업(APEX) 등 3가지이다.
이러한작업을통하여아시아는우리의이웃을좀더잘알고, 이웃의좋은경험으로부터서로배울수있는기회를좀더많이갖게

될것이다. 이러한RCHSP의기여는우리나라가OECD 등다른국제기구와협력하여아시아비회원국의보건및사회정책분야의역
량구축을지원함으로써우리의경제규모에걸맞은국제사회에대한공헌과함께, 위상을제고하는효과도아울러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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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지표/보건계정사업
(Health Indicators/Health
Accounts Project)

1) SHA와 그 중요성

2) 연례 지역회의 및 교육훈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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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의 보건계정 자료수집 및 보고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에 맞는 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

어 왔음. RCHSP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보건계정의 자료수집 및 보고에서 지역체계를 강화하는데

공헌할 것임. 또한 초기 보건계정 추계에서 국가들의 작업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

들에서는 보건계정 추계에서 질 향상 작업의 필요성이 있음. 참가자들은 자료수집, 정기적 회의 그리고

향후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 음.

1. 연례회의 및 교육훈련 워크숍 개최

RCHSP 주최로 서울에서 연례 지역 보건계정회의를 개최. 회의에서 각국의 보건계정 실행 및 적

용과정에 대한 발표와 토론, 지역의 자료수집 절차 그리고 향후협력방안에 대한 진도를 점검

RCHSP는 표준화된 보건계정과 SHA 표준 적용에 대한 교육훈련 워크숍(training workshop) 제

공. 워크숍은 연례지역회의와 연속해서 개최가능

2. 자료수집 및 보고체계

다자 공동 보건계정 보고체계를 수립하는데 합의함. 여기에는 공동 질의서의 배포, 자료의 수집

및 보고가 포함됨

합동보고체계는 국가별 자료 응답원 및 전문가에 의한 보고에 기초

공동 보건계정 보고체계에는 WHO/HQ, WPRO, SEARO, OECD, RCHSP, APNHAN이 포함되

고, ADB, ILO, World Bank 등 다른 국제기구가 관계됨

3.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전파

‘OECD technical paper 형식’에 따라 아태지역 SHA 실행에 대한 보고서 작성

국가별 Green paper. 종합보고서인 Working paper를 작성, 보건계정의 질 향상과 방법적 개

선을 뒷받침. 이러한 작업의 수행에 재정지원 필요

4. 기타

Eurostat, OECD, WHO는 지속적으로 훈련과 권고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SHA 실행을

지원

RCHSP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일부 국가 참석자와 보고서 작성에 재정지원을 제공



3. 사회지표/사회계정(Health
Indicators/Health
Accounting)

1) SOCX와 그 중요성

2) 제1차사회지표/사회계정에관한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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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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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자료의 활용 및 국제기구간 협조

ADB는 자료공유와 협력을 통한 상호 혜택을 추구하여 ADB가 아시아 6개국에 대하여 수행한 SPI

자료를 ILO의 SSI와 OECD의 SOCX 형태로 전환하는데 동의

ILO는 2006년 하반기중 ADB의 SPI, ILO의 SSI와 OECD의 SOCX 작업 맥락에서 자료가 이용 가

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RCHSP 또는 ILO가 자료(수급자와 재정)를 입력할 수 있는 전자적 질의서

(electronic questionnaire)를 RCHSP의 홈페이지와 연계

이를 위하여 2006년중 전자적 질의서를 완성하고 검증하며, 2007년에 RCHSP가 상반기중 개최할

사회지표/사회계정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가간 사회지출에 대한 분석초안을 마련함

2. 교육훈련

방법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계정 및 사회지출 준비 훈련과정이 ILO에 의

하여 제안되었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커리큘럼의 세부화, 자국 전문가의 활용, 적절한 훈련대상

의 선정필요성, 재정문제 등 장소와 훈련과정의 마련에 관심을 표시

3. 향후 협력방향

향후의 노력에 관하여 모든 참석자는 국가간 비교가능한 자료의 수집, 공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공동노력과 지속적인 참여에 동의함



4. 연금정책분석(APEX)

1) APEX와 그 중요성

2)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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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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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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