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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 본 보고서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

년 11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예산보고서임.

l 참여연대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

의료 등 5개 영역에 대한 예산분석을 진행하였음.

Ÿ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6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 33조 6천억 

원에 비해 약 2조 8천억 원이 증가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민․취약계층

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일 친화적 복지강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을 핵심방향으로 하고 있음. 2012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

가율은 5.1%(1.04조원)이며 기금의 증가율이 13.4%(1.7조원)로 2012년 예산 증가의 상당부분

은 기금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Ÿ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여 상대적 예산 삭감을 시

도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Ÿ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 16.4%의 절반도 안 되는 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

히, 국공립보율시설 확충은 전년도와 동일한 10개소 확충에 그침.

Ÿ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증가율(3.9%)에 그쳤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물가인상율 등

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예산은 현실적으로 전년들에 비해 대폭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Ÿ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2011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

하여 약 0.3%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임(5.3% ⇨ 5.6%). 이 또한 장애인활동제도가 2011년 10

월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라고 할 수 있음.

Ÿ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예산증가율은 3.5%로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침. 특히, 공공보건의료확충과 암․희귀질환 지원예산(기금포함)의 경우 급감

한데 비해 보건산업육성 예산(기금포함)은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은 갈수

록 줄어들고 있음.

l 결국, 2012년 정부예산안은 부자감세와 같은 세입감소요인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지출증대

요인으로 인한 재정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재조정 우선분야로서 복지분야를 설정하여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음. 2012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에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

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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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l 정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복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대비 약 6.4%(2011년 86조.4조원에서 92조원으로 5.6조원 증액)

증가한 2012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이하 복지분야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특히 보

육의 국가책임성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주택과 의료 등 생활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예우확충과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복지예산안의 핵

심내용임.

l 정부가 강조하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맞춤형예산의 예산운

용목적은 복지혜택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표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필요한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는 것은 거창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복지분야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증가율이 6%대에 머물러있어 2006

년 이후 복지분야 예산 연평균증가율 10.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전년도 정부

총지출대비 복지분야 예산과 비교하여 0.2%p만 증액(정부총지출 대비 28%에서 28.2%로 증

가, 표 5 참조)되어 2006년 이후 정부 총지출대비 복지분야 예산 평균증가율 0.63p%에도 미

달되는 매우 적은 예산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0년 물가상승률 2.9%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통해서 입증됨.

<표 1> 2012년 복지예산(안) (단위: 억 원/%)

구

분
부 문 2011년  (A) 2012(안) (B)

증감

(B-A)

증가율

(B/A)

사회

복지

1. 기초생활보장 75,240 79,095 3,855 5.1

2. 취약계층 지원 13,427 13,886 459 3.4

3. 공적연금 281,833 314,080 32,247 11.4

4. 보육 • 가족 • 여성 28,759 30,072 1,313 4.6

5. 노인 • 청소년 38,759 40,093 1,333 3.4

6. 노동 126,180 127,900 1,720 1.1

7. 보훈 38,737 40,636 1,899 4.9

8. 주택 180,536 189,829 9,293 5.1

9. 사회복지일반 5,445 5,908 452 8.3

보건

10. 보건의료 15,599 15,626 28 0.2

11. 건강보험 57,102 60,108 3,006 5.3

12. 식품의약안전 2,299 2,398 99 4.3

총지출 863,926 919,629 55,70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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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증액된 복지분야 예산 약 5조 6천억 원(55,703억 원) 중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공적

연금 증가분 32,247억 원과 주로 건축비에 지출되는 주택지출 9,293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

회복지예산 증가액은 14,163억 원으로 전년도 연금과 주택을 제외한 복지예산 14,897억 원보

다 오히려 줄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법적의무지출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증가분 약 2,192억, 건강보험 총재정의 20% 부담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금 증가분 2,635

억, 기초노령연금 증가분 1,41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금 증가분 275억, 국민연금운영비보

조금 증가분 약 6억 등(총 6,520억)을 다시 차감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분은 약 8천3백

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음.

l 여기에 전년도 물가상승률(2.9%)와 최저생계비 인상률(3.9%) 등을 감안한다면 결국 2012년 복

지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된 예산임. 결국 감세와 재정지출축소를 통해 균형재정목표를 달성

하려는 이명박정부는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복지예산을 재정건정성을 핑계로 삭감을 시도

하는 노골적인 반복지적 정책방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음.

l 이명박정부 5년간만을 비교하였을 때 2008-2012년 복지분야 예산 평균증가율은 8.02%로 노무

현정부 5년간의 복지분야 예산 평균증가율 11.8%에 훨씬 못 미침. 2012년 복지예산이 과연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 이명박정부의 정부예산분배 우선권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 보장하는데 있

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 이명박정부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복지예산 추이(단위 :조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증가율

(%)

정부총지출(A) 262.8 284.5 292.8 309.1 326.1 5.56

복지예산(B) 67.6 74.6 81.2 86.4 92 8.02

B/A 25.7 26.2 27.7 28 28.2 0.625*

물가상승률 4.7 2.8 2.9
5.3

(8월 현재)

노무현정부 5년간(03-08)

사회복지보건 분야예산
11.8**

* 단위 : %p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08), 주택부문 제외

‘사람희망예산’, ‘맞춤형복지’ 표방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조차 부족한 

‘사람절망예산’

l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6조 3천억원으로 전년도 33조 6천억원

에 비해 약 2조 8천억원이 증가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민․취약계층에 대

한 맞춤형 지원강화 ▷ 일 친화적 복지강화 ▷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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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향으로 하고 있음. 2012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은 

5.1%(1.04조원)이며 기금의 증가율이 13.4%(1.7조원)로 2012년 예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기금지

출의 증가에 기인함.

l 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신규사업은 20 여개(총 679

억원)에 지나지 않지만 예산을 삭감한 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절대빈

곤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1천 7백억 이상

을 삭감하였으며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에서 340

억 이상을 삭감하였음. (표3 참조)

<표 3> 2012년 복지예산안 중 주요 삭감예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2011 예산 2012 예산 감액
자활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988 0 △988 순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 139,669 138,745 △924 △0.9%

기초생활 생계급여 2,445,969 2,361,845 △84,124 △3.4%

주거급여 598,655 519,440 △79,215 △13.2%

해산, 장제급여 15,350 15,152 △198 △1.3%

양곡할인 99,690 92,448 △7242 △7.2%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3,408 2,757 △651 △19.1%

사회복지사업지원 4,317 3,708 △609 △14.1%

사회복지종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18,276 13,729 △4,547 △24.9%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 918 910 △8 △0.7%

가정위탁지원 1,548 1,521 △27 △1.7%

입양, 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270 243 △27 △10%

노후설계지원사업 300 0 △300 순감

노인복지지원 1,375 240 △1,135 △82.5%

노인관련기관지원 31,164 10,771 △20,393 △65.4%

노인돌봄서비스 101,175 97,887 △3,288 △3.2%

노인요양시설 확충 58,419 47,889 △10,532 △18.0%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2,355 2,182 △173 △7.3%

만5세아 보육료지원1 101,168 13,475 △87,693 △86.7%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43,735 43,317 △418 △1.0%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11,551 9,565 △1,986 △17.2%

어린이집 기능보강 14,650 11,867 △2,783 △19.0%

보육인프라 구축 16,250 15,377 △873 △5.4%

저소득 장애인 지원 9,548 9,537 △11 △0.1%

장애인자립자금융자 3,441 2,000 △1,441 △41.9%

장애인 생활시설확충 57,735 44,097 △13,638 △23.6%

l 결국 정부는 경제불황에 따른 일자리 부족문제와 가족기능의 약화, 소득양극화 문제의 심화,

노인인구증가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제시함. 정부의 복지예산안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보다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방조하고 심화시키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

라고 할 수 있음.

1 ’12. 3월 만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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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산분석

1. 기초보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 대폭 삭감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l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 총예산은 2011년 예산에 비해 약 

3,855억이 인상되었음. 그러나 세부예산을 볼 경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를 4만5,000

명 줄이고(160만 5천명→155만명),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841억 2,400만원(2조

4,460억 원→2조3,618억 원) 삭감하였음. 생계급여 외에 주거급여(△792억 1,500만원, △5만 9

천명)와 해산·장제급여(△1억 9,800만원, △537명) 또한 2011년에 비해 지원대상자 수와 예산

을 삭감하였음. 의료급여의 경우 예산 절대액은 약 8.4% 늘이는 형식을 취하면서 지원 대상

은 감소시켰으며, 저소득층 대상 정책인 양곡할인, 생계비 융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음.

l 2012년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전체 예산이 약 5.1%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예산이고 기타 급여의 예산은 대부분 감소되었음. 의료급여예산의 증가는 의료비상승으로 인

한 자연 증가분으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국 기초보장 전체예산의 

증가분(5.1%)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평균 예산증가율 5.8%에 미

치지 못하는 수준임. 대규모로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감안했을 때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한 

것은 극빈계층의 생계곤란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표 4> 2012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중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1예산(A) ‘12예산(B) 증감액(B-A) 비율(%) 비고 (지원대상 축소)

기초보장 총 예산 7,516,784 7,902,302 385,518 5.1

생계급여 2,445,969 2,361,845 △84,124 △3.4 1,605→1,550천명

주거급여 598,655 519,440 △79,215 △13.2 1,518→1,459천명

교육급여 126,865 135,630 5,765 4.4 194→289천명

해산 장제급여 15,350 15,152 △198 △1.3 38,690→38,153명

의료급여 3,672,431 3,981,784 309,353 8.4 1,725→1671천명

자활지원 490,567 547,079 56,512 11.5

긴급복지 58,886 58,886 - - 49천가구→64천가구

양곡할인 99,690 92,448 △7,242 △7.2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3,408 2,757 △651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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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부는 예산감축의 근거로 대상자 축소를 들고 있음. 하지만 대상자 축소에 대한 정부의 예

상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일 뿐임. 2011년 8월에 있었던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상당수의 수급자(3만3천명)가 탈락하였고, 많은 수의 급여감소가 있었음. 하지만 그러한 결과

가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비합리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계속 유지해온 결과라는 점을 감안

해야 함. 그동안 빈곤율이 감소되었거나 실업률이 대폭 낮아졌거나 또는 경제지표가 매우 좋

아졌다는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상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

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 넘고 있음. 특히 이 가운데 103

만 명은 소득과 재산은 기준선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견고한 사회안

전망을 구축해야 할 책임은 망각한 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임.

l 이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복지전달체계의 미흡과 부양

의무자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가져온 문제임. 결국 지원대상자수를 줄이는 

결정은 일선 복지현장에서 신규 수급자 선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아짐. 특히,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며 그간 

수차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의 일부 문제만을 개선하겠다는 의사에 불과하

고 이는 기만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l 빈부격차 및 사각지대 확대, 그리고 극심한 생계곤란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추진이 바람직함.

빈곤 사각지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적극적 예산 편성해야 

l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지난해에도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여 상대적 예산 삭감을 시도하였

고, 올해도 마찬가지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각종 통계지표가 빈곤율이 높아지고 양극

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빈곤 위험에 빠진 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수급 기준

을 현실화해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보장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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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계 드러낸 보육예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의지 미약

l 201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보육예산은 약 2조 6천5백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7.0% 증가한 액수임.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 5.1%(기금제외)에 비하면 다소나

마 높은 증가율이지만 전년도의 증가율 16.4%에 비하면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 예산으로 보

육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예산 증가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된 만5

세아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보육예산 증가율은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l 보육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이에는 금년까지는 

없던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약 400억 원(169,427명 × 5만원 × 10개월)이 배정되어 있음.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를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

도의 수당으로 책정한 점이나 총 보육교사 22.9만 명(2010년 12월 말)에 비해 일부 부족한 부

분 등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음.

l 특이한 것은 보육인프라 구축예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으로 58억 4천만원

(105.6% 증가)을 책정한 점임. 이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로서의 기능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강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으로 평가되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l 보육료 지원 예산은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이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재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면 별 변화가 없음. 예산 자체는 약간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이는 아동 수의 변화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판단되며 지원대상이나 지원단가는 변화가 없다

는 점에서 금년과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의 하위 

70%까지인데 상위 30%를 보육료 전액 부담가능 계층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보다 세밀한 검토

가 필요함.

l 현 정부 들어 가장 정책의지가 약한 예산은 국․공립시설 확충 예산임. 특히 신축으로 인한 

국․공립시설 확충은 10개소로 2010년과 동일함. 이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본 체계로 기능

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미약함을 반영하는 것임. 또한 전체적으

로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삭감되었음.

공공형 보육시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점검과 예산 

재검토 필요

l 어린이집 지원 예산중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약 169억 원으로 112.2%의 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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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임.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기존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l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육지원 예산은 민간보육시설에 투

입될 수밖에 없음. 지방예산을 포함하면 수 조원에 이르는 보육예산이 민간보육시설에 투입

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맞는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l 또한 공공형 보육시설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시설의 도입이 국․공립시설을 대체할 수

는 없으며, 실제 공공형 보육시설의 도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는 미비한 상태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은 재검토 필요

l 2012년 예산에서 증가율이 높은 예산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예

산임. 대상을 3세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금액도 연령별로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l 양육지원 예산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과 비교하여 일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계층적 측면이나 젠더의 측면에서 저소득층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

으며, 보육정책의 목적과도 상충될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어린이집 이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표 5> 2012년 보육분야 예산(안) 중 주요 예산(단위 : 백만원)

구  분 ‘10결산 ‘11예산(A) ‘12예산안(B)
증 감 액

(B-A)
비율(%)

계 2,128,472 2,478,380 2,652,780 174,400 7.0

어린이집운영지원 378,424 395,023 422,653 27,630 7.0

영유아보육료지원 1,632,204 1,934,611 2,021,514 86,903 4.5

어린이집기능보강 9,438 14,650 11,867 △2,783 △19.0

보육인프라 구축 13,143 16,250 15,377 △873 △5.4

어린이집평가인증 4,122 4,975 6,026 1,051 21.1

어린이집지원 55,093 23,077 72,697 49,620 215.0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3,726 89,794 102,646 12,85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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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인상률

기초노령연금 자연인상분 제외하면 제자리수준

l 노인복지예산은 아래 <표 6>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1년 3조 7,152억 원에서 ’12년 3

조 8,600억 원으로 3.9%가 증가하여 보건복지부 총지출(기금포함) 증가분 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경우 2011년에 비해 0.4%

증액에 그침. 아동(17.2%), 보육(7.0%), 장애인(11.6%) 관련예산들의 전년대비 증가비율과 비교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6> 2011년 노인분야 예산(안) 중 주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1예산(A) ‘12예산(B) 증감액(B-A)
비율%

노인복지 총예산 3,715,269 3,860,055 144,786 3.9

기초노령연금 지급 2,825,258 2,966,521 141,263 5.0

노인관련기관 지원 31,164 10,771 △20,393 △65.4

노인돌봄서비스 101,175 97,887 △3,288 △3.2

노인일자리 지원 164,149 182,477 18,328 11.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460,349 487,875 27,526 6.0

노인요양시설확충 58,419 47,889 △10,530 △18.0

l 기초노령연금지급이 ‘11년 2조 8,252억 원에서 ’12년에는 2조 9,665억 원으로 5%가 증가하였

는데 전체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 수준(182만원의 5.18%)

으로 지급하는 것에 변함이 없음. 예산의 증가분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인상분

(91,000원에서 94,300원)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에 기인함(국고보조율은 전

년과 동일함).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수급자 대상자의 법

적 비율 미달문제나 급여수준의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l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은 ‘11년 4,603억 원에서 ’12년 4,878억 원으로 6%가 증가하였는데, 이

는 제도의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임. 즉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30.0만 명→

32.7만 명) 인한 운영지원에 대한 국고부담이 증가하였음. 더구나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 예

산은 전년대비 18%나 삭감되었음. 결국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요양보험의 본인부담

률 완화 등 급여수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으며, 치매노인 환자

를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수가 조정 등의 노력 역시 할 수 없게 되었음.

l 노인일자리 사업은 ‘11년 1,641억 원에서 ’12년 1,824억 원으로 183억원(11.2%)이 증가하였음.

이는 대상일자리를 ‘11년 197천개에서 ’12년 217천개로 증가시킨 것인데, 일자리수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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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는 공공분야 일자리에 대한 지원 단가를 보면 1,530천원을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

로 저임금의 일자리 규모를 단순히 증가시키는데 그치고 있음.

l 노인관련기관 지원예산은 311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65.4%나 삭감되었음. 특히 노인복지민

간단체 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예산이 포함된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73.9% 삭감되었고, 특히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의 경우 작년에는 218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내년에는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음.

l 노인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 수가 아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년 1,011억 원에서 

’12년 978억 원으로 3.2% 삭감되었음. 특히 아직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노인전체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은 0.6%, ’11년은 0.67%로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으며, ‘11년 9월 

현재 등급판정 결과 등급외자가 15만 명에 달함을 고려하면 노인돌봄서비스가 등급외자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포럼 2010년 10월호) 특히,

등급외자의 3.2만 명(23%)은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돌봄서비스로는 장기

요양대상 노인의 기본적인 수발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l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면 ‘11년 34억 8천만 원에서 ’12년 35억 5천만 원으로 

2.2%에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 1개소와 지방노인보호전

문기관 24개소임.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년기준 44개소임을 고려한다면, 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시군구별

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국고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사무원의 인건비, 위험근무수당 등

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 분석보고서 13

4. 장애인

장애인 분야 예산 총론

l 2012년도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준)은 9,006억 원으로 전년도 8

천억 원에 비해 936억 원이 증가하여 11.6%의 증가율을 보임.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 지출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1년 5.3%에서 2012년 5.6%로 

증가함.

l 2012년도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은 복지부 총예산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전년

도 증가율 22.6%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임. 또한 2012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항목별 증감률

의 변동폭이 대단히 큰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전년도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

며 나머지 장애인소득보장예산과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은 전년도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l 또한, 증가액으로 볼 때 그 규모가 큰 예산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예산과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예산인데 전자는 전년에 비해 1,189억원이 증가하였고 후자는 118억원이 증가하였음. 하

지만 이들 증가금액이 큰 예산항목들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증가라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있음.

<표 7>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출예산 (단위: 억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

구성비

2011년 2012년

총계 335,694 363,454 27,760 8.3 - -

예산¹

소계 206,922 217,375 10,453 5.1 61.6 59.8

사회복지 153,154 161,998 8,844 5.8 45.6 44.6

보건 53,768 55,377 1609 3.0 16.0 15.2

기금 128,772 146,079 17,307 13.4 38.4 40.2

주 1.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 10.

<표 8> 2011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비율

(%)

D/C (%)

2011년 2012년

복지부 사회복지예산¹ (C) 153,154 161,998 8,844 5.8 - -

장애인복지예산¹ (D) 8,070 9,006 936 11.6 5.3 5.6

주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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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1년도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의 주요 항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액 및 증감률 전년도 

증 감 률

(%)²금액(B-A)
증 감 률

(%)

총 계 806,974 900,565 93,591 11.6 22.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소계 789,810 883,231 93,421 11.8 23.2

장애인소득보장¹ 406,535 417,745 11,210 2.8 12.6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390,235 402,083 11,848 3.0 10.3

장애수당 101,511 107,498 5,987 5.9 -49.7

장애인연금 288,724 294,585 5,861 2.0 90.1

장애인등급심사제도 15,000 15,562 562 3.7 112.8

저소득장애인 지원¹ 35,314 9,537 -25,777 -73.0 -

(저소득장애인 지원)³ (35,314) (36,329) (1,015) (2.9) (67.3)

장애인의료비지원 25,766 0 -25,766 -100.0 -

(장애인의료비지원)³ (25,766) (26,792) (1,026) (4.0) (94.4)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3,441 2,000 -1,441 -41.9 6.2

장애인 선택적 복지 247,373 366,259 118,886 48.1 33.2

장애인사회활동지원및장애인활동지

원
192,812 309,878 117,066 60.7 43.1

장애인사회활동지원(종료) 115,154 0 -115,154 -100.0 -

장애인활동지원 77,658 309,878 232,220 299.0 -

장애아동가족지원 54,561 56,381 1,820 3.3 7.2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57,735 44,097 -13,638 -23.6 51.7

장애인단체지원 12,119 13,562 1,443 11.9 6.5

장애인일자리지원 27,293 30,031 2,738 10.0 33.6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529 529 0 0.0 -2.2

장애인행정도우미⁴ 18,340 18,812 472 2.6 25.2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⁴ 6,048 8,314 2,266 37.5 110.9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⁴ 2,376 2,376 0 0.0 0.0

장애인

재활지원

소계 17,164 17,334 170 1.0 0.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500 670 170 34.0 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6,664 16,664 0 0.0 0.0

주 1. 예산항목을 모두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에 제시된 수치만으로는 이 항목의 계가 산출되지 않음.

2. 2010년도 예산 대비 2011년도 예산의 증감률

3.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2012년도 예산부터 장애인복지분야가 아니라 기초생활지원분야로 조정되었는데, 괄

호 안의 수치는 이 예산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것임.

4.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1. 10.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거의 동결수준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도 거의 동결이거나 소폭인상에 그쳐

l 우선 증가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활동지원예산(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의 합)을 

보면 3,099억 원으로 전년도 1,928억 원에 비해 6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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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2010년 대비 2011년도 증가율 43.1%보다도 높은 것임.

Ÿ 그런데 2011년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776억 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11년 10월부터 12월

까지의 3개월분 예산이므로 이를 2012년도에 12개월을 예정하여 편성된 예산과 곧바로 비

교하기는 어려움. 2011년도 장애인활동지원 3개월분 예산인 776억 원을 1개월분으로 계산하

면 대략 259억 원이며 이 259억 원을 다시 12개월분으로 계산하면 3,106억 원이 됨. 따라서 

2012년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3,099억 원이 전년도 활동지원예산에 비해 증가했다고 하기 

어려움.

Ÿ 이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장애인선택적복지예산은 1,189억 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처럼 증가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선택적

복지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이라 한다면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전체의 증가율도 정

부가 말하는 것처럼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임.

Ÿ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과거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4-8만원이던 것이 올해부

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5-9만원으로 인상되어 장애계의 큰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인 

문제도 안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는 2011년 5만 명에서 2012년 

5만 5천명으로 5천 명이 증가하였을 뿐이며 지원단가도 1인당 69만 2천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음.

Ÿ 또한, 장애인선택적복지에 속하는 예산항목 중 장애아동가족지원예산은 총액으로는 564억 

원으로 전년도 546억 원에 비해 3.3% 증가하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동결이라고 

보아야 함. 즉, 이 예산항목에 속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와 시·청각장애부모아동언어

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서비스 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단가가 모두 2011년 수준으로 동

결되었음. 장애아동가족지원예산의 총액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종

료된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장애인요양보장사업)의 예산 일부가 장애인아동가족지원예

산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임.

l 다음으로 증가규모가 큰 것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예산인데 이 두 항목은 4,020억 원으

로 전년도 3,900억 원에 비해 118억 원이 증가하였음.

Ÿ 하지만 이것은 증가율로는 3.0%에 불과하며 이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의 증가

율인 1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물론 2011년도 장애인연금예산도 2010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움(이는 2010년 장애인연금예산은 6개월분만 편성된 것이며 이를 

2011년도에 12개월분으로 편성된 장애인연금예산과 수치상 비교한 것이기 때문임). 이런 점

에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예산은 2011년도에도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도 매우 낮은 증가율만 보이고 있는 것임.

Ÿ 또한 장애수당을 2012년 예산에서 5.9% 증가시켰지만 이는 2011년도에 장애인연금의 시행

을 명분으로 장애수당예산을 50%나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인상이라고 하기 어려움. 장애인

연금도 581억 원 증액하여 2.0% 증가하였을 뿐이며 이로 인해 지원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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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6%로 여전히 동일하고 대상자 수만 전년도 32만 6천명에서 1천명 증가시킨 32

만 7천명으로 책정하였으며 기초급여액도 9만 1천원에서 9만 4천원으로 겨우 3천원을 증액

시키는 데 그쳤음. 게다가 부가급여는 2011년에 이어 2012년 예산에서도 동결하여 당초 부

가급여액을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 20만 8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약

속마저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 임금수준 여전히 낮아

장애인을 값싼 보조인력으로 고착시킬 우려

l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은 300억 원으로 전년도 273억 원에 비해 10.0% 증가하였음. 이는 2011

년도 이 항목예산의 2010년 대비 증가율 33%보다는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Ÿ 하지만 인건비단가 인상(장애인행정도우미 855천원→877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200천원→

259천원)과 지원대상 확대(장애인복지일자리 6,500명→7,000명,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동결) 등

의 일부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는 인건비단가(월 100만원)와 운영비단가(월 10만원),

지원인원(300명)이 모두 동결되었음.

Ÿ 장애인을 값싼 보조인력으로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획

기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함.

l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은 2011년 예산에 비해 258억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항목의 조

정에 따른 것임.

Ÿ 즉, 2012년 예산부터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이 장애

인복지부문이 아니라 기초생활지원부문으로 전환되었음.

Ÿ 하지만 2012년 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은 268억 원으로 전년도 258억 원에 비해 10억 원 가

량 증액된 데 불과하여 이 예산이 항목전환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2012년도 저소득장애인

지원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0% 증가한 데 불과함.

l 장애인생활시설확충사업은 2012년도 예산이 23.6%나 삭감되었음. 이는 2011년도에 이 항목의 

예산이 2010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즉, 장애인생활시설확충사업은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이어서 전년도의 대폭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이 고려되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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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

복지부 소관 총지출 평균 증가율 밑돌아

공공의료 확충과 암·희귀질환 지원 예산은 급감

l 보건의료 부분 총지출 증가율은 약 3.5%로(일반회계 기준 3.0%, 국민건강증진기금 5.3%) 복

지부 소관 총지출 평균 증가율 8.3%(일반회계 기준 5.1%, 기금 기준 13.4%)을 한참 밑도는 

수치를 보임.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모두에서 감소하

였으며 암·희귀질환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에서는 대폭(63.6%) 감소함.

l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2.5% 감소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에서는 

2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l 일반회계에서 보건 분야 총예산은 총 3.0% 증가했으나,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

액의 자연 증가분에서 기인한 것임. 일반회계 기준 보건의료 예산은 약 1,396억 원이 감소하

였는데, 이는 차상위 건강보험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예산의 과목

변동에 기인함.

구분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비율(%)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비율(%)

보건분야 총 예산 5,376,807 5,537,711 160,904 3.0% 1,846,058 1,944,007 97,949 5.3%

1) 보건의료  729,665 589,988 -139,677 -19.1% 782,996 880,945 97,949 12.5%

-공공보건의료 확충 104,429 101,933 -2,496 -2.4% 30,118 21,160 -8,958 -29.7%

-암및희귀질환지원 54,285 56,642 2,357 4.3% 91,750 33,426 -58,324 -63.6%

-보건산업육성 168,749 164,472 -4,277 -2.5% 180,648 217,100 36,452 20.2%

2) 건강보험 4,647,142 4,947,723 300,581 6.5% 1,063,062 1,063,062 0 0%

<표 10> 2012년 보건의료예산(안)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갈수록 악화 일로 

l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

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7년 1,978천 명에서 ’12년 1,671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07년 4.1%에서 ’12년 3.4%로 줄어들었음.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 고물가 등의 여파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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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의 축소는 취약계

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l ‘08년, ’09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자격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긴급복지 의료지원 예산은 정체중임.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

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의료급여+건강보험 차상위 지원+긴급복지 의료

지원예산) 비율은 오히려 ‘07년 18.7%에서 ’12년 11.5%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년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 

차상위지원 예산

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복지부 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비율수급권자
수급권자 

비율
예산

'07 1,978 4.1% 35,771 0 296 18.7%

'08 1,702 3.5% 37,901 689 342 15.6%

'09 1,738· 3.6% 35,106 1,479 179 12.4%

'10 1,745 3.6% 35,002 1,139 430 11.8%

'11 1,725 3.5% 36,724 1,335 530 11.5%

'12 1,671 3.4% 39,818 1,546 456 11.5%

<표 11>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명, 억 원)

자료: 각 연도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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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l 2012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일견 순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무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복지예산에 비해 총액(2011년 14,897억 원에서 2012년 14,163억 원

으로 감소)이 줄어들어 복지예산의 삭감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음.

l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은 전년도 대비 8.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이 5.1%(1.04조원)이고 3대 기금의 증가율이 13.4%(1.7

조원)로 2012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기금지출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특히 2011년 복건복지부가 새롭게 도입한 신규사업의 예산은 총 2,423억 이었지

만 2012년 신규사업의 예산은 총 679억에 지나지 않으며 예산삭감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l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지난해에도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하여 상대적 예산 삭감을 시도하였

고, 올해도 마찬가지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각종 통계지표가 빈곤율이 높아지고 양극

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빈곤 위험에 빠진 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수급 기준

을 현실화해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보장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임.

l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 16.4%에 절반도 안 되는 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공립보율시설은 10개소 확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예산 역

시 연령별로만 지급액수 차등을 두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족구조가 전혀 고려되

지 않는 등 현실적인 보육료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음.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의 형

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며 보육의 형

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l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증가율(3.9%)에 그쳤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예산은 현실적으로 전년들에 비해 대폭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기초노

령연금의 경우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적 증액은 필수적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의 하향조정 역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노인복

지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요양시설의 확충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임.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도 대상자들의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욕구

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져 있어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증액

이 필수적임.

l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2011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약 0.3%의 미미

한 증가율을 보임. 이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착

시효과라고 할 수 있음. 즉,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예산은 10월부터 12월 까지 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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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며 2012년 예산은 1년 예산임으로 당연히 절대액이 증가하는 것임. 이를 감안하면 장애

인복지예산은 전년대비 동결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본인

부담액이 인상되고 지원단가도 동결되어 사실상 장애인가족의 부담금은 상승하게 된 바 본인

부담액을 전면 하향조정하고 저소득장애인가정에게는 본인부담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단가도 증액하여야 함. 또한 장애연금의 경우도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

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l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전체적인 예산증가율은 3.5%로 복지부 소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절

반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의 경우는 건강형평성 및 공공성강화를 

위하여 증액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전년도 대비 2.5%가 삭감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권대상자

의 수가 축소되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이 삭감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확보에 비상이 걸

렸다고 할 수 있음으로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지원 그리고 긴급복

지의료지원예산)예산을 증액하고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

l 결국, 2012년 정부예산안은 부자감세와 같은 세입감소요인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지출증대

요인으로 인한 재정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재조정 우선분야로서 복지분야를 설정하여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집권초기부터 기록적인 물가

인상률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반복지적 행태를 드러내

는 것임. 결국, 2012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

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최악의 사람절망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l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에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특히 사회복지위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부자증세 등의 과감한 세정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

하며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Ÿ 첫째,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보장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함.

Ÿ 둘째, 기초노령연금의 2배 조기인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임부담액 하향조정 및 저

소득층에 대한 전면삭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함

Ÿ 셋째, 보편적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Ÿ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액 하향조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삭감 그리

고 서비스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연금의 대상자선정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Ÿ 다섯째, 건강의 형평성 및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을 증액하

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예산을 증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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