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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 의 년 복지예산 안‘ ’ 2010 ( )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

폐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실.

한 사회안전망과 부족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수 백 만 명의 국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비( ) ‘

중이라고 선전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 ,

습니다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년 추경대비 천억 원이. , , 2009 6

늘었을 뿐이고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년 추경대비. 2009

억 원이 줄어든 명백한 감액예산안입니다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3,055 ( ) .

예산 억 원 삭감 결식아동 급식예산 억 원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6,802 (8.3% ), 432 ,

시설 확충 예산 억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억 원 삭감 등을 삭447 , 55 (74% )

감했습니다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 ‘ ’

니다.

오는 월 일부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합니다 참11 13 ( ) .

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복지,

보건 분야의 예산을 분석해 복지예산 브리핑 년 복지 예산안 분석 을2010 ( )①『 』
발표합니다 월 중 복지예산브리핑 서민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사회복(11 ②『
지예산 을 발표 예정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
통 받는 서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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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I.

년 복지부 예산안은 명백한 감액예산2010 ( )○
년 복지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조 천억 원임 이는 전년 추경예산과 대- 2010 ( ) 19 4 .

비할 때 약 천억 원 감소된 예산이며 본예산대비 억 원 증가된 규모임3 , 1.5% , 9,700 , 5.3% .

표 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1> 2010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예산‘09 '10

예산안( )

(C)

증 감

(C-A)

증 감

(C-B)% %
당초

(A)

추경 예산

(B)

총지출□ 18,435,501 19,709,983 19,404,514 969,013 5.3 305,469△ 1.5△
사회복지ㅇ 13,416,188 14,568,392 14,231,321 815,133 6.1 337,071△ 2.3△
기초생활보장- 7,135,490 7,973,099 7,292,933 157,443 2.2 680,166△ 8.5△
노인장애인 등 지원- · 4,073,527 4,124,210 4,340,616 267,089 6.6 216,406 5.2

공적연금- 280 280 395 115 41.1 115 41.1

보육가족 및 여성- · 1,830,041 1,838,316 2,154,481 324,440 17.7 316,165 17.2

사회복지일반- 376,850 632,487 442,896 66,046 17.5 189,591△ 30.0△
보 건ㅇ 5,019,313 5,141,591 5,173,193 153,880 3.1 31,602 0.6

보건의료- 841,593 963,871 853,642 12,049 1.4 110,229△ 11.4△
건강보험- 4,177,720 4,177,720 4,319,551 141,831 3.4 141,831 3.4

년 복지부 예산안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가 줄어든 명백한 감액 예산임표 일반회계- 2010 ( ) 1.5% ( 2).

만 볼 때 년은 억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와 비교해2010 1,400 , 2005~2009 21.7%

서도 현격히 소극적인 예산임표( 3).

년의 경우 추경포함2008, 200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

표 최근 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총지출 증가율< 2> 3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7 2008 2009 안2010( )

총지출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억원( + / : ) 119,369 163,033 197,099 194,045

전년대비 증감액 - 43,664 34,067 305,469△
전년대비 증감율(%) - 36.6% 2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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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자료 곽정숙의원실 보도자료 재가공: , ,

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에 해당하는 예산증가율과 억 원의 증가분은 적어도- 2009 5.3% 9,700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복지발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의 증가율임IMF .

친서민 정부가 서민 위한 핵심 예산 삭감‘ ’○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요 핵심 복지 예산을 삭감함 기초생활보장의 총 예산을 사실상 삭감했으며- . ,

노인 보육 아동복지 등에서도 예산을 삭감함표, , ( 4).

표 최근 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증가율< 3> 5

단위 억 원(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안2010( )

일반회계 89,067 97,063 115,292 158,548 192,706 191,235

전년대비증감액

-

7,996 18,229 43,256 34,158 1,471△
전년대비 증감율 9.0% 18.8% 37.5% 21.5%

0.8%△
연평균 증감율 21.7%

표 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중 주요 감액예산< 4> 2010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예산2009 예산안2010 ( ) 감액
긴급복지 153,312 52,912 100,40 65.5%△
한시생계구호 418,100 0 418,100 순감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90,291 0 90,291 순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63,900 4,080 59,820 93.6%△
공공의료 확충 174,580 111,835 62,746 37.9%△
보육시설기능보강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
21,147* 9,438 11,709 55.4%△

결식아동 급식 지원 43,200 0 43,200 순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97,390 52,642 44,748 45.9%△
년 추경기준 임 년 추경이 없는 경우 본예산 기준으로 함2009 ( * : 09 , )※

※ 년 예산 중 결식아동급식예산은 본예산 추경 예비비를 포함해 억원임2009 ,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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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산 분석II.

기초보장1.

생계급여 한시생계보호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억 원 삭감, , 6,802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 기초생활보장 총예산은 년 예산대비 인상됨 그- < 5> 2009 2009 2.2% .

러나 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실제 예산 조 억 원과 대비하게 되면 삭감된 것임2009 (7 9,731 ) 8.5% .

정부는 한시생계구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긴급복지예산 중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부분과 재산담- ,

보부 생계비 융자예산도 대부분 삭감하였음.

정부는 금년 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을 통해 사각지대의 규모를 만- 3 < > 410

으로 추계하였고 특히 재산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와 재산기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 다시 말해, ,

서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만 가구 만 명나 된다고 추정60 (100 )

하고 이들을 위해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 재산담보부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월 기준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의 계획 대비 실적은 긴급복지지원은 금액 기준 긴급- 9 < > 1.7%,

생계지원은 재산담보부생계비 대출은 건 수 기준 에 그침 이 처럼 실적이 낮은 이유는9.1%, 1.95% .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득 재산 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 힘들,

기 때문임 만 가구 만 천명에게 지원 가구 기준 인원 기준 로 높은 집행률을 보. 28 , 91 3 , 60.3%, 91.3%

인 한시생계비 지원 사업은 후속대책 없이 전액 삭감되어 이들은 또 다시 사각지대에 방치될 상황,

임1 ).

1) 자료 : 곽정숙 의원실 보도자료긴급복지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대도시 기준 억 만 원2009.10.22 ( , 1 3500

이하의 재산 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00 1) 재.

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개인 파산, ( ),

및 개인회생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

표 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중 주요 감액예산< 5> 2010 ( )

단위 백만원( ; )

세부내역 예산2009 추경2009 (A)
2010

예산안( )(B)
감액(B-A)

기초보장 예산 총액 7,135,490 7,973,099 7,292,933 억원6,802 8.5△
생계급여 2,446,001 2,519,251 2,449,192 억원701 2.8△
주거급여 654,880 673,942 562,824 억원1,111 16.5△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0 63,900 4,080 억원598 93.6△
한시생계구호 0 418,100 0 억원4,181 순감

긴급복지 51,532 153,312 52,912 억원1,004 65.5△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 90,291 90,291 0 억원903 순감



참여연대 사회복지예산 브리핑 년 사회복지 예산 안 분석2010 ( )①『 』 7

저소득층은 고유가 시대 끝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 삭감?

고유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만 가구에게 지급했- 96

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억 원도 전액 삭감됨 정부는 한시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903 .

히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기름값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이제 곧 겨울 한파까지 겹치는 상황에 저소득층은 난방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 정, .

부는 지난 년에는 예산 억 원을 투입해 월 한시적으로 수급자 만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2008 316 1~2 84

원하기도 하였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예산 억 원 삭감하는데 인원은 그대로649 , ?

올해의 경우 월별 신규 수급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또한 년 월 현재 신규수급- ( 6). 2009 6

자 수는 만 명으로 년 년 동안의 신규수급자 수인 만 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13 8,939 2008 1 18 4,289 50.8%

나타남2)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년 본예산 대비 억원 삭감하고 기초보장수급자 수를 금- 2009 649 ,

년도와 동일하게 가정하였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만 천명으로 유지 년 추경수준하는. 163 2 (2009 )

것을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포함 기초보장 급여 예산은 삭감되었고 본예산에1.9% ,

비해서도 인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2.2% .

표 경제위기 이후 기초생활보장 관련 수급자 수 추이 단위 명< 6> ( : )

구분 기초생활급여명( ) 긴급복지지원 건수가구( ) 한시생계보호가구( )

월‘08.12 1,529,939 3,271 -

월‘09. 1 1,536,043 3,714 -

월2 1,546,619 5,374 -

월3 1,559,950 6,236 -

월4 1,573,106 5,325 -

월5 1,576,459 4,460 -

월6 1,576,497 5,280 78,766

월7 1,578,379 - 180,78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9),

빈곤 사각지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적극적 예산 편성해야,

정부는 이미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전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차 피- .

폐해지고 있음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빈곤층의 생활여건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 긴. .

급복지지원 대상자 수는 년 명 년 명 년 명 년 상반기 명2006 18,487 , 2007 24,932 , 2008 27,205 , 2009 30,389

으로 경제 위기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복지부가 년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 2008

사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의 가 긴급복지지원이 위기탈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바 있, 98%

음.

경제위기로 야기된 빈곤층의 증가에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긴급-

지원 대책을 모두 거두어 버리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은 상황에.

2) 곽정숙 의원실 보도자료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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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없이 한시적 예산마저 감액하는 것은 빈곤의 위험에 놓인 수백만의 국

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임 빈곤 위험에 빠진 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수급 기준을.

유연하게 바꿔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

초보장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함.

아동 보육2. •

보육지원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대부분 자연증가분에 불과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소에서 개소로 줄이고 결식아동급식예산 전액 삭감38 10 ,

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보육예산은 약 조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증가- 2010 ( ) 2 22.1%

한 액수임.

보육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억 원이- 27.3%, 3,500

증가해 조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실지원액이 늘어난1 6,322 . ,

것 때문이 아니라 자연증가분 때문임 년 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로 확대. 2009 7 50%

했는데 개월에서 년으로 예산 산정기한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음 전액 지원이, 6 1 .

나 차등보육료 지원은 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연령별 아동 수나 보호자의 소득2009

변화로 인한 지원 아동 수 변화가 예산에 반영된 것뿐임 실질적으로 증액된 보육예산은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규 지원 억 원296 3 )에 불과함.

보육료 지원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도 미달되는 예산의 동결로 볼 수- ( )

있는 수준임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의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년에 소득하위. ( ) 2010

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있음 또한 아이사랑플랜은 보육시설 미이용60% , ( ) .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대상을 세 차상위계층 아동에서 년엔 소득하위 이하로 확대하도0~2 2010 60%

록 되어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음양육수당 예산은 전년대비 증액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 100% ,

이는 대상자와 금액수준은 그대로인체 예산 산정기한만 개월에서 년으로 늘린 것임6 1 ).

보육시설기능보강예산 중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은 대폭 축소됨 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 . 2009

3)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등 신규 지원 소득하위 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천명1) 70% (52 , 156

억원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천명 억원 맞벌이 가정 세아 정기돌봄) 2) 25% (18 , 96 ) 3) 0

서비스 지원소득하위 이하 명 일 시간 주 일 월 만원 지원 억원( 50% 1,249 , 1 11 5 , 58~69 , 44 )

표 년 아동 보육예산안 주요 감액예산< 7> 2010 , ( )

단위 백만원( ; )

세부내역 예산09‘ 추경‘09 예산안‘10 ( ) 증감액

보육 총 예산 1,710,430 - 2,087,609 억원3,772 22.1

보육시설기능보강국공립 등( ) 21,147 - 9,438 억원-117 55.4△
아이돌보미 15,502 22,398 19,705 억원-27 12.0△
결식아동급식지원 42,100 43,200 0 억원-432 순감

증감액은 추경 대비임 추경이 없는 경우 년 본예산 대비임. 09※
아이돌보미와 결식아동급식 예산은 각각 여성가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예산에 포함,※
예비비 억 원을 포함할 경우 년 대비 감액 예산은 억 원임109 2009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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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개소 억 원이었으나 년에는 개소 억 원으로 무려 줄어듦38 75 , 2010 10 20 74% 4 )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부모들의 요구.

를 외면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년 현재 아이가 살 때 입소신청을 하면 년을 기다려야 국. , 2008 2 2

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명이 국공립보육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7 3,015 5 ).

지난 추경 때 확충되었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억 원에서 억 원으로 감소함 이 중 일시- 224 197 . �

긴급돌봄서비스 예산은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억 원이 줄었음 감액2009 224 2010 147 77 (34.4% ).

또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무료급식 예산은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원432 6 ) 전액을 삭

감함.

반면 아이사랑카드보육바우처에는 카드 수수료로만 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정부는 보육바우- ( ) 84 .

처아이사랑카드로 부모들의 보육지원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육지원액 을 늘리( ) ,

지 않고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부모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임 저출산 극복을 위.

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동 등 홍보 예산은 억 원에서 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 ’ 22 51

함7).

증액된 보육 예산 혜택 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 필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공성 중심으로 예산 재배정해야‘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해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도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실제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낮추고 있.

는지는 의문임.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육지원 예산은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될 수-

밖에 없음 지방예산을 포함하면 수 조원에 이르는 보육예산이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맞는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보육예산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배정해야 함 보육예산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최, .

소한의 공공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인3.

자연증가분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제 자리 걸음,

요양시설 확충예산 절반 가까이 감소,

내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약 조 천억 원으로 년 추경 대비 증가된 규모임 그러나 예산- 3 4 2009 8% .

이 확대된 경우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의 대상 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

4) 보육시설 확충 백만 원 국공립신축 개소 백만 원 개소 백만 원 공동주택리모델링13,198 3,395 1) 38 , 7,532 10 , 1,982 2)→ →
개소 백만 원 개소 백만 원 장애아전담신축 개소 백만 원 개소 백만 원 기자재구입42 , 1,050 19 3)475 , 2 , 476 1 , 238 4) 159→ →
개소 백만 원 개소 백만 원, 4,140 30 , 700→
5)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실 보도자료
6) 년 예산 중 결식아동급식예산은 본예산 추경 예비비를 포함해 억 원임2009 , , 541

7)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 홍보 백만원 국민운동본부사업추진 지자체경상보조 백만원 인구교육활성화: 3,900 , : 800 ,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백만원 성과평가 및 워크숍운영비 등 백만원: 203 ,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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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히려 시설의 확충이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은 대부분 감소되거나 현상 유지되는,

수준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약 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노인복지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이- 889 70.5%

증가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이 약 증가된 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기, 18% 3,869 ,

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은 약 증가된 조 억 원으로 책정되었음10% 2 7,236 .

한편 노인요양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약 가 감소되었고 억원 전년대비 억원 감- 46% (526 , 447

액 노인일자리 지원과 노인관련기관 지원 분야는 각각 감소됨), 12%, 4% .

표 년 노인복지 예산안 주요 증액 감액예산< 8> 2010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예산‘09

(A)

예산‘10

(B)

증 감

(A-B) %

노인복지 총예산 추경3,153,416( ) 3,403,957 256,541 8.1

기초노령연금 지급 2,469,726 2,723,631 253,905 10.3

노인돌봄서비스 52,141 88,888 36,747 70.5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328,399 386,884 58,485 17.8

노인일자리 지원 추경159,128( ) 140,340 18,788△ 11.8△
노인관련기관지원 5,253 5,041 212△ 4.0△
노인요양시설확충 97,390 52,642 44,748△ 45.9△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가 증가된 억 원이 책정되었음 세부 내역을- 17.8% 3,869 .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고부담비용 등이,

보험대상자 증가로 각각 와 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62.3% 42.4% .

결국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 완화 등 급여수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으며 치매노인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수가 조정 등의 노력,

역시 할 수 없게 되었음.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증액 역시 자연증가분 반영한 것

기초노령연금은 증액된 조 억 원임 이는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수급대상자 수가 늘어- 10% 2 7,236 .

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월 지급액의 인상 역시 연금 산정 금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액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임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수급자 대상자의 법적 비율 미달문제나 급여수준의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2028

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이상이 순증 되어야 하지만 년에10% 0.25% , 2009

는 년과 같은 수준인 만 반영된 원만 지급되었음 년에는 약 원이 오른2008 5% 88,000 . 2010 3,000 91,000

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이는 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증가분이 반영된 것일 뿐 필요한,

순증분 년 년은 반영되지 않음0.5%(0.25*2 , 20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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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현실화해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인하하고 요양 대상 등급 확대해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빈곤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

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 년 연금개혁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 2007

대체율급여수준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년까지 에서 로 증액하기로 하였( ) 2028 5% 10%

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기도 하였음 정부와 국회는, .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함.

높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발적 사각지대를 확대함 소득이 낮은 노인을 중심으로 적- .

절한 돌봄의 욕구가 여전히 미충족으로 남겨지거나 또는 노인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립이유를 무의미하게 함 또한 소득이 낮은 노인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는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형평성을 위협함 저소득층 본인부담 감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소외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 기존 서비스 이용 가.

능등급을 기존 등급에서 등급 명으로 확대해 소외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3 4 (26,156 )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해당 예산 억 원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78 ,

려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재가 요양시설은 에 불과하- 3%, 1%

고 대부분이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임 그 가운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법인에 비해 많은.

데 이는 독일 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 (40-50%)

도 공공요양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요양시설 지정 현황 현재< 9> (08‘12 )

요양시설 재가시설

계 지자체 법인 개인 계 지자체 법인 개인

1,717 46(3%) 814 857 10,224 105(1%) 3,096 7,02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4.

공공의료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천 억 원 삭감, 1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와 담배에 부-

과되는 건강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임 일반회계 중 국민건강증진 향상과 취약계층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년 추경 기준으로 억 원인데 년 예산은 가 줄2009 9,639 2010 11.4%

어들었음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증액되었는데 이. 3.4%, 3.6%

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이 자연 증가한 것임표( 10).



2009. 11. 12.12

표 년 보건의료예산안 주요 예산< 10> 2010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09 예산안‘10 ( ) 증 감 % 예산‘09 예산안‘10 ( ) 증 감 %

보건분야 총 예산

추경예산(‘09 )

5,019,313

(5,141,591)
5,173,193

153,880

(31,602)

3.1

(0.6)
1,786,708 1,832,670 45,962 2.6

보건의료1) 841,593

(963,871)
853,642

12,049

( 110,229)△
1.4

( 11.4)△ 760,462 769,608 9,146 1.2

공공의료 확충

추경예산(‘09 )

165,481

(174,580) 111,835
△53,646
( 62,746)△

32.4△
( 37.9)△ 35,837 34,613 1,224△ 3.4△

암및희귀질환지원 49,196 49,755 559 1.1 106,772 101,177 5,595△ 5.2△
보건산업육성

추경예산(‘09 )

30,275

(37,005)

84,787 54,512

(47,782)

180.1

(157.8)
154,627 165,627 11,000 7.1

건강보험2) 4,177,720 4,319,551 141,831 3.4 1,026,246 1,063,062 36,816 3.6

공공의료 확충 일반회계 중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억 원 지방대 병원 특화 육성 억 원 삭감 국민건: 189 , 322 ,※
강증진기금 중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약 억 원 삭감, 11

보건산업육성 일반회계 중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년 추경에서 억 원을 늘린데 이어 년: 2009 67 2010※
에도 억 천만 원을 증액해 년 본예산 대비 배 증액31 4 2009 10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의 기초가 되는 공공의료나 취약계층 건강을 위한 지원암 및 희귀질환 지원 정- ( ,

신질환자관리은 모두 삭감되었음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기) . 37.9%,

금에서는 삭감되었으며 암 및 희귀질환자 지원은 일반회계에서는 증가 억 백만 원하였3.4% , 1.1% (5 59 )

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억 백만 원삭감되어 전체적으로 약 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5.2%(55 95 ) 50

었음.

반면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억 백만 원에서 억 천 백만 원으로 늘어 무려- 370 5 847 8 7

억 원이 증가함추경기준 본예산 기준 증액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478 ( 157.8%, 180.1% ).

금에서도 약 억 원 증가하였음7.1%(110 ) .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

리간병인 일자리 등 확충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하지만 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 ) , 2010 ( )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삭감됨.

공공의료와 전염병 관리 인프라에 대한 예산지출의 강화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의 기본적인 책무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국가들 중 최저수준인 병상수 기준임. OECD 7~8%( ) .

공공의료가 강한 유럽선진국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는 미국과 일본도 공공의료 비중

이 약 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 공공의료의 확충을 지속 확대해야 할 정부가 공공의료 예산을 삭30% . ㆍ
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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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권 확보 위한 예산 확충하고 보건산업육성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오히려 출범초기 년 말에서 오히려- 65%(2007 )

년로 감소했음 선진국이 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국고보조 예산을 증62%(2008 ) . 70~80% .

액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함 또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보호하.

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함.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의 유행으로 정부는 사후 약방문격인 예산 투입을 하고 있음 신종플루 사태- A .

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

고 전략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됨.

올해 대폭 증액된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보건산업육성 예산내역을 보면- .

대체로 연구개발비 표준화 등 산업화 기반을 위한 조성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병원지원, ,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정부 들어 보건산업에 대한 예산지출은 자연증가 이외에 묻지마 투자. ‘

식으로 많은 예산항목들이 추가되고 있음 보건산업육성 예산이 보건산업육성에 필요한 투자인지’ .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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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III.

감세와 토목예산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 여실히 드러내‘ ’ ‘ ’○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대강 등 토목예산의 대규모 예산 배정은 친서민 정부란 구호를 내세운- 4 ‘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었음 이 같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

대로 통과된다면 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위기감은 가중될 것이 분명함.

아울러 내년 예산이 조 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확충의 여지- 32

가 희박해져 복지정책에 재갈이 물려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빈곤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원 투여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 확충을 동시에 진행해야○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과 과도한 토목예산편성을 철회하고 경제위기에서 가장 심각히 고통 받는- ,

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과감한 제도 확충과 이에 따른 예산 투여가 필요함 특히 노인. ,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및 수당제도 등을 마련하, ,

고 적극적 예산 배정을 통해 복지제도의 부실과 결함에서 오는 국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

는 데에 집중해야 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규모를 곧 이어 발표할 예정임-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02-723-5056, welfare@psp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