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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 본 보고서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

년 1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참여연대의 예산(안) 분석보고서

임.

l 참여연대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

의료 등 5개 영역에 대한 예산분석을 진행하였음.

Ÿ 보건복지예산 증가분 약 4조 1천억 원은 대부분 인건비상승, 국민연금의 자연증가분, 건강

보험 이용증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그리고 최저생계비상승(3.4%)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자

연증가분 등임으로 2011년 물가상승률 4.4%를 고려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저소득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제공 확대와는 거리가 먼 국민우롱 예산안임.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한 사회, 촘촘한 안정망 구축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2013년 보건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수정은 불가피함.

Ÿ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빈곤이 심화되고 비수급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수급자수를 전년도에 비해 12만 명 축소를 예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를 완화하겠다는 모순적 예산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고령의 빈곤 수급자들을 지속적으로 탈락시키고, 여기에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

한 조건불이행의 경우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가구 전체를 수급자에서 

배제시키는 비인도적이고 위법한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반인권적 예산안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혹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고 그간 수차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

의 극히 일부 문제만을 보완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Ÿ 보육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12.3% 증가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수렴하려 하였으나, 여성의 

돌봄 기능을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됨.

Ÿ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이 사회복지 전체 증가율(11.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증가율(9.0%)에 

그친 것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특히 기초노령연금 예산안은 법 부칙에 따른 연금급여 단계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자

연증가분에도 못미치는 것임.

Ÿ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도(4.1%)보다 낮

은 2013년에 4.0%로 하락하고 있고(일반회계 기준), 최근 중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예

산은 3.7%의 증가율에 그쳐 자립 및 자활지원강화라는 예산편성 기조가 항목별로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함.

Ÿ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예산증가율은 15.2%로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11.3%)

을 약간 웃돌지만 보건산업육성 예산이 증가(1,103→1,948억원)한 것에 기인하며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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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장비비임. 정부는 담배가격인상을 외치기 전에 소득역진적인 국민건

강기금을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폭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함.

l 결국, 이명박정부의 2013년 복지예산은 복지예산삭감의 결정판으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최

소한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민우롱복지예산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

에 정부가 작성한 2013년 사회복지예산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국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예

산안을 편성하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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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

맞춤형 복지예산이 아닌 국민의 복지수요를 외면하는 국민우롱 복지예산임.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2013년 복지예산을 전면 거부하여야 함

<7개 부처 총 보건복지지출 예산안>

l 정부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2013년 정부예산과 함께 ‘맞춤형복지’를 강조하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편성된 7개 부처의 총 보건 복지예산은 약 

97조원임.

l 이 97조원의 7개 부처 총 보건?복지예산의 증가율은 4.8%로 2012년 총 보건 복지예산의 전년

도 대비 증가율 6.4%보다 1.6%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가장 낮

은 증가율이며 2013년 정부전체 총지출예산(약 342조 5천억 원)의 증가율 5.3%보다 0.5%포인

트 낮은 것임.

<표 1> 2013년 정부전체 총지출 및 보건 복지분야 7개 부처 총지출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12년(A) 증가율(%) ‘13년(안)(B) 증감액(B-A) 증감률(%)

◇ 정부전체 총지출 325.4 5.3 342.5 17.1 5.3

예 산 228.1 5.4 242.4 14.3 6.3

기 금 97.3 5.0 100.1 2.8 2.8

◇ 복지분야 총지출  
(주택부문 제외시)

92.6
(73.6)

7.2
(7.7)

97.1
(79.6)

4.5
(6.0)

4.8
(8.1)

예 산 28.5 7.5 32.1 3.6 12.6

기 금 64.1 7.1 65.0 0.9 1.4

<표 2> 2013년 7개 부처 총 보건 복지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부 문 ‘12년(A) ‘13년(안)(B) 증감(B-A) 증가율(%)

사회

복지

1. 기초생활보장 79,100 88,483 9,383 11.9

2. 취약계층 지원 13,946 15,488 1,542 11.1

3. 공적연금 312,678 331,382 18,704 6.0

4. 보육 • 가족 • 여성 33,847 37,786 3,939 11.6

5. 노인 • 청소년 40,510 44,327 3,817 9.4

6. 노동 131,242 138,364 7,122 5.4

7. 보훈 40,541 42,825 2,284 5.6

8. 주택 190,062 175,281 △14,781 △7.8

9. 사회복지일반 5,789 6,838 1,049 18.1

보건

10. 보건의료 16,039 19,153 3,114 19.4

11. 건강보험 60,113 68,520 8,407 14.0

12. 식품의약안전 2,437 2,653 216 8.8

총지출 926,305 971,102 44,79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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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명박정부 5년간의 복지예산 추이 (7개 부처 총 보건 복지예산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안) 평균증가율(%)

정부총지출(A) 284.5 292.8 309.1
325.4

(228.1)

342.5

(242.4)
3.8

복지예산(B) 74.6 81.2 86.4
92.6

(28.5)

97.1

(32.1)
5.4

비율(%) 26.2 27.7 28
28.5

(12.5)

28.4

(13.2)

물가상승률 2.8 2.9 4.4

노무현정부 5년간 사회복지보건 분야예산* 12.7

( ) 안은 기금제외시, * 주택부문 제외

l 실질적으로 2013년 복지예산은 이명박정부 5년을 매듭짓는 예산임. 노무현정부 5년간 복지예

산 평균증가율 12.7%에 비교하였을 때 이명박정부 5년간 복지예산 평균증가율은 절반도 안 

되는 5.4%에 지나지 않음. 이는 지난 5년 동안 복지예산이 얼마나 후퇴하였는지를 여실히 중

명하는 것임

l 사회보험료 수입에 따른 기금 예산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을 포함하여 해당 사회보험사업을 

위한 지출 및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가용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예산임. 중요한 항목은 순수

한 복지분야 예산인 기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표 3>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28.5조원으로 총 예산 대비 12.5%였고, 2013년도 예산안에는 32.1조원으

로 총 예산 대비 13.2%에 불과하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거나 민주당

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

l 2013년 7개 부처 총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은 전년대비 4조 1천억 원이 

증가한(증가율 11.3%) 40조 8천억 원임.

<표 4> 2013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12년(A) ’13년(안)(B)
총지출 중

비중(%)
증가액(B-A) 증가율(%)

총 지 출(A+B) 366,928 408,341 100.0 41,413 11.3

[사회복지(A)] 290,973 320,850 78.6 29,877 10.3

기초생활보장 79,028 88,411 21.7 9,383 11.9

취약계층지원 11,880 13,185 3.2 1,305 11.0

공적연금 124,415 135,539 33.2 11,124 8.9

보육▪가족 및 여성 30,999 34,483 8.4 3,484 11.2

노인▪청소년 39,040 42,642 10.4 3,602 9.2

사회복지일반 5,611 6,589 1.6 978 17.4

[보건(B)] 75,955 87,491 21.4 11,536 15.2

보건의료 15,842 18,971 4.6 3,129 19.8

건강보험 60,113 68,520 16.8 8,40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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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이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노인

분야 예산을 포함하면 약 43%가 노인 관련 예산임.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0년 23.5%에서 점차 비중이 감소해 왔음.

l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중 83.6%인 34조 1,257억 원이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에 해당되는 것으

로,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2조 7,926억 원(8.9%↑)이 증가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

산안 부처별 분석V).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증가분 약 4조 1천억 원 중 의무지출 증가

를 제외한 실질 증가분은 1조 4천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임.

l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증가분 약 4조 1천억 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증가분 약 

7,845억 원은 건강보험료와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원

금이 늘어난 자연증가에 가까운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증가분 2,283억 원은 최저

생계비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2만 명이 수급자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최악의 예산임. 의료급여경상보조 증가분 5,490억 원은 2011년도 진료비미지

급액과 진료비단가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급여대상자 및 범위 확대와 무관한 것임. 기초노령

연금 증가분 2,430억 원 역시 노인인구 증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94,300원에

서 97,100원으로 2,800원 상승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급여의 증가분 9,884억 원 

역시 마찬가지임.

l 위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증가분이 대상자 수를 축소 내지 동결한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생계비 인상,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므로 신규 대상자가 발생하거나 복지혜

택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증가분임.

l 의무지출을 제외한 예산증액사업 중 예산증액이 가장 큰 사업은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5,245

억 원이 증액되었음. 그 다음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1,638억 원, 국민연금공단 

회관 신축 및 매입에 국민연금기금 지출로 97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두 사업은 실질적인 

복지확대와 연관되지 않는 예산항목으로 심화되는 빈곤과 증대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예

산에 앞서는 불요불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얼마 남지 않

은 증가분을 쪼개어 배분한 것인데, 이와 같은 소극적 예산운용 방침은 복지확대에 대한 국

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임.

l 신규사업 예산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남.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2013년 신규사업은 다

음 <표 5>와 같음.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89억 원에 불과함. 이 중 보건의료산업 

육성 관련 예산이 280억원에 육박하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역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에 따른 조치로 의무적 예산에 가까움. 이를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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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건복지부 소관 2013년 신규사업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예산(안)

신규사업 계 38,924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사업 64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644

노후설계서비스지원 사업 500

세계인구총회 지원 1,000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875

보건

의료

R&D

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R&D) 2,000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 20,000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4,000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R&D) 3,000

기후변화 급만성질병연구(R&D) 1,500

국립재활원 장애인종합재활체육 교육훈련시설운영 724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서울병원 문제행동치료실 운영 429

서울, 나주병원 등 5개병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
2500

공주병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임상실습 수입대체경비 42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620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지원 444

자료 : 보건복지부 소관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l 2012년 신규 사업은 총 20개로 책정된 예산은 679억 원이었음. 신규 사업의 축소는 복지부가 

사회복지신규사업에 대한 개발의지가 없음을 나타냄.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님. 특히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총괄기획을 책임져야하는 복지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복지

예산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임. 즉, 복지예산이 화폐단위로 표시된 복지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부의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폭발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

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음.

l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개요를 통해 예산안의 재정투자 방향을 1)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형 지원 강화, 2) 저출산, 고령화 대비, 3)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4) 지속가

능한 복지체계 구축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l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세부 방향으로 빈곤층 보호 강화, 장애인과 아동 등 취

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인적 투자 강화를 들고 있음. 기

초보장 수급자 수의 절대적 감소를 전제로 해산장제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맞춤형 지원을 의

미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또한 공적연금과 기초보장, 건강보험 의무지원 예산

을 제외한 예산의 절대적 비중이 매우 낮고 전년 대비 동결 수준인 상황에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제고하고 인적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지 의문임.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9

l 복지부가 제시한 재정투자 방향 중 가장 충실히 반영된 것은 보건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2007년 18.7% → 2013년예산안 11.6%)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 및 장비비가 1,800억 

원 증액되고 글로벌제약M&A펀드 예산 200억 원이 신규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음. 수급자의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래의 국민건강 증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예산 방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음.

l 아울러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해 중복·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보육 및 장기요양시설 및 바우처 참여기관의 확대로 인해 복지서

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이나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추가배치 등의 일부 전달체계 관련 예산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

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절감과 

지출통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복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할 경우 복지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족한 예산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는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것

이며, 현재의 기초보장예산안이 바로 이에 해당됨.

l 결국, 정부는 가족구조변화와 소득양극화, 노령화, 저출산 등과 같은 사회적 위협으로 복지수

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을 예측하고 2013년 정책기조를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로 설정하였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회복지수요에 맞는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안정을 외면하는 국민우롱 복지예산을 책정한 것에 지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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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산분석

1. 기초보장

2013년 복지부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 대폭 삭감한 예산

l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2012년 예산에 비해 약 

9,383억 원(11.9%)이 인상되었음. 기초보장수급자수를 12만 명(155→143만명)이나 줄이는 예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

l 예산편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있어서는 생계급여(9.7% 인상)와 주거

급여예산(9.6% 인상)을 인상하였음. 또한 장제급여의 단가를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하였

음. 기초보장수급자수를 줄일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특히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는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됨. 현행 제도상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평가액과 합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선정여부를 판별할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액을 결정하게 됨. 정부에서는 현행 주거용재산의 재산소득환산율 4.17%를 

1.04%로 인하하여 재산기준을 일부 현실화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임. 이와 같은 조

치는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빈곤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의 기초보장수급가구중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되어 생계급여액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 예산의 인상이 불가

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재산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늘어나게 

되는 수급자수가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l 의료급여 예산은 수치상 13.8%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예산 보다도 더 많이 인상되었음. 예산

상의 의료급여수급자수가 167만 명에서 156만 명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13.8%의 예산 인상

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예산의 증액은 진

료비 미지급금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2,000→4,919억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동반 조정(의료보장성 확대 442→1,007억원) 예

산이 같이 포함된 것임. 결국 수급자에게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

니라 밀린 부채를 대폭 청산하는데 예산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임.

l 또한 최근에 부양의무자기준 사유로 인해 기초보장수급자에서 대량으로 탈락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가구에게 본인부

담 증가분을 지원하는 예산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인 취약계층 의료비지

원이 39.3% 인상되었음. 수급탈락가구, 혹은 탈수급가구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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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늘려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그들 가구가 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원해도 

되는 가구인지 아니면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여 다른 급여를 동시에 보장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지 엄밀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상황임. 다시 말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지 말아야 할 

가구를 탈락시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함.

<표 6> 2013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중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2년(A) ‘13년(안)(B) 증감액(B-A) 증가율(%) 내  용

기초보장 총 예산 7,902,302 8,841,100 938,300 11.9

생계급여 2,361,845 2,590,188 228,343 9.7

1,550→1,430천명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4.17→1.04%)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주거급여 519,440 569,185 49,745 9.6 1,459→1,341천명

교육급여 135,630 136,081 451 0.3 289→288천명

해산 장제급여 15,152 21,985 6,833 45.1
장제급여 단가(500→750천

원)

양곡할인 92,448 92,448 0 0

기초생활보장 관리 2,003 465 △1,538 △76.8
연구개발비: 1,600→65백만

원)

복지급여사후관리 1,395 1,325 △70 △5.0
금융자산조사 소요경비:

930백만원

의료급여 3,981,784 4,530,747 548,963 13.8
의료급수급자수 167→156

만명

- 의료급여 관리 555 500 △55 △9.9

- 의료급여경상보조 3,981,229 4,530,247 549,018 13.8

진료비 미지급금: 2,000→

4,917억원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442→1,007억원

긴급복지 58,886 62,453 - - 지원건수 64→105천건

자활지원 547,079 577,925 30,346 5.5
자활연수원 건립 9,901백

만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2,757 2,146 △611 △22.2
금리 4%이차보전 및 신용

보증료 일부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183,884 256,172 72,288 39.3

의료급여 수습권자에게 건

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

가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l 결국 기초보장 전체예산의 총 증가분(11.9%)은 대규모로 존재하는 빈곤사각지대(정부추계 약

100만명)와 그들의 극심한 생계곤란문제를 감안하였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수급

자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일부 조치(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는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해 문제 크기에 비해 초라한 대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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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을 수 있음.

l 전산망 강화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약 16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락한 상황임.

그런데 이들 수급탈락자의 상당수는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절대 빈곤층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 정도의 신규 수급자만을 추가로 선정하려는 정부 

계획은 매우 비현실적임. 16만 명의 수급탈락자가 생겨난 것은 특히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하여 유지해온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함. 그동안 빈곤율이 감소되었거나 실업

률이 대폭 낮아졌거나 또는 경제지표가 매우 좋아졌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폭 축소된 

수급자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l 결국 예산상의 수급자수를 전년도에 비해 줄이는 결정은 일선 복지현장에서 신규 수급자 선

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특히,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며 그간 수차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의 극히 일부 문제만을 개선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l 빈곤이 심화되고 비수급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급자수를 전년도에 

비해 12만 명 축소를 예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고령의 빈곤 수급자

들을 지속적으로 탈락시키고, 여기에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조건불이행의 경우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수급자에서 추가적으로 탈락시키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피력하는 예산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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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결국, 2013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국민들의 실생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반복지적 예산임

으로 빈곤 사각지대가 포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

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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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

l 전체 보건·복지·노동 분야예산(97.1조, 기금제외시 32.1조 원)에서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약 3.8조원 정도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1.6% 증가한 것으로서, 전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증가액 4.8%를 훨씬 상회하는 증가분임.

l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고용

노동부의 4개 부처에 걸쳐 총 6.5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이 중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3.4조 원으로 전체 보육 및 육아교육 관련예산의 52.4%를 차지하

고 있으며, 유치원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이 3.0조 원으로 45.9%, 시설중심 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608억 원으로 0.9%, 그

리고 일·가정 양립지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설치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가 462

억으로 0.7%를 차지하는 구조임.1)

l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예산 40.8조 원 중 아동 및 보육분야와 관련이 있는 보육·

가족 및 여성 분야에는 전년 대비 11.2%(+3,484억원)가 증가한 3.4조 원이 편성됨.

l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 정부의 보육지원정책 

개편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삭감과 (9.6%; 2,290억원 감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증가가 (511.2%; 5,245억원 증가) 특징적임. 이 외에도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지

원이 250억 원으로 전년대비 62.5%가 증가했는데 이는 보육전자바우처운영 관련 예산(총 114

억; 276.4% 증가)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이유로 대폭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총 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1%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증액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각각 77%

가량 증액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7> 2013년 보육분야 예산(안) 중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A) ‘13년(안)(B) 증감액(B-A) 증감률(%)

계 2,478,380 2,652,780 3,401,927 373,360 12.3

어린이집운영지원 395,023 422,653 444,463 21,310 5

영유아보육료지원 1,934,611 2,021,514 2,162,319 △228,972 △9.6

어린이집기능보강 14,650 11,867 11,123 △744 △6.3

보육인프라 구축 16,250 15,377 24,990 9,613 62.5

어린이집평가인증 4,975 6,026 6,668 642 10.7

어린이집지원 23,077 72,697 125,214 47,007 60.1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89,794 102,646 627,150 524,504 511.2

1)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I [분야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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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들 부문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예산 외에도 지방비와 교육재정교부금이 투여되는 사업으로서 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함.

먼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지방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2,398억원, 전년대비 9.8% 감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5,682억 원 (전년대

비 511%)이 증가하여 두 사업을 함께 놓고 보면 지방비의 부담이 총 3,284억 원,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조 원

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전년 대비 7,578억 원, 173%가 증가한 액수임.

<표 8> 2013년 보육분야 예산(안) 중 일부예산 재원구성(단위: 억원)

사업명 재원 ‘12년(A) ‘13년(안)(B) 증감액(B-A) 증감률(%)

영유아보육료

합계 52,787 55,676 2,889 5.5

정부 23,913 21,623 △2,290 △9.6

교육재정교부금 4,380 11,957 7,577 173.0

지방정부 24,494 22,096 △2,398 △9.8

가정양육수당

합계 2,138 13,066 10,928 511.1

정부 1,026 6,272 5,246 511.3

지방정부 1,112 6,794 5,682 511.0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합계 54,925 68,742 13,817 25.2

정부 24,939 27,895 2,956 11.9

교육재정교부금 4,380 11,957 7,577 173.0

지방정부 25,606 28,890 3,284 12.8

여성의 돌봄을 강조하는 퇴행적 모습과 국공립 보육시설 계획의 결여

l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부문 예산을 고찰함에 있어 몇 가지 비판적

으로 평가할 지점에 대해 논하고자 함.

l 첫째, 전체적인 보육관련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핵심

적인 보육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의 정신이 후퇴한 점은 매우 유감임.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라

는 이름으로 “0-2세 전면 무상교육”의 포기를 의미하는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반영

한 이번 예산안은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축소함으로써, 기존에 보육료 전액

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또한 보육료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셈임. 이는, 영유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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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는 것

으로 일·생활 양립의 측면이나 젠더의 관점에서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임.

l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된 점은 보육을 포함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2013년 예산을 보면 2012년 1,000여개에 이르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1,500개까지 확대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월평균 34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함. 이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13년에 300억 원

으로 작년 대비 77.3% 증액됨. 이에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12개에 그치고 있으며 관

련 사업분야인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관련 예산은 오히려 작년대비 6.3% 감소함. 이는 질 좋

고 저렴한 이용료의 접근성이 용이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

모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적정 수준까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보

육의 공공성 확충이라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으로서 반드시 시정되

어야 함. 공공형 보육시설의 긍정적 측면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형 시설이 국공

립시설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함.

l 셋째, 보육서비스 수요자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정책들은 

환영할 만함.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신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

해서도 적절한 시도로 평가됨. 다만 예산의 지원범위가 활동비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은 아쉬움. 또한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이나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의 경우 이번 2013

년 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된 보육서비스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교사 당 10만원으

로 책정되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증액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이를 여전히 인건비에 포함하

지 않고 수당으로 책정한 지점은 한계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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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인상률

경로당 난방비는 전액삭감, 노인일자리사업예산 진보 아닌 후퇴

l 사회복지 전체 예산 증가율이 11.3%인데 반해 노인복지 예산 증가는 9.0%에 그쳤으며, 사회

복지 전체 예산 중 노인·청소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3.4%에서 13.2%로 감소했

음. 한편 노인인구는 2012년 5,890,000명에서 2013년 6,138,000명으로 4.2% 증가하고 전체 인

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 또한 11.8%에서 12.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사회복지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욕

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표 9> 2013년 사회복지예산(안)편성 (단위: 백만원)

구  분 ‘12년(A) ‘13년(안)(B) 증감액(B-A) 증가율(%)

총 합 계 290,973 320,850 29,877 10.3

기초생활보장 79,028 88,411 9,383 11.9

취약계층지원 11,880 13,185 1,305 11.0

공적연금 124,415 135,539 11,124 8.9

보육·가족 및 여성 30,999 34,483 3,484 11.2

노인·청소년 39,040 42,642 3,602 9.2

사회복지일반 5,611 6,589 978 17.4

l 노인생활안정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사할린 한인지원,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

인일자리 지원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노인생활안정 전체 예산은 2012년 

3,330,111,760천 원에서 2013년 3,390,817,000천 원으로 8.8% 증가하는데 그쳤음.

l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2012년보다 243,205,240천 원이 증가한 3,209,966,000천 원으로 8.2%로 

증가했음. 사할린 한인 지원 예산액은 5,207,000천 원으로 2012년 보다 3.2%가 증가했음. 노인

관련기관지원 예산액은 유일하게 감소된 항목으로 2012년 41,226,000천 원에서 2013년 

21,659,000천 원으로 47.5%가 감소했음.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액은 2012년 103,671,000천 원에

서 2013년 119,443,000천 원으로 15.2% 증가했음.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액은 183,077,000천 원

에서 2013년 234,542,000천 원으로 281.%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음.

l 노인의료보장의 2013년 총 예산액은 2012년 538,069,339천 원에서 10.6% 증가한 595,228,000천  

원임. 세부항목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액이 542,549,000천 원으로 2012년 보다 

11.2% 증가했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액은 2012년 50,194,000천원에서 2013년 52,679,00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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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5.0% 증가에 그쳤음.

<표 10> 2013년 노인복지예산편성 (단위: 천원)

항 세항 ‘12년(A) ‘13년(안)(B) 증감액(B-A) 증감률(%)

총계 3,896,107,099 4,248,241,000 352,133,901 9.0

노

인

생

활

안

정

기초노령연금 2,966,760,760 3,209,966,000 243,205,240 8.2

사할린 한인 지원 5,377,000 5,207,000 170,000 3.2

노인관련기관지원 41,226,000 21,659,000 19,567,000 -47.5

노인돌봄서비스 103,671,000 119,443,000 15,772,000 15.2

노인일자리지원 183,077,000 234,542,000 51,465,000 28.1

소계 3,300,111,760 3,590,817,000 290,705,240 8.8

노
인
의
료
보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487,875,339 542,549,000 54,673,661 11.2

노인요양시설확충 50,194,000 52,679,000 2,485,000 5.0

소계 538,069,339 595,228,000 57,158,661 10.6

장사시설확충 57,926,000 62,196,000 4,270,000 7.4

l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2012년 대비 8.2% 증가하는데 그쳤음. 예산액 증가의 요인은 노인인구증

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구성하는 A값을 기준으

로 연금액을 정하는데, A값의 물가상승률 반영분과 연금 신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l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 3,856천 명에서 2013년 4,125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연금액은 국민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2년 94,600원에서 2013년 97,2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됨. 오히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소득대체율을 10% 감축한 부분

에 대하여 기본연금액 중 A값의 5%를 2008년도부터 지급하고, 200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매년 A값의 0.25%를 가급하기로 한 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른)과 같이 기초노령연금급여 인

상분은 반영되지 아니하여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임(2013년 기준으로는 6%가 되어야 하므

로 이 부분만 하여도 이 부분 예산액은 20%이상 증가되어야 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연금액 인상분 및 법 부칙 규정을 고려할 때 2013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최소 30% 이

상의 증가가 불가피함. 그럼에도 실제 예산증가는 8.2%에 그치고 있어 노인생활안정의 욕구를 충

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예산편성으로 평가됨.

l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순위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

령자는 노인인구의 67.5%에 그치고 있으며, 수급 대상자임에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연금 지급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 집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함. 집행률을 근거로 기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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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연금 예산액의 축소편성을 합리화 할 수 있으나, 집행률에 근거한 예산편성은 정책의 목적을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정책이 정하는 급여대상과 급

여수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낮은 예산 집행율의 문제는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함.

l 노인관련기관지원 예산액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의 세부항

목으로 구성됨.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액은 2012년 3,558,000천 원에서 2013년 3,877,000천원으로 

9%로 증가했음. 노인보호기관 종사자의 급여 인상률은 3.0%에 그쳐 실제 물가상승률 4.0%에 미

치지 못했음. 특히 아래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신고접수건수, 상담건수 등이 

매년 급속히 증가해 기관 증설이나 인력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의 욕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노인보호서비스의 공급역량이 증가하는 노인보

호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임.

l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37,168천 원에서 15,213천 원으로 70%가 삭감되었음.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증진과 노인전문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것과 달리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참여지원 예산은 동결되어 정부의 정책방향성과 예

산 편성사이의 불일치가 관찰됨.

l 무엇보다도 노인단체지원 예산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됨. 경로

당 난방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균등예산과 지자체가 정한 추가예산에 의해 정해지는데 보건복

지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경로당 난방 예산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의존하게 되었음. 지자

체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사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겨울나기가 지자

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염려됨.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은 전년대비 

1200% 증가해 노인단체지원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과 대조를 보였음.

<표 11> 노인학대사례 건수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신고접수건수 5,254 6,159 7,503 8,603

노인학대 사례건수 2,369 2,674 3,068 3,441

상담횟수 35,467 46,855 47,988 67,234

증감 

신고접수 11.1% 17.2% 21.8% 14.7%

노인학대 사례건수 2.5% 12.9% 14.7% 12.2%

상   담 29.0% 32.1% 2.4% 40.1%

l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독거노인보호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됨. 독거노인

보호지원 예산은 2012년 938,000천 원에서 2013년 1,281,000천 원으로 36.5%가 증가해, 예산의 증

가분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보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수가 전체 독거노인의 

27%인 300,000명으로 파악됨에도 2012년 예산은 독거노인서비스의 수혜자수를 167,000명으로 산

정하고 있어 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의 55%가 돌봄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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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됨.

l 노인일자리지원 예산은 28% 증가했으며 이 같은 큰 폭의 예산증가는 전체 사업량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전체 사업량은 218,000개에서 245,000개로 12%로 증가했으며, 사업유형

별로는 사회공헌형이 11%, 인력파견형이 26%, 공동작업장형이 35%로 확대됨. 노인일자리지

원 예산의 증가는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l 그런데 현 예산의 규모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근로기간의 제한과 낮은 임금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움. 2013년 예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기간은 7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인당 월별 임금 또한 2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임. 노인일자리사업의 월 급여수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지원기간을 10개월

로 확대하고 월급여액을 최소 20% 인상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지원의 예산을 2012년 대비 

최소 80%이상 증가해야 함.

l 결론적으로 2013년 노인분야의 예산안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가치를 읽을 수 없는 예산

으로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예산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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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자립‧자활지원강화라는 예산편성기조와 일관성 결여

l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은 40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도 36조 7천억 원에 비해 약 4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장애인예산이 복지부 전체예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도 4.1%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4.0%로 하락하고 있음(일

반회계 기준).

<표 12>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및 장애인예산 (단위: 억원)

구분 ‘12년(A) ‘13년(안)(B) 증감액(B-A) 증가율(%)

총지출

계 366,928 408,341 41,413 11.3

예산

소계 221,815 251,727 29,912 13.5

일반회계 (A) 219,745 249,453 29,708 13.5

특별회계 2,070 2,274 204 9.9

기금 145,113 156,614 11,501 7.9

장애인예산(일반회계)
금액 (B) 9,040 9,944 904 10.0

구성비(B/A,%) 4.1 4.0 - -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2. 10.

l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부의 분야별 예산분류상으로는 취약계층지원 예산에 포함되는데, 이 취

약계층지원예산의 편성기조로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은 ① 기본 소득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 

강화와 ② 공정한 출발기회 제공의 두 가지임. 취약계층지원예산에는 장애인복지예산과 아동

복지예산이 포함되므로 장애인복지예산과 관련된 예산편성기조는 아마도 기본 소득보장 및 

자립·자활지원 강화인 것임. 이 예산편성기조가 딱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정책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임(비단 장애인정책만이 아니지만). 이 기준에 

비추어 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이 충분한가는 매년 논란이 되어온 바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있

어서도 그런 논란은 지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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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3년도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의 주요 항목(일반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12년 ‘13년(안) 증감액 증감률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B-A) (%)

총 계 903,957 100.0 994,371 100.0 90,414 10.0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계 886,623 98.1 975,737 98.1 89,114 10.1

장애인소득보장1 418,088 46.3 471,412 47.4 53,324 12.8

장애수당 107,498 11.9 107,498 10.8 0 0.0

장애인연금 294,585 32.6 344,006 34.6 49,421 16.8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1 16,005 1.8 19,908 2.0 3,903 24.4

장애인등급심사 15,562 1.7 19,499 2.0 3,937 25.3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지원 343 0.0 309 0.0 -34 -9.9

장애판정제도연구 100 0.0 100 0.0 0 0.0

저소득장애인 지원1 11,070 1.2 11,887 1.2 817 7.4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919 0.1 1,009 0.1 90 9.8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3,400 0.4 3,540 0.4 140 4.1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450 0.0 460 0.0 10 2.2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 - 646 0.1 신규사업(’13.7)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2,000 0.2 1,400 0.1 -600 -30.0

장애인 선택적복지 366,559 40.6 389,041 39.1 22,482 6.1

장애인활동지원 309,878 34.3 321,376 32.3 11,498 3.7

장애아동가족지원 56,681 6.3 67,665 6.8 10,984 19.4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44,097 4.9 48,441 4.9 4,344 9.9

장애인단체지원 13,722 1.5 12,007 1.2 -1,715 -12.5

장애인일자리지원 31,087 3.4 41,549 4.2 10,462 33.7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29 0.1 529 0.1 0 0.0

장애인행정도우미² 18,812 2.1 23,852 2.4 5,040 26.8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² 8,314 0.9 13,736 1.4 5,422 65.2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² 3,432 0.4 3,432 0.3 0 0.0

장애인

재 활 지

원

계 17,334 1.9 18,634 1.9 1,300 7.5

장애인직업재활지원 670 0.1 1,470 0.1 800 119.4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6,664 1.8 17,164 1.7 5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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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2. 10.

l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소득보장과 자립 자활이라는 예산편성기조에 비추어 보면 항목별로 

엇갈린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임. 우선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은 16.8% 증가했

지만 장애수당은 증가하지 않았고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은 증가폭이 장애인예산 전체의 증가

폭보다 낮음(7.4%). 또한 자립 자활에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은 33.7%나 증가하여 

일견 자립 자활지원을 매우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재활지원예산은 증

가폭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7.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예산은 증가폭이 더욱 낮아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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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있고, 자립자금융자예산은절대규모 자체가 작은 예상항목이긴 하지만 30.0%나 감소하

고 있으며, 최근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3.7%의 증

가율에 그치고 있어 자립 자활지원강화라는 예산편성기조가 항목별로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

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지출통제 지향적 예산

l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수당(3-6급 경증장애인 대상)은 2012년도 예산에서 1,075억 원이

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동결되었음. 그런데 <표 13>에는 제시하지 않았지

만 장애수당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541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하락하였고 차상위층 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534억 원에서 549억 원으로 증가

하였음. 그리하여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12년과 같아지게 된 것임. 기초수급장애인에 대

한 장애수당예산이 감소한 것은 수당의 단가는 월 3만원으로 동결한 채 수당수혜대상자를 

224천 명에서 217천 명으로 감소시킨 데 따른 것임. 반대로 차상위층 장애인 대상의 장애수

당예산이 증가한 것은 단가는 월 3만원으로 동결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109천 명에서 117천 

명으로 증가시킨 데 따른 것임. 또한 장애아동수당도 지원금액은 그대로 둔 상태(중증 월 20

만원, 경증 월 10만원)에서 기초수급자 가구의 장애아동은 숫자를 줄여서 책정하고 차상위층

아동은 수자를 늘여서 책정하였음.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더

욱이 현재처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 기초수급장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

은 이해하기 어려움.

l 장애인연금예산은 2,946억 원에서 3,440억 원으로 16.8%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수당과 반대

로 수혜대상자(18세 이상 중증장애인)는 327천 명으로 동결한 상태에서 지원금액을 증가시킨 

데 따른 것임. 하지만 이 지원금액 증가도 그리 충분한 것은 아님. 기초급여는 2012년 94,600

원에서 내년에 97,100원으로 증가시켰지만 이는 국민연금 A값의 증가(1,885천원에서 1,943천

원으로)에 따른 자동증가분이며 당초 이 제도 시행시 계획된 국민연금 A값의 10%까지의 증

액(2028년까지)이 반영된 것은 아님. 또한 부가급여는 소득계층별로 일률적으로 2만원씩 증액

시켰는데 이 역시 그간의 장애계의 요구에 비추어 충분한 수준이라 하기는 어려움. 이런 점

에서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다소 증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장애인연금예산도 내용을 구체

적으로 보면 대상자 동결과 지원금액의 소폭 증가에 따른 것일 뿐 소득보장의 전향적인 확대

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l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예산이 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인데 이 중

에서도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이 크게 증가하였음(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은 동결됨). 장애인행정도우미예산은 지원단가가 877천 원에서 1,112천 원으로 비교적 크

게 상승하였는데 하지만 지원대상자는 동결되었음.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예산은 대상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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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한해 6,500명에서 7,200명으로 늘어났고 인건비는 서울과 지방 공히 259천 원에서 273천 

원으로 늘어났음. 일자리예산은 매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저임금일자리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l 장애인의 자립 자활과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 활동지원예산은 지원단가는 월 692천 원에서 

월788.5천 원으로 13.9% 증가하였지만 대상자는 55천 명에서 52천 명으로 감소하였음. 그리하

여 활동지원예산은 2012년 3,098억 원에서 내년도 3,214억 원으로 3.7% 증가율이 그치고 있

음. 최근 정부는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를 현행 장애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 비추어볼 때 내년도 예산은 만족스럽지 못함. 게다가 최근에는 한 장애

여성활동가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에 집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 지금까지 

시행해온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이 사건 며칠 전에는 역시 활동

보조인이 퇴근한 후에 산소호흡기가 빠져 장애인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음. 이는 자립생활운

동에서 출발한 활동지원제도를 자립생활이념에 맞추어 설계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재활패러

다임에 입각한 지원서비스로 접근하고 거기다 예산을 이유로 제도 확대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임.

정부는 지금이라도 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욕구판정체계를 장애인중심적으로 재편하여 필요

에 따른 24시간 활동보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활동지원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l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최근의 참사를 생각할 때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에서 특

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장애인등급심사제도에 관련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그

리고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정부가 내년도 활동지원예산에서 대상자 수를 

감소책정한 데에는 이 장애등급심사제도에도 원인이 있음. 최근 몇 년 사이에 장애등급과 관

련된 정부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그 전조는 2007년에 활동보조제도가 전국적으

로 확대 시행될 당시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 현 정부에 들어와 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였음.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장애등급재심사를 강

화하였고 또 활동보조제도를 활동지원제도로 개편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등급재심사를 강

화하였음. 정부는 장애등급재심사 강화는 장애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라고 주장하지만 의료인력에 의한 장애등급이 장애인에 대한 거의 모든 사회적 급여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체계를 그냥 둔 상태에서 장애등급심사만 강화하는 것은 급여제도와 장

애판정제도 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수급자격 획득 및 결정에 관련된 모든 부담을 장애인 당

사자들과 의료인력에게 전가시켜 정부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l 현 정부는 비단 장애등급심사절차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기초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자산조사

와 부양의무자 조사도 강화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대처 행정부 시절 일부 부정수급을 빌미로 

장애인 등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적 급여를 축소시킨 시도(Roulstone and Prideaux, 2012)와 

판박이처럼 닮았음. 이는 현 정부가 대단히 통제지향적이며 이러한 통제를 위해서는 장애인

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과 같은 사생활침해에 가까운 시도도 기꺼이 감행할 수 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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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장하는 데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을 잘 보여줌.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사생활침해의 소지마저 있을 정도로 수

급자격을 한없이 강화하는 복지급여 엄격화의 흐름과 함께 권리적 접근에서 유래한 활동지원

제도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제한된 자원을 배분해

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하지만 이것도 사회

복지 공급체계를 합리화하고 그 속에서 전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접근해야

지 장애등급심사절차만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 정부는 하루빨리 장애등급

제를 폐지하고 수요자중심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배분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임.

l 결론적으로 2013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실질적인 복지대상자 동결 및 축소를 바탕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급 통제권강화예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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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

국민건강 도외시 한 채, 끝까지 보건산업육성에 올인

l 보건의료 부분 총지출 증가율은 약 15.2%로(일반회계 기준 19.8%, 국민건강증진기금 14.0%)

복지부 소관 총지출 평균 증가율 11.3%(일반회계 기준 13.5%, 기금 기준 7.9%)을 약간 웃도

는 수치를 보임. 이는 일반회계예산의 보건의료부문이 38.1%의 증가가 이를 주도하였음. 특

히 보건산업육성예산이 약 1,103억 원에서 1,948억 원만큼 늘어난대서 기인하며, 이것의 대부

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비와 장비비임. 당초 이 예산은 지경부와 교과부 소관이었으나 

내년부터 보건복지 소관이 되었음.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문예산 

증가는 많지 않음. 한편 건강보험국고지원 증가는 내년도 보험료예상수입증가에 따른 국고

지원의 의무지출로 인한 자연증가의 성격이 강함.

l 신규로 조성된 200억 원의 글로벌제약 M&A 펀드조성을 위한 예산은 국민건강이나 삶보다 

지경부 소관 업무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이러한 예산을 복지부 소관으로 옮기는 것은 자칫 

복지부예산 부풀리기로 이해될 수도 있음.

l 국민건강증진기금지출 예산은 최근에 소아예방접종비가 대폭 확대된 것이 이외에 뚜렷한 지

출증가 항목은 없음. 보건의료연구개발비가 7,787억중 1,762억(22.6%)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더 중요하고 긴급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정

신보건사업 확대, 저소득층의료지원 등의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중도 낮고 지출증가도 많

지 않은 상태임. 담배가격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은 저소득층의 높은 흡연율을 감안할 때 

매우 소득역진적 세금임. 현 정부는 담배가격인상을 외치기전에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보건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

적 토론이 전제되어야할 것임.

<표 14> 2013년 보건의료예산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12예산 ‘1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합 5,571,942 6,693,354 1,121,412 20.1

1) 보건의료 623,728 861,159 237,441 38.1%

- 보건산업육성* 110,300 305,100 194,800** 176%

: : : : :

2) 건강보험 4,948,224 5,832,195 883,971 17.9%

* 이 항목에는 글로벌헬스케어산업육성, 글로벌제약 M&A 펀드조성,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 첨담의

료복합단지 조성 등 총 14가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보건의료부문 증가된 예산 2,374억원 중 1,948억원이 보건산업육성이며 게 중에 1,800억원이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쓰이는 시설비와 장비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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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13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주요사업 지출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지출)

‘12예산 ‘1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합 1,841,831 1,872,763 30,922 1.7%

1) 보건의료 778,731 852,963 74,232 9.5%

보건의료기술연구 및개발 176,200 189,700 135,000 7.7%

보건소건강증진사업 85,000 91,100 6,000 7.1%

예방접종 73,200 105,200 32,000 43.7%

: : : : :

2) 건강보험 1,063,100 1,019,800 △43,300 △4.1%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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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7년 1,978천 명에서 ’13년 1,560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07년 4.1%에서 ’12년 3.2%로 줄어들었음.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 고물가 등의 여파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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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었으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예산

은 감소하였음.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의

료급여+건강보험 차상위 지원+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비율은 오히려 ‘07년 18.7%에서 ’12년 

11.6%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표 16>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명, 억원)

년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 

차상위지원 

예산(b)

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c)

복지부 총지출 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a+b+c)

비율
수급권자

수급권자

비율
예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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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560 3.2% 45,302 2,112 358 11.6%

자료: 각 연도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l 결국, 2013년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이 크게 즐어 들고 있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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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 명확한 반복지적 예산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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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l 2013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 대비 가장 축소된 예산임. 특히 이명박정권의 지난 5년간 

예산중에서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증대에 

대한 청사진으로서는 부족한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예산안임.

l 2013년 보건복지부소관예산에서 나타난 정부의 복지정책은 크게 대상자축소, 사업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전반적 복지수준 하락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복지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대상자를 축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음을 나타내는 것임.

l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예산 증액은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자연인상분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

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행 이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가 대폭 삭감된 최악의 예산임. 특

히, 2012년 상반기까지 금융조사를 통한 수급권통제강화의 결과로 약 16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락하였지만 이들 수급탈락자의 상당수는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절대 빈곤층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약 3만 명 정도의 신규 수급자만을 추

가로 선정하려는 정부 계획은 매우 비현실적임. 16만 명의 수급탈락자가 생겨난 것은 특히 비현

실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을 계속하여 유지해온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화

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개정해야 하고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불이행시 법령에 근거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조

건부 수급자 이외에도 수급자 가구 전체의 생계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불법조치는 시정되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증액조치가 필요함.

l 보육 및 아동분야예산의 경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축소함으로써, 기존에 보

육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12개에 그치고 있어 보육의 공공

성 확충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임이 밝혀졌음.

l 노인복지분야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소폭증가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에 턱없이 낮은 수준임.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차별 등과 같은 불

이익을 막기 위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의 확충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단지 25억 원의 증가(5% 증가, 양로시설 14개, 노인요양시설 9개, 재가지원센터 5개)에 그쳐 노

인복지시설의 공공성확립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여전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경로당 난

방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증액되었다고 하나 근로기간의 제한과 낮은 임

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l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이 복지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도 4.1%에서 2013년도 에

는 4.0%로 하락하였음. 장애수당은 동결되었으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수는 동결되고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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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증가에 그치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의 경우 

지원단가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대상자수는 오히려 축소되었음. 이는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를 

현행 장애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모순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 

시간제한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임.

l 보건의료분야의 예산을 보면 보건의료 총지출은 복지부소관 총지출 평균증가율을 웃돌고 있지

만 이는 대부분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비와 장비비 때문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문예

산 증가는 많지 않음. 건강보험증가분은 자연중가분임.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

한 예산 상황이 갈수록 줄어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07년 1,978천 명에서 ’13년 1,560천 명으

로 축소)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의료급여+건강보험 차상위 지원+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비율은 오

히려 ‘07년 18.7%에서 ’12년 11.6%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

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l 결국, 이명박정부의 2013년 복지예산은 복지예산삭감의 결정판으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최소

한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민우롱복지예산임. 이에 참여여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

가 2013년 사회복지예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할 것을 적극 권고함.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3년 사회복지예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함.

Ÿ 첫째,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빈곤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야 함.

Ÿ 둘째, 기초노령연금은 법부칙에 맞게 20% 이상(A값의 6%) 증액하고, 노인돌보미사업의 대

상자수는 확대되어야 하며,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수 확대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있

어야 함.

Ÿ 셋째, 국공립보육시설 수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아동

수당을 전면 도입하여야 함.

Ÿ 넷째, 장애인등급제도는 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획일적 시간제한을 폐지하여 필요

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 수는 확대되어야 함.

Ÿ 다섯째, 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그리고 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등 저소득층 의료

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함.

Ÿ 여섯째,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며, 실

질적인 복지확대와 공공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상향조정하여야 함.

Ÿ 일곱째, 기금을 제외한 복지분야 예산의 총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여당 및 야당의 대선 

및 총선공약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예산총액 대비 50%이상 대폭 증액 조정함으로써 국민과

의 약속을 실천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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