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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배경

□ 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대외 공표 시 제시한 기본계획(´14~´18)

첫 2년간 성과의 중간 점검 결과와 ②「사회보장기본법」제18조에
따라 20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

2. 주요 내용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간점검 

□ 점검 개요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로 설정한 정책대상별 지표*(25개)와

정책성과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내용별 지표**(82개)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성과 점검 실시

* 자원봉사참여율등전국민대상(5개), 아동안전사고사망률등아동․청소년대상(3개), 출산율등
청․장년대상(8개), 65세이상빈곤율등노년층대상(5개), 행복주택공급등취약계층대상(4개)

** 영아사망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59개), 청년고용률 등 일을 통한
자립지원(13개), 사회보장 협의조정건수등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10개)

□ 점검 결과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 이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

- 다만, 지표의 개선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만족 수준은 아니나 기본
계획 시행 이후 2년간 성과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정책대상별 지표 23개(25개*) 중 평생학습 참여율 및 출산율 등 21개(91.3%)

지표는개선되었으나,청․장년과노년층대상의각1개지표**(8.7%)는개선이필요함
* 25개 중 2개 지표(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 보육료 지원대상)는 현재 비교
통계가 없어 평가유보(향후 종합평가 시 측정 가능)

**청․장년층 : 청년실업률(%), 노년층 : 건강수명(세)

○ 정책내용별 지표 79개(82개*) 중 기초연금수급자 수 및 노후준비 인

식도 등 63개(79.7%)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상대적 빈곤율 및 여성 경

력단절 현황 등 16개(20.3%) 지표는 개선이 필요함

* 82개 중 3개 지표(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 재정 분담, 지방자치
단체복지행정체계 개편)는 현재 비교 통계가 없어 평가유보(향후 종합평가시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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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3개 정책목표별 총 214개 세부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5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38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3개)

○ 평가방법 : 평가지표를 통한 계량적 분석, 5등급*으로 평가

- 사업개요, 추진과정 및 성과달성도 3개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11개 세부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정량 분석 위주의 절대평가 실시

*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80～90점), 보통(70～80점), 미흡(60～70점), 매우미흡(60점미만)

□ 평가 결과

○ ´15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83.3점(우수)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이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3개 정책목표분야 모두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로 평가
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이 추진된 ‘일을 통한 자립
지원(86.0점)’ 분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단위 : 세부과제 수)

평가등급 합 계
(214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15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
(38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구축(23개)

평균 83.3점 82.7점 86.0점 82.7점
매우우수 32(15%) 20 9 3
우 수 122(57%) 82 27 13
보 통 60(28%) 51 2 7

 향후 계획

□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관계기관 통보, ´16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연계 및 ´17년 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평가와 중간점검 결과는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종합평가 및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수립(‘18년)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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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 개요

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간점검

□ 점검 목적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간점검을 통해, 첫 2년간(‘14~’15년)의

성과를 진단하고「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수립 시 반영

□ 점검 개요

○정책대상및정책내용별로대표지표를설정하여기본계획수립이후성과점검

○ (정책대상별 지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로 설정한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모습’ 25개 지표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상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모습 지표(25개) >
￭ 전국민(5개) : 자원봉사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 공공사회복지지출(GDP대비),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

￭ 아동․청소년(3개)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학교폭력피해응답률, 취학계층아동통합서비스수혜율

￭ 청․장년층(8개) : 출산율, 보육료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설치율, 육아휴직자수,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고용률, 청년실업률, 60세이상정년기업

￭ 노년층(5개) : 65세 이상 빈곤율,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건강수명,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취약계층(4개) : 행복주택 공급,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저소득
자활성공률

○ (정책내용별 지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51개 세부분야별로

정책성과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3개의 지표 발굴(총 82개)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51개 세부분야별 점검 지표(82개)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35개 세부분야 59개 지표) : 영아사망률, 0～5세 아동수
대비 보육정원, 기초연금 수급자 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월평균사교육비 등

￭ 일을 통한 자립지원(8개 세부분야 13개 지표) : 청년고용률, 여성경력단절 현황,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률,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취업률 등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8개 세부분야 10개 지표) : 사회보장 협의조정 건수,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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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평가 목적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3개 정책목표별 총 214개 세부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53개 과제), 일을 통한 자립

지원(38개 과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3개 과제)

○ (평가방법) 평가지표*를 통한 계량적 분석, 5등급**으로 평가

* 3개 분야, 9개 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 11개)로 구성

**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80～90점), 보통(70～80점), 미흡(60～70점), 매우미흡(60점미만)

○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항목별 배점) 배점

1.사업
개요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10)

25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5)
- 사업 추진체계의 구체성(5)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5)

2.추진
과정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25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5)

예산집행 실적 -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10)

3.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10)
- 성과지표의 수준(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5)

50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10)

목표달성도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5)

소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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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간점검 결과

1 점검결과 종합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 이후 대부분의 지표에서 실적이 개선되어,

기본계획이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투입 지표 위주로 성과가 개선되고 결과지표의 경우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지표의 개선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기본계획 시행

이후 2년간의 성과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 있음

○ 종합평가 시까지 성과의 지속적 측정과 성과중심 지표추가․인식조사 등

다양한 평가 방법 보완 필요

2 정책대상별 지표 점검 결과  

□ 23개(25개*) 점검지표 중 21개(91.3%) 지표의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개선요망 지표는 2개(8.7%)임(지표 실적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정책대상별 중간점검 결과 】

정책대상별 측정지표수
측정결과

실적개선 개선요망 평가유보*

계 25 21(91.3%) 2(8.7%) 2

전국민 5 4 - 1
아동․청소년 3 3 - -
청․장년 8 6 1 1
노년층 5 4 1
취약계층 4 4 -

* 25개 중 2개 지표(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 보육료 지원대상)의 경우, 현재

비교 통계가 없어 종합평가 시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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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및 학교폭력피해 응답자
수가 감소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도모

아동안전사고 사망자(10만명당, 명)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청·장년층) 육아휴직 여건 조성 및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양육, 교육비 부담 완화

육아 휴직자 수(명)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률(%)

○ (노년층) 다양한 돌봄서비스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률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이 확대되어 노년층
삶의 질 향상 기여

국민연금 수급률(%)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취약계층) 행복주택 공급 및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
계층의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행복주택 공급 확대(만호)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수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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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내용별 지표 점검 결과 

□ 51개 세부분야별 79개(82개*) 점검지표 중 실적이 개선된 지표는

63개(79.7%)이며, 개선요망 16개(20.3%)임(지표 실적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정책내용별 중간점검 결과 】

정책목표 분야 세부
분야

측정
지표

측정결과

실적개선 개선요망 평가유보*

계 19 51 82 63(79.7%) 16(20.3%)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13 35 59 43 15 1

일을 통한 자립지원 4 8 13 12 1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 8 10 8 - 2

* 82개 중 3개 지표(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 재정 분담,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의경우, 현재 비교 통계가 없어 종합평가 시 측정 가능

□ 주요 사업성과

○ 촘촘한 사회 안전망 강화

① 보편적 현금 지원 확대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14.7월)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월 9.9→20만원)된 연금을 지급하여 65세 이상 노인

빈곤 해소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 수급자 수(천명) 상대적 노인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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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세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맞춤형 급여 시행(’15.7)을 통해 수급자

규모의 지속적 증가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수급대상 규모(만명)

③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증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수혜학생들의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아르바이트) 감소 등 학업몰입 여건 조성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 (‘13년) 7만원 → (‘14년) 7만원 → (‘15년)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만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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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전달체계 개편

- ‘14~’15년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발굴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 지역(개) (동절기)사각지대발굴연계실적(천건)

- 사회복지담당인력 확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적극적 발굴·지원과 복지업무의 효율성 증대
*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오픈(15.12.), 23종의 외부기관 지료 활용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지원 실적(천건)

4 개선 필요 사항

□ (계층간 소득 격차 여전) 지속적인 소득보장 및 고용기회 확대
에도 계층간 소득 격차가 여전하여, 소득양극화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강화 필요
* 상대적 빈곤율 : 0.8%p 증가[17.8%(’13)→18.6%(’15)] (전체인구 중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수 비율, 출처 : 통계청)

□ (여성 경력 단절 개선 필요)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확대(‘13년

76.9%→’14년 86.6%) 되었으나, 여성 경력단절 현황*은 정체성을
보여,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책 마련 필요

* 여성 경력단절 현황 : 0.6%p 증가[20.1%(’13)→20.7%(’15)] (15～54세 이하의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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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1 평가 종합

□ 총 평

○ ´15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83.3점(우수 수준)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이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14년 추진실적 평가와 비교하여 평균이 3.5점(‘14년평균 79.8점) 상승하고,

우수 이상 과제도 총 154개로 45개 증가하여 작년에 비해 다소 개선

< 연도별 평가결과 비교 >
평균(점/총점100점) 등급별 과제수(개)

2014년  

2015년

○ 평가등급 분류를 살펴보면, 총 214개 세부과제 중 ‘매우우수’ 32개(15%),

‘우수’ 122개(57%), ‘보통’ 60개(28%)이며 미흡 사업은 없음

<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

평가등급 합 계
(214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53개)

일을통한자립지원
(38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구축(23개)

매우우수 32(15%) 20 9 3

우 수 122(57%) 82 27 13

보 통 60(28%) 51 2 7

○ 사업유형별(예산․비예산)로는 예산사업 172개 과제 평균이 83.8점으로

비예산사업 42개 과제(81.5점)보다 높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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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별 분석

○ 사업개요, 추진과정, 성과달성도의 평가 기준별로 보면 성과달성도가

85.0%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개요(82.4%), 추진과정(80.4%) 순임

○ 성과달성도는 대부분의 과제에서 당초 제시한 목표를 충실히 이행

함에 따라 목표달성도가 높았으나,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은 71.0%

밖에 되지 않아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 또한, 사업관리의 적정성이 68.0%로 가장 낮은데 이는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측면에서 점검 노력 등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 평가기준별 평가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
(단위 : %)

사업 개요 추진 과정 성과 달성도

□ 정책목표별 분석

○ 3개 정책목표분야 모두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로 평가

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이 추진된 ‘일을 통한 자립

지원(86.0점)’분야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 받음

< 정책목표별 추진실적 비교 >
                                                                    (단위 : 점 / 총점 100점)

 예 산  비 예 산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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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주요 성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임신·출산에 좋은 여건 마련)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실시

* 고액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 ’14년 180만원 → ’15년 190만원
** 기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기저귀
(월 32천원) 및 조제분유(월 43천원) 구매 비용 지원

○ (의료비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및 3대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 유방재건술 등 고가 방사선치료 및 고가 치료제 258개 항목 급여 확대

** △선택진료 의사 축소(80 → 65%) △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강화(50 → 70%)
△간병인이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확대(28 → 112개소)

○ (취약계층 지원 확대)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다층화*․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급여별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일정비율(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능력중심사회 기반 마련) 일학습병행제 확산*,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개발(‘15년 50개),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 참여기업 : ’14년 2,079개소 → ’15년 5,764개소
학습근로자 수 : ’14년 3,197명 → ’15년 10,869명 참여

○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 신설(‘15.1~)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 중소기업 임금지원*

*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 지원(’14년 5,622명→’15년 11,056명)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제도 안정적 운영을 통해
다원화된 복지정책의 통합적 관리

○ 공무원연금 개혁조치로 국민부담(연금 적자 보전금) 경감
* 국민 부담인 보전금이 ’16년에 1.5조 감소하고, 향후 30년간 185조, 향후
70년간 497조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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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과제별 평가내용(19개 분야)

◆ 19개 사업분야 큰 차이없이 고르게 평가되었으며, 대다수 분야가
´우수´로 평가

○ ´우수´ 분야(16개)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87.9점), 서민
가계 생활비 경감(87.3점),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86.8점) 등

○ ´보통´ 분야(3개) : 노후소득 보장 강화(78.7점),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 지원(77.6점),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78.8점)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1.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전체 평균(83.1점) 보다 우수한 평균 85.2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및출산지원관련각종제도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 ‘우수’ 등급으로평가

※ 평가결과(9개 세부과제) : ´매우 우수´ 2개, ´우수´ 5개, ´보통´ 2개

○ 특히, 난임부부 지원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과제는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어린이 무료 국가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백신을 14종까지 확대하는 등의 성과로 ´매우우수´ 평가

○ 출산율 제고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서비스 대상 및 지역 범위의 적극적 확대 필요

주요 실적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 건수 : (’14년) 40,515건 → (’15년) 46,240건
▪저소득층영아(0～12개월) 가구기저귀(월 32천원) 및 조제분유(월 43천원) 구매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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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육 인프라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체 평균(83.1점) 보다
우수한 평균 87.9점으로 ´우수´ 등급 평가

※ 평가결과(14개 세부과제) : ´매우 우수´ 7개, ´우수´ 7개

○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방과후 돌봄교실 증가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14’년 93개소→’15년 114개소
아이돌봄서비스: ’14년54,362→’15년57,687가구, 방과후돌봄교실: ’14년10,966→’15년12,380실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과제는 아동학대 행위 보육
교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매우 우수´ 평가

* 영유아보육법 개정(‘15.9.19 시행)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처벌강화, 중대한 가해자 및 어린이집 명단 즉시 공표

주요 실적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14년) 129개소 → (’15년) 272개소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시설 비율 향상 : (’14년) 75.6% → (’15년) 78.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및 안전한 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전체 평균(83.3점) 보다 다소 낮은 평균 82.2점
※ 평가결과(23개 세부과제) : ´매우우수´ 3개, ´우수´ 13개, ´보통´ 7개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재발방지 강화 과제는 성범죄자 사진 등 신상
정보 우편고지제도의 실효성과 체감성이 높아 우수사례로 선정

- 아동통합서비스 기능 활성화 과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완료*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성과로 우수
사례 선정 및 ´매우 우수´ 평가
* 드림스타트 확대 설치 완료 : ’09년 76개(시군구) →’14년 220개 →’15년 229개

○ 인터넷중독청소년치료지원및자살고위험청소년지원사업등각부처간
사업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 많으므로 향후 상호 연계 방안 모색 필요

주요 실적
▪전용인프라확대로청소년시설1개소당청소년인구수감소: (‘14년) 8,540명→ (’15년) 8,046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 (’14년) 54개소 → (’15년) 2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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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고령화심화 등에따라의료 보장성을높이기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평균(83.1점) 보다 우수한 평균 86.6점으로 ´우수´ 등급 평가

※ 평가결과(20개 세부과제) : ´매우우수´ 3개, ´우수´ 15개, ´보통´ 2개

○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과제는 3대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 적극 홍보 및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매우 우수´ 평가

* △선택진료 의사 축소(80 → 65%) △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강화(50 → 70%)
△간병인이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확대(28 → 112개소)

○ 생애주기별 의료 보장 강화(호스피스 완화 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발굴․운영되고 있으나, 단기적
행사에치우친일부과제의경우좀더내실있고실효성높은사업발굴필요

주요 실적

▪저소득중증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본인부담률감소 : (지원전) 26.2%→ (지원후) 14.2%
▪고가방사선치료등건강보험비급여항목급여화확대 : (‘14년) 100항목→ (’15년) 258항목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저소득층․신혼부부․대학생등각수요자별주택문제해결을위한맞춤정책실시

※ 평가결과(8개 세부과제) : ´매우우수´ 1개, ´우수´ 4개, ´보통´ 3개

○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4만호 및 행복주택 3.8만호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과제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 대학생 기숙사 확충 과제의 경우 높은 성과 달성도*를 기록
* 기숙사비 인하율 : (목표치) 8% → (달성) 14%, 달성률 175%
행복기숙사 수용 인원 : (목표치) 10,000명 → (달성) 16,539명, 달성률 165.4%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실적
▪전세금 안심대출 승인세대수 증가 : (‘14년) 2,800호 → (’15년) 4,700호
▪주거급여제도 개편 : 96만가구 수급 자격 확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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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 서민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교육비, 통신․에너지 비용과 가계
부채 경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평균 87.3점으로 전체
평균(83.1점) 보다 우수한 ´우수´ 등급 평가
※ 평가결과(8개 세부과제) : ´매우우수´ 2개, ´우수´ 6개

○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지원 과제는 금융채무연체자 17만명 채무부담
경감 성과로 ´매우 우수´ 평가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비 관련 분야 과제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소득연계형반값등록금: 정부3.9조원, 대학3.1조원마련해등록금부담평균50%경감효과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 (’13～‘15.1학기) 2.9% → (’15.2학기) 2.7%

주요 실적
▪취약계층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9만 가구 885억원 제공(‘15년 신규)
▪고정금리 대출비중(‘14년 23.6%→’15년 35.7%)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14년 26.5%→’15년38.9%)

 3.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전체 평균(83.1점) 보다 낮은 평균 78.7점
※ 평가결과(9개 세부과제) : ´매우우수´ 1개, ´우수´ 3개, ´보통´ 5개

○ 노인 일자리 확대 과제는 노인일자리 확충(’14년 336천개 → ’15년 386천개) 및
시니어인턴십 활성화 등의 성과로 ´매우 우수´ 평가

○ 기초연금 제도 적극 홍보 및 수급 대상자 발굴 지속 추진
* 수급자 수 지속 증가 : (‘14.7) 424→ (’15.1) 438→ (‘15.12) 450만명

○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대상 점진적 확대
* (’13년) 130만원미만 → (’14년) 135만원미만 → (’15년) 140만원미만

○ 성과지표 설정 시 연금 관련 사업 대부분이 과정지표 위주로 다소 낮은
목표치를설정함에따라향후산출목표설정을통해노후소득보장성과측정필요

주요 실적
▪기초연금지급으로노인가구이전소득15%증가, 상대빈곤율4.1%하락, 절대빈곤율3.6%하락
▪국민연금 가입률 상승 : (‘14년) 55.7% → (’15년)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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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노후 건강유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노인치매관리체계 구축 및

노인 안전관리․돌봄 체계 강화 등의 사업 추진하여 평균 81.7점으로

´우수´ 등급 평가

※ 평가결과(8개 세부과제) : ´우수´ 6개, ´보통´ 2개

○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대상 확대*와 고령화된 국가유공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사업 적극적 추진

* ‘14년 75세이상에서 ’15년 70세이상으로연령을낮춰약 16만명의료부담완화(’15.1～12월)

○ 현재 운영 중인 노인의 돌봄․요양 관련 사업 및 시설 간의 연계 및

기능 조정 필요

주요 실적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 (‘14년) 1,687개 → (’15년) 2,015개
▪보호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수 증가 : (‘14년) 33.4만명 → (’15년) 38.7만명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효과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로, 전체 평균(83.1점) 보다 낮은 평균 77.6점으로 해당

분야 전 과제가 ‘보통’ 평가

※ 평가결과(6개 세부과제) : ´보통´ 6개

○「노후준비지원법」제정(‘15.12)으로 지역별 노후준비센터를 통해

노후생활 설계 서비스 제공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성취감 및 사회참여 확대

* 어르신문화나눔 봉사단 참여 : ’14년 2,571명→’15년 3,968명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좀 더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및

차별화된 컨텐츠 발굴 필요

주요 실적

▪고객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노후준비 인식도 제고 : (‘14년) 87.8% → (’15년) 92.8%
▪평생학습컨텐츠확보를위한방송대프로그램개발수증가 : (‘14년) 93개→ (’15년)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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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평가결과 평균 81.5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개별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사업 적극 추진

※ 평가결과(5개 세부과제) : ´매우우수´ 1개, ´우수´ 1개, ´보통´ 3개

○ 기초생활보장급여 세분화 및 선정기준 다층화․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맞춤형급여체계* 도입(‘15.7~)은 정책의 파급 효과가 높아
´매우 우수´ 평가
* 수급자 수 : (’14) 133만명 → (‘15) 165만명 (32만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 발굴 법적체계 마련(‘15.7~)

주요 실적

▪제도개선으로긴급지원건수․금액증가 : (‘14년) 107천건, 586억→ (’15년) 251천건 1,246억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 232,326건, 민간자원 15,553백만원 발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장애인 권익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하였으나, 전체 평균(83.3점) 보다 낮은 평균 78.8점으로 평가

※ 평가결과(13개 세부과제) : ´우수´ 7개, ´보통´ 6개

○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이행지도,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확대* 및 중증

장애인 인턴제**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 필요

*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14년 10개소→‘15년 14개소)
** 최대 6개월까지 인턴근무 기회 제공(200명)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사지원․이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서비스)

대상 확대*로 장애인 편익 증진

*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 1-2급에서 장애 3급으로 확대

주요 실적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 : (’14년) 328,414명 → (’15년) 342,444명
▪‘15년 매월 1-3급 장애인 59,979명(대상자의 94%)이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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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도․농간의 소득 및 정주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체 평균(83.3점) 보다 다소 낮은 평균 80.5점
※ 평가결과(16개 세부과제) : ´우수´ 9개, ´보통´ 7개

○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율 상향(70%→80%) 및 이자율 인하(3%→2.5%)*

* 농지연금 농가가입률 : (목표) 28.4% → (성과) 34.7%, 달성률 122.2%
○ 취약가구 도우미 인력지원 확대 과제는 영농도우미 지원요건을 4대 중증
질환자까지 확대 하였으나, 성과목표 달성률*이 다소 부진하여 ´보통´ 평가

* 영농도우미 집행률 : (목표) 91.2% → (성과) 85.7%, 달성률 94%

주요 실적

▪농지연금가입건수 증대(3,963건→5,206건), 월지급액 상승(96만원→101만원)
▪전체 농어촌 초․중학교(4,008교)에 ICT 인프라 구축 완료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 전체 평균(83.3점) 보다 다소 낮은 평균 80.1점으로,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적응과 양육 지원, 노숙인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사업 추진
※ 평가결과(14개 세부과제) : ´우수´ 7개, ´보통´ 7개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3,850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의무기관(공공기관, 학교 등) 68,000개에서 1회 이상 실시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및
양육비 지급 의무이행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확보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 및 양육비 이행
관리원 설립·운영(～’15.3.)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다각화 되고 종합적인 사업 내용 발굴 검토 필요

주요 실적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실시에따른이행실적 : ’15년상반기 84건→하반기 514건(누적)
▪다문화예비학교(‘14년 80교→’15년 100교) 및다문화중점학교(‘14년 120교→’15년 150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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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 전체 평균(83.3점) 보다 우수한 평균 86.8점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평가결과(12개 세부과제) : ´매우우수´ 6개, ´우수´ 5개, ´보통´ 1개

○ 특히, 직무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과제는
신규 개발(50개) 및 NCS 기업활용 지원(1,020개) 등 능력위주 사회
전환을 위해 노력한 성과로 우수사례 선정되고 ´매우 우수´ 평가

○ 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산과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56교)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되어 ‘매우 우수’ 평가

* 정규직 전환률 상승 : (목표) 62.0% → (성과) 75.8%, 달성률 122.3%

주요 실적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수 대폭 확대 : (‘14년) 2,097개 → (’15년) 5,764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실적 향상 : (‘14년) 4.8% → (’15년) 5.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경력단절 없이 일․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평균(83.1점) 보다 우수한 평균 84.7점

※ 평가결과(12개 세부과제) : ´우수´ 12개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 신설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 중소
기업 임금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확대 추진
*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 지원(’14년 5,622명→’15년 11,056명)

○ 경력단절여성 직업상담․교육훈련, 취업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여성 새일센터 운영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 여성 새일센터 운영 : ‘15년 10개 신규, ‘15년말 147개 운영
**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 ‘14년 965개 → ‘15년 1,363개

주요 실적
▪‘아빠의 달 급여’ 육아휴직 특례 기간 확대(1개월→3개월)
▪사회서비스 분야 재정지원형 일자리 창출 확대 : (‘14년) 8.8만명 → (’15년) 11.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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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이 인정되어 평균 88점으로 19개

사업 분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 평가결과(6개 세부과제) : ´매우우수´ 3개, ´우수´ 3개

○ 퇴직 후 생애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과제*와고숙련 퇴직근로자 산업현장

교수단 활용 사업**은 재취업 지원 등의 성과가 높아 ‘매우우수’로 평가

* 전국 31개 센터 재취업 지원 : ’14년 36,164명→ ’15년 54,748명(전년대비 51.3% 향상)
** 고숙련기술인선정(’14년201명→’15년500명) 및산업현장교수활용(’14년425명→’15년1,531명)

○ 고령화사회에따른장년층의안정적인일자리확보를위해서는사업대상의

지속적 확대 뿐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주요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

주요 실적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해 임시․단기 일자리 208천건 취업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14년) 연 840만원 → (’15년) 연 1,080만원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 전체 평균(83.3점) 보다 높은 평균 85.5점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평가결과(8개 세부과제) : ´우수´ 7개, ´보통´ 1개

○ 고용복지+센터 추가 개소(30개) 등을 통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완화** 등을위한사업추진으로각과제 ‘우수’ 평가

* 연계건수 증가 : ‘14년 센터당 월평균 48건 → ’15년 센터당 77.6건

**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격차 : (’13)11.8% → (’14)11.0%→ (’15)10.2%

○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업종이나

비정규근로자의 직업 훈련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 등 필요

주요 실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수 증가 : (‘14년) 193,753명→ (’15년) 295,405명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격차 감소 : (’14년) 11.0% → (’15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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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장 사업의 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해 전체 평균(83.3점) 보다 높게 평가됨

※ 평가결과(9개 세부과제) : ´매우 우수´ 3개, ´우수´ 4개, ´보통´ 2개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지자체-중앙정부 복지사업 유사
조정 등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조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 성과로 해당 과제
‘매우우수’ 평가
* 국민부담인보전금이 ’16년에 1.5조감소하고, 향후 30년간 185조, 향후70년간497조감소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관리의 통합 및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행정 효율화

주요 실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업무처리지원실적대폭확대: (‘14년) 762,371건→ (‘15년) 3,843,639건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건수 증가 : (‘14년) 81건 → (’15년) 361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자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복지인력 확충,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적극 추진

※ 평가결과(14개 세부과제) : ´우수´ 9개, ´보통´ 5개

○ 복지수요가 높은 읍면동 중심 복지허브화 시범 사업 실시(15개 지역) 및

‘15년 복지담당공무원 1,600명 선발․읍면동 중심 배치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수‘ 평가

○ 사회보장제도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기능 연계 및 민․관 협력의 지속적 확대 필요

주요 실적
▪동주민센터복지허브화시범사업결과, 방문상담(시범사업이전월 550건→시범사업이후
월 3,946건) 및사례관리(시범사업이전월 52건, 시범사업이후월 157건) 증가
▪(동절기)사각지대 발굴 연계 실적 : (‘14년) 277,547건 → (’15년) 378,4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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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사례

□ 선정 개요

○ ‘1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214개 세부과제 중 평가결과 상위 20%
과제에 대해 노력도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

* 창의성, 적절성, 사업추진노력도및사업성과도, 파급성, 환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 ‘15년 추진실적 우수사례 

○ 3개정책목표분야중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보장기반구축́ 8개과제, ´일을

통한자립지원´ 및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에서각각 1개과제선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기반 구축´에 정책 체감도 및 성과가
높은 과제가 다수 포진되어 비교적 많은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

○ 관계부처별로는 과제 수가 많은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과제가각각 1개과제선정

<우수사례 선정 과제 세부내역(10개)>

연번 과제명 소관부처 선정사유

1 난임부부지원 보건
복지부

체외수정비 시술 지원단가 상향(180만원/회→190만원/회), 상담․
교육등을통한사업성과달성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보건
복지부

’14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및 ’15년
14종까지 확대로 국민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

3 3대비급여단계적
건강보험적용

보건
복지부

국민 부담이 높은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4 신설변경제도사전협의
조정방안마련

보건
복지부

사전협의 제도 지자체 수용성 제고 위한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및협의조정기준개선(안) 마련등에대한사업성과인정

5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활성화

보건
복지부

전국 시군구별로 인프라 구축 설치 완료 등 다양한 활동 전개
하여 취약계층 아동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

6 일하고자하는노인에게
일자리확대

보건
복지부

노인일자리 ‘15년 38만개창출등을통해노후삶의질개선및
사회 전반의 긍정적 효과 증대 기여

7 맞춤형급여체계도입
보건
복지부

수급자 수 확대(‘15.6월 132만명 → ’15.12월 165만명), 개인별
급여평균 급여액 4.9만원 상승 정책효과 인정

8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고용
노동부

NCS 교육·훈련,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 NCS를 통한
채용문화 개선 등 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책 효과 달성

9 서민의과다채무
해소지원

금융
위원회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15년말 목표(35%) 초과달성 및 금융
채무연체자 17만명의 채무부담 경감 효과 달성

10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재발방지제도강화

여성
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집행,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 높은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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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환류

○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후 관계기관

통보(´16.12월)

○ ´17년 시행계획 수립 시 ‘15년 시행계획 실적 평가결과 반영

□ 사회보장 성과 인식조사 실시

○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지표 중심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인식 조사 실시

‣(조사내용)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에 대한 체감도․만족도 및 정책환경
변화 따른 신규 사회보장제도 도입 수요 조사

‣(조사대상) 일반 국민 1,000명(전화조사), 전문가 100명(온라인) 대상

‣(조사기간․방법) ‘16.11 ～ ’16.12

□ 중간점검 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 중간점검 사용 지표의 ‘16, ’17년 연도별 달성도 확인 및 기본계획

종료시점(‘18년말)에 종합평가 실시

* 종합평가는 중간점검 사용 지표와 대표성을 가진 추가지표 개발하여 실시 예정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결과 반영

○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평가 및 중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수립(‘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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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간점검 결과

□ 기본계획 25개 지표 점검 결과

정책대상 지표 ‘13년 ‘14년 ‘15년

전국민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 16.5 17.6 19.4

생활체육 참여율(%) 45.5 54.8 -

평생학습 참여율(%) 30.2 36.8 40.6

공공사회복지지출(GDP대비) (%) 9.3 9.7 10.1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44.1 - -

아동․청소년

(10만명당)아동안전사고사망자(명) 287 215 -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2.2 1.4 1.0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12.4 - 34.5

청․장년

출산율(%) 1.19 1.21 1.24

보육료 지원대상(만명) 148 전면무상보육실시로
평가제외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49.7 52.7 50.5

육아휴직자 수(명) 69,616 76,833 87,339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률(등록금 부담
경감액/당해연도 부담해야 할 등록금
액*100) (%)

33.9(‘12) - 50.5

고용률(15～64세) (%) 64.4 64.4 65.7

청년실업률(%) 8.0 9.0 9.2

60세 이상 정년기업(%) 37.5 50.5 56.7

노년층

65세 이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 48.4 48.4 46.9

국민연금 수급률(%) 17.6 17.8 18.8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 13.1(‘11) 19 -

건강수명(세) 66세(‘12) 65.4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6.1 6.6 7.0

취약계층

행복주택 공급(만호) - 2.6 6.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 12.9 13.15 13.4

장애인 삶의 만족도(5점 만점) (점) 3.1(‘11) 3.2 -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31.8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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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개 세부분야 81개 지표 점검 결과

세 부 분 야 대 표 지 표 2013 2014 2015

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Ⅰ-1.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1.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1-1. 임신·분만에대한의료지원강
화

영아사망률(%) 3.0 3.0 -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
료센터 운영(개소) - 3 6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운영
(개소) - 280 330

1-2.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
담 경감 난임시술 지원 건수(건수) 64,584 75,243 82,153

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1.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

2-2.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
아 인프라 확대

0～5세아동수대비보육정원(명) 64.3 65.7 65.3

교사 1인당 관리 아동(명) 6.8 6.5 6.1

2-3.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
형 양육 지원

GDP 대비 아동 가족 복지
지출비율(%) 1.1 1.1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3-1. 청소년의 종합적 역량 개발
지원

사회문화활동 참여율(%) 29.8(‘11) 34.8 -

유아동 인터넷 중독률(%) 6.4 5.6 -

3-2. 아동·청소년의안전한환경조성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2 1.4 1.0

3-3. 아동권익 보호 및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아동학대보호율(인구 1천명당
발견율) (%) 0.7 1.1 1.32

아동학대재발률 (%) 14.4 10.2 10.6

Ⅰ-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1.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의공적장기요양보호율(%) 6.1 6.6 7.0

건강보험 적용인구(천명) 49,990 50,316 50,490

1-2.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수) 129,897 149,965 127,218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액(억) 6,283 6,255 6,332

1-3.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현재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
(개비) 14.6 14.7 13.4

고위험 음주율(%) 12.5 13.5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69.9 72.3 76.1

1-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료 보험료 대 급여비
비율(%) 102.6 104.0 104.2

1-5. 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투입금액(억) 239.0 249.0 294.0

외상환자의예방가능사망률(%) 35.2(‘12)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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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분 야 대 표 지 표 2013 2014 2015
2. 주거안정 대책 강화

2-1. 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소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19.8(‘12) 20.3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5.1(‘12) 4.7 -
저소득버팀목전세자금융자
가구수(가구) 8,864 8,330 ‘15년

제도폐지

2-2.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5.5 6.3 9.9

신규주택중공공임대주택비율(%) 17.2 15.6 11.8
3.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3-1. 교육비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이용 학생비율(%) 20 19 18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만원) 223 271 310

학생1인당월평균사교육비(천원) 239 242 244

3-2. 통신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
낮추기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3.0 2.7 -

3-3. 서민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억원) 47,561 44,166 46,805
Ⅰ-3.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1-1.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수급자 수(명) - 4,353,482 4,495,183

상대적 노인 빈곤율(%) 48.1 47.4 44.8

노인일자리 창출 수(명) 255,521 336,000 386,000

1-2. 국민연금을 통한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 보장

65세이상인구국민연금수급률(%) 33.0 34.8 36.4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 비율(%) 77.9 78.4 79.1

1-3.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개소) 254,138 275,547 305,665

2.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2-1. 노인 건강관리 지원 노인의일반검진수검률(1,2차평균) (%) 44.0 45.9 47.5

2-2. 노인 안전관리 및 돌봄 체
계 마련

노인의 ADL 제한율 (%) 7.2(‘11) 6.9 -

노인의안전사고및범죄피해
경험률(%) 1.5(‘11) 0.8 -

3. 안정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지원

3-1. 자기주도의은퇴후준비지원 노후준비 인식도(%) 85.0 87.5 92.8

3-2. 생산적 노년을 위한 사회참
여 기회 확대

노인 고용률(60세이상) (%) 38.4 39.0 38.9

노인의자원봉사활동참여율(%) 3.9(‘11) 4.0 -

Ⅰ-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1.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1. 저소득 가구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15.7)
수급대상 규모(만명) 135 - 165

상대적 빈곤율 (%) 17.8 17.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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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분 야 대 표 지 표 2013 2014 2015

1-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각지대발굴연계실적(동절기)
(건수) - 277,547 378,406

사각지대발굴연계실적 (좋은
이웃들) (건수) 12,526 12,742 19,230

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2-1.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고용률(%) 36.0 37.0 34.8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천명) 329 358 351

2-2.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명) 60,435 64,906 72,2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명) 48,335 53,870 71,707

3.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3-1. 농어촌 소득보장 기반 강화
농촌소득(천원) 34,524 34,950 37,215

농작물·가축재해보험가입률(%) 48.2 52.7 56.3

3-2.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45.0 48.3

불량주택 정비 가구 수(가구) 8,400 8,500 9,100

4.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4-1.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

다문화가족 생활만족도(%)
* 응답자 중 만족자 비율 75.8(‘12) - 66.6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급별
취학률(%) 81.2(‘12) - 83.6

4-2.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만원) 7 7 10

4-3.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
해자 지원 내실화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 건수
(건수) 2,147 1,984 1,998

4-4. 노숙인 예방 및 재정착 지원
노숙인 수(명) 12,817 12,347 11,901

노숙인 지원 예산(백만원) 97,532 107,437 100,715

Ⅱ.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1-1.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청년 고용률(%) 39.7 40.7 41.5

1-2.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수(개) - 2,079 5,76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졸 취업률(%) 40.9 44.2 46.6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2-1.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여성육아휴직자 현황(%) 76.9 86.6 -

여성 경력단절 현황(%) 20.1 20.6 20.7

2-2. 경력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인원(천명) 1,295 5,622 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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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분 야 대 표 지 표 2013 2014 2015
3.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3-1. 정년 60세 조기 안착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률(%) 18.5 23.2 35.9

3-2.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재취업
지원자 수(명) 23,782 36,164 54,748

4.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4-1. 비정규직 고용안전망 강화

사회보험가입률(국민연금) (%) 39.2 38.4 36.9

사회보험가입률(건강보험) (%) 46.2 44.7 43.8

사회보험가입률(고용보험) (%) 43.6 43.8 42.5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2.6 32.4 32.5

4-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자활사업참여자자활성공률(%) 31.8 35.1 36.7

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취업률(%) 55.2 60.1 67.6

Ⅲ.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1-1.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장사업협의·조정건수(건) 61 81 361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지원 실적(건) - 762,371 3,843,63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백만원) 452,948 493,513 563,226

1-3.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
재정 분담 -

1-4.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재정 수지(억원) 136,302 428,684 261,377

국민연금 수익률(%) 4.2 5.2 3.2(‘15.8)

2.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1.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 ‘15년시범사업실시로점검유보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 지역
(개소)

15
(‘15,시범) 933(‘16)

2,100
(‘17)

2-2.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시군구(읍면동포함) 복지담당
공무원1인당복지대상자수(명) 427 412 375

2-3.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연계·
조정 실적(건수) 111,049 106,689 229,920

2-4.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이용자 중 만족자 비율 - 80.7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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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과제별 평가 결과

□ ‘15년 추진실적 분야별 평가결과

사 업 분 야 명 평균점수
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53개 과제) 82.7점
Ⅰ-1.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1.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9개 과제) 85.2점
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4개 과제) 87.9점
3.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23개 과제) 82.2점

Ⅰ-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1.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0개 과제) 86.6점
2. 주거안정 대책 강화 (8개 과제) 83.5점
3.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8개 과제) 87.3점

Ⅰ-3.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9개 과제) 78.7점
2. 노후의 건강 및 안전제고 (8개 과제) 81.7점
3.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6개 과제) 77.6점

Ⅰ-4.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1.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5개 과제) 81.5점
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13개 과제) 78.8점
3.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16개 과제) 80.5점
4.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14개 과제) 80.1점

Ⅱ.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8개 과제) 86.0점
1. (청년)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12개 과제) 86.8점
2.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12개 과제) 84.7점
3. (중장년)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6개 과제) 88.0점
4.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8개 과제) 85.5점

Ⅲ.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3개 과제) 82.7점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9개 과제) 84.8점
2.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4개 과제) 81.3점

□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구 분 평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2 0 1 5 년(214개) 83.3점 32개 122개 60개 -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153개) 82.7점 20개 82개 51개 -
일을 통한 자립 지원(38개) 86.0점 9개 27개 2개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3개) 82.7점 3개 13개 7개 -

2 0 1 4 년(213개) 79.8점 16개 93개 92개 12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152개) 79.9점 14개 67개 62개 9개
일을 통한 자립 지원(40개) 78.3점 1개 13개 23개 3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1개) 82.1점 1개 13개 7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