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숙 의원 국정감사 관련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10. 11. (목)

①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도 모두 부실

②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 성행,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2만 1,432건! 
③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④ 아동학대 5년 새 3배 증가…예방 사업 실효성 높여야 

⑤ 직원 1명이 치매환자 527명 전담? 들쑥날쑥 인력수급에 피해는 환자가

※ 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정숙의원실 02-784-1530~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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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18.10.11(목) 담당 김영상 비서관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도 과정·결과 모두 부실

-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책임미흡 심각! -

◌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

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

지 10개의 지정기관(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

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을 투자했음 [표 1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예산 및 향후 추정치] 

[표1]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예산 및 향후 추정치 

주관연구기관 과제명 총 연구기간 유닛수
정부출연금(억원)

기투자액
(18년이전)

RFP기준 추정치
(19년이후)

가천대학교 
길병원

대사성질환 혁신 신약 개발 및 뇌질환 
진단기술 선진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0.01
~’23.03.31 2 202.85 157.5 이내

서울대학교 
병원

맞춤형 암-만성염증 극복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0.01
~’26.12.31 3 215.35 331.25 이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글로벌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전략적 
기술통합의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0.01
~’26.12.31 3 215.35 331.25 이내

삼성
서울병원

만성/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글로벌 
선도를 위한 줄기세포 재생의료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2.11
~’23.01.10 1 93.3 78.75 이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미래의료수요 대응 의료기기 개발 및 
글로벌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4.12.11
~’23.01.10 1 90.2 78.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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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 (‘14∼’18년 기투자액) 연구비 기집행금액 기준으로 계상
- (‘19∼’26년) 과제 RFP상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추정치 계상(다만, 추정치이므로 예산심의결과 등에 따라 예산이 달라

질 수 있음)
 * 통상 RFP 기준에 따르면, 유닛당 정부출연금 25억원/년 이내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사업예정임

◌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

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임. 일례로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

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입건 

   ※ 허00 국장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 재임기간 : 2012.7 ~ 2013.10

   ※ 연구중심병원 지정 평가 실시(2012.11~2013.3),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평가 결과 발표(2013.3.26.) 

 

주관연구기관 과제명 총 연구기간 유닛수
정부출연금(억원)

기투자액
(18년이전)

RFP기준 추정치
(19년이후)

경북대학교
병원

심뇌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15.03.16
~’23.09.15 1 93.3 101.25 이내

아주대학교 
병원

수요자 요구 맞춤형 면역질환 
임상중개연구 플랫폼 구축 및 확산

’16.04.01
~’24.12.31 1 68.75 123.75 이내

분당차병원
첨단 융합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R&BD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확산

’16.04.01
~’24.12.31 1 68.75 123.75 이내

서울아산병원
4차 산업혁명 HCT* 진료-Care 신산업 생태계 구축 

(*Human-centered Convergence Technology: 
사람중심 융합기술)

’18.07.26
~’26.12.31 1 12.5 173.75 이내

합 계 14 1060.35 1,500 이내

경찰청 브리핑(18.5.29) 수사결과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A

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구속된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보(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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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음. 하지만 특별조

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특별조사 내용

- ‘12~2013년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의 적절성

- ‘14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 ‘14-’17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출처 : 보건복지부

◌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남.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했는지 의문임

  -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법인 : OO 회계법인

  - 특별조사 회계감사 법인 : OO 회계법인

  ※ 동일 회계법인임

◌ 또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

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자 대면조사 및 문답서, 질문서 등을 병행해

경찰청 브리핑(18.5.29) 수사결과
결제하게 하였다.    

  

  -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

록하였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A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하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길병원 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

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되어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

를 하였으며, A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하여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였다.  

 -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그와 관련된 병원의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2013년간 연구
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압수된 자료목록 확인결과 자료제공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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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사를 진행 한다고 함

    ※ 복지부 감사 규정 44조(증빙자료의 확보)[보건복지부훈령]

◌ 심지어 부실한 특별조사였음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천 5백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백만여원 등 총 3억 7천 4백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 

1) 연구인력 인건비 허용기준 위반 지적(6천 5백여원만원)

 ❍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위반) 기준에 따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간접비로만 사

용가능. 하지만 직접비로 사용  

※ 관련 :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5. 인건비 계상대상 및 상한비율

1) 진흥원에 의해 승인된 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 중 연구전담의료인(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연구간호사)과 연구전담요원(선임급, 

원급)만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다.

   가.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의 인건비는 간접비 내 지원인력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이 어긋난 금액 지급(3억 9백만여원)

 ❍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체결 이후에, 주관(세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탁연구

기관간 협약체결하는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1차 협약: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

◦2차 협약: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3차 협약: 주관연구기관 ↔ 세부연구기관            
주관(세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 더욱이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

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8억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음.

※ 가천 길병원 주요성과 개요(보건산업진흥원 제출 자료)

○ 세계 두 번째로 11.7TMRI 시스템 개발 중(‘18년  MRI 시설공사 완료 → ’19년 마그넷제조공정 가동)

→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조기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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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책

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

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보도일시 18.10.11(목) 담당 김영상 비서관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 성행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2만 1,432건! 

- 또한,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 총 247만 건! 부당청구액 307억 원에 달해 -

◌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표 1] 참조

 -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였음. 올해 들어서도 8월 말

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음.

 -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하였음.

[표1]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검진기관 현황

           (단위: 명, 개소,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구분 수검인원 검진기관
2013 12,200,707 18,243
2014 13,127,970 19,151
2015 14,025,411 20,072
2016 14,548,392 20,957
2017 14,805,167 21,635

2018.8 7,270,651 22,073
13년 대비 17년 증가율 21.3 18.6



◌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

음.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

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표 2] 참조.

 

[표2] 연도별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
(단위: 건)

비고 결정건수 
의사 아닌자가
건강검진 실시

의사 아닌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자가
자궁세포채취

합계 21,437 15,127 2,913 3,397

2013 5,495 358 2,913 2,224

2014 6,831 6,562 - 269

2015 23 21 - 2

2016 4,223 4,223 - -

2017 4,860 3,958 - 90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

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음

◌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

책이 전무한 상황

◌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

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표3]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건, 개소, 천원, %)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징수율
2013 968 303,746 1,839,603 1,767,994 96.1

2014 936 528,589 12,403,036 5,267,215 42.5

2015 2,255 374,016 4,015,483 2,454,294 61.1
2016 947 478,664 2,976,455 2,873,681 96.5
2017 1,741 513,577 7,897,097 1,958,769 24.8

2018.8 1,281 280,972 1,584,669 1,378,889 87.0

합계 8,128 2,479,564 30,716,343 15,700,842 51.1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

으로 드러남.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4] 부당청구 중복 적발기관 종별·연도별 현황>

            (단위: 명, 개소, %)  

구분
적발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회 이상 

적발건수
종합병원 84 67 69 52 25 13 226

병원1) 503 236 106 35 13 7 397
의원2) 2,179 840 327 116 50 22 1,355

보건기관 28 10 6 16
총계 2,794 1,153 508 203 88 42 1,994(41.6%)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9,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주1)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2) 의원: 의원, 치과의원 포함

◌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

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

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

다는 사건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함.



   이에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힘. /끝/



보도일시 18.10.11(목) 담당 부유민 비서관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 최근 10년간 상환율 8.76%(금액기준)에 불과 -

- 납부능력 충분해도 고의적 미상환 -

◌ 현재 국가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응급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치료를 마친 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

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응급대지급 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 받는 제도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8.8월) 

총 70,363건에 대해 332억9,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상환은 15,923건, 29억1,600만원

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8.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 특히, 미상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

게 된 결손처분도 무려 48,744건, 25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표 1] 최근 10년간(2008~2018.8월) 연도별 응급대지급금 현황

구분
청구 지급 상환 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08,495 58,016 70,363 33,293 15,923 2,916 48,744 25,678 
2008 4,525 2,547 2,868 1,040 576 78 400 332 
2009 6,216 2,628 4,698 2,573 644 108 283 330 
2010 9,440 3,655 6,422 2,440 835 98 2,737 2,336 
2011 8,416 4,004 5,170 2,278 1,186 144 1,113 773 
2012 8,454 3,646 7,479 2,797 1,297 184 1,438 1,211 
2013 11,508 5,751 8,859 4,159 1,394 199 7,859 2,928 
2014 11,430 4,412 7,923 3,136 1,537 263 6,857 2,475 
2015 12,337 6,569 8,259 3,723 1,849 397 4,930 1,694 
2016 13,470 7,596 8,340 4,401 1,950 413 15,8651) 9,884 
2017 13,036 8,648 7,086 4,166 2,435 575 5,431 2,578 

2018.8. 9,663 8,560 3,259 2,580 2,220 457 1,831 1,137 

(단위 : 건, 백만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 체납기간 구간별로 보면, 1년~2년 이내가 총 5,850건(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 총 5,412건(29억5,945만원), 3년 이상 3,474건(26억3,409만원)순임 : [표 2] 참조.

[표 2] 최근 10년간 체납기간 구간별 응급대지급금 미상환 현황   

구   간 미상환건수 미상환액

총합계 19,581 12,844,301,605 

6개월이내 2,545 2,160,169,300 

6개월~1년이내 2,300 1,600,191,440 

1년~2년이내 5,850 3,490,396,952 

2년~3년이내 5,412 2,959,452,895 

3년이상 3,474 2,634,091,018 

(단위: 건, 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이 총 23,442건으로 전체의 절반

(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체납자들에게 소액체납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

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 [표 3] 참조.



[표 3] 최근 10년간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

금액구간 결손처리건수 결손처리금액

총합계 48,744 25,678,371,354 

10만원미만 23,442 1,157,706,990 

10만원 이상~50만원미만 18,238 3,893,065,960 

50만원 이상~100만원미만 2,800 1,954,663,660 

100만원 이상~200만원미만 1,801 2,555,995,520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 764 1,858,968,370 

300만원 이상~400만원미만 465 1,600,429,120 

400만원 이상~500만원미만 312 1,389,500,680 

500만원이상 922 11,268,041,054 

(단위: 건, 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 더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임. 

◌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상환자 17,593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

로 나타났음 : [표 4] 참조.

[표 4] 최근 10년간 미상환자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건)

소득․재산

조사건

소득 재산 확인 건(기준인 대상)
소득․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건3)

계
소득: 압류금지 최저금액 미만1)

재산: 최고재산액 미만2)

소득: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 최고 재산액 이상

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17,593 7,547 6,427 1,120 6,119 5,688 431 1,428 739 689 10,04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1)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 월 15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 9만원 미만 건

   2) 위 1)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9만원 미만 건

   3) 외국인을 포함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사망자, 직권말소 등) 3,610건, 직장피부양자(1,105건), 의료급여(5,331건)등 본인 소

유 소득․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함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 원 이상   

납부자와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에서도 대지급금이 5백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3,344건 중 상환건수는 전체 대비 34%(1,150건)로, 

상환금액도 전체(24억8천여만 원) 대비 14.8%(3억6천7백여만 원)에 불과했음 : [표 5] 참조.

[표 5]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구분
소송(지급명령) 소송이후 납부

소송건수 청구금액 상환건수 상환금액

계 3,344 2,479,965,080 1,150 366,947,369 

2008 9 15,774,150 7 14,528,990

2009 12 30,393,430 4 12,949,540

2010 23 23,629,190 10 7,668,180

2011 80 98,964,270 27 24,237,779

2012 63 107,014,850 22 32,726,210

2013 57 43,632,280 19 9,370,290

2014 73 314,399,040 32 16,296,000

2015 818 885,849,750 371 135,591,960

2016 348 49,555,140 129 13,416,260

2017 503 299,187,250 190 35,310,730
2018.8 1,358 611,565,730 339 64,851,430

(단위: 건, 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가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명함. 

◌ 이에 대해 장정숙의원은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우선 대지급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납한 의료비를 제대로 징수하

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수미흡으로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보도일시 18.10.11(목) 담당 박가영 비서

아동학대 5년 새 3배 증가…예방 사업 실효성 높여야
- 재학대는 10년 새 21배 증가, 복지 사각지대 놓인 아동까지 구제할 수 있어야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1일 오늘 아동학대 증
가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방지 사업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 중 최
다 가해자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454건에서 2017년 17,03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고, 2018년(1월~8월) 역시 부모가 최다 유형으로 집계됐다. [표 1 참조]

    - 부모에 의한 재학대(2회 이상 학대 사실 적발) 건수 역시 증가세다. 2009년 87건과 비교해 
2017년 1,875건으로 21배 증가했다. [표 2 참조]

    - 아동학대는 만성적인 행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
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4,364건(23.3%), 2~3일에 한 번인 경우가 2,384건(12.7%), 일
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2,260건(12.1%)으로 파악됐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피해아동 전체의 48.1%(9,008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및 가해자 유형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월∼8월
총계 6,796 10,027 11,715 18,700 22,157 14,461
부모 5,454 8,207 9,333 15,048 17,034 11,452
친인척 351 559 562 795 1,063 663
어린이집
보육교사 217 295 427 587 815 396

학교교사 31 145 234 576 1,329 941

아동복지 362 177 296 253 283 138

(단위 : 건)



[표 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별 재학대 현황]

(단위 : 건)

○ 또한 학대피해에 따른 사망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아동은 총 171
명에 이르며, 이 중 영아(출생 후 사망)는 68명(40%)에 이른다. [표 3 참조]

[표 3] [최근 10년 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단위: 명)

   
    - 영아의 경우 학대에 대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 노출 가능

성이 기타 연령에 비해 적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 또 영아는 전 연령 중 방임(아동 유기 및 기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 책임 방기)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1세 미만 영아의 방임 발견율은 
7.1%로 전체 연령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방임 피해 아동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신체건강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 학대피해 사망 아동 중 형제자매가 있었던 경우는 171건 중 82건(48%)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
한다.

    - 피해아동 형제자매는 총 126명이며 형·오빠 내지 누나·언니 등 손위형제가 70명(55.5%), 동생
은 37명(30%)으로 집계됐다. 이 외 양부모 자녀, 위탁모 친자 등은 총 7건(5.5%)으로, 직접 친
족관계에서 더 많은 학대치사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및 절차지원, 심리검사 등 
지원을 실시하지만 직접적인 학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원가정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는 시

시설
기타 381 644 863 1,441 1,633 871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모 781 896 1,153 1,520 1,875 1,448
친인척 55 47 43 36 63 39

부모의 동거인 15 17 22 25 24 18
보육교직원 6 5 1 1 1 0

복지시설종사자 74 22 3 1 1 2
기타 48 40 18 8 19 7
합계 980 1,027 1,240 1,591 1,983 1,514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인원 8 3 12 8 17 14 16 36 37 20 171



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 그러나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들은 직접 학대를 받은 아동들과 동일한 

수준의 일상생활상의 스트레스, 환경적 문제, 행동적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학대상
황을 제어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심한 죄책감과 자신도 미래에 학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1)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 피해
에 대한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선별
해 양육환경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30억 원을 개발비로 투입하여 2017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사회보장 
빅데이터(학교 출결 상황,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기록 등)를 활용해 올해 총 
1,820명을 아동복지 사업과 연계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 그러나 사회보장 빅데이터는 출생 신고를 통해 행정상 등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
의 출생신고 누락 등 행정 정보에 오르지 못한 아동은 학대 사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의료·복
지·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 장 의원은 아동학대 증가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부처가 아동학대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해
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혹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이어서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는 사건이 
발생해야 잠시 이목을 끌 뿐, 매년 비슷한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피해예방, 연구, 예

산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아동학대 근절은 요원한 일”이라 덧붙였다. /끝/

1)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박명숙, 2011)에서
재인용



보도일시 18.10.11.(목) 담당 박가영 비서

직원 1명이 치매환자 527명 전담? 들쑥날쑥 인력수급에 피해는 환자가
- 치매안심센터 인력수급 지역별 편차 심각…직원 1인당 환자 수 전북 전주 최다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오늘 11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 수급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256개) 직원 1명당 담당 치매환자 수가 100명이 넘는 곳은 
총 66곳(26%)으로, 특히 이 중 직원 대 환자 수 비율이 1:200 이상인 지역도 전국 7곳으로 나타
났다. 최고치는 전북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직원 수 15명 기준 담당 환자 수가 7,910명에 달해 
직원 1인당 담당 환자가 527.3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총 97곳(28%)이며, 이 중 1인당 치매환자 수 100명 이상 개소 중 인
력 10명 미만인 곳 역시 17곳(7%)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치매안심센터 직원 1인당 담당 치매환자 수 1:200 이상 지역]

    - 또 전국 최저 수급 지역은 경북 청송으로 3명이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보건복지
부가 제시한 필수인력(7명)조차 수급하지 못한 지역은 전국 11곳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 등을 

연번 지역 직원 수(명) 환자 수(명) 비율
1 전북 전주시 15 7,910 1:527.3
2 전북 익산시 10 3,848 1:384.8
3 경남 밀양시 11 3,022 1:274.7
4 전북 부안군 8 2,020 1:252.5
5 강원 원주시 7 1,712 1:244.6
6 충북 충주시 7 1,550 1:221.4
7 대전 중구 8 1,652 1:206.5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력난 자체가 심각해 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은 곤란할 것
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또한 인력수급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질 좋은 일자리’까지 담보된 상황은 아니었다. 업무 유사성에
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른 까닭에 지역 간 노동환경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 채용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전제로 한다는 방
침을 내세웠으나, 실제 무기계약직은 전체(2,923명)의 29% 수준인 840명에 그쳤다. 그 외 상
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계약직의 경우 1,241명으로 총 42%에 
달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고용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표와도 부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전남 여수시 치매센터의 경우 28명을 채용해 인력수급에는 성공했지만, 정규 공무원 5
명과 무기계약직 1명 등을 제외하고는 22명이 계약직(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 의원은 “치매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환자와 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급하게 제도를 만들다보니 현장과 괴리가 생기게 됐다”며 “가장 큰 문제가 인력수급
이라고 본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제대로 인력을 산출
해 센터가 현장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