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한국정부의 증거기반 정책 강화의 필요성 제기 

 

한국에서 65 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25년경 20 %를 넘어 OECD 평균을 넘고, 2050년경에는 

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OECD 는 한국의 인구고령화가 사회보장 및 의료비 지출 

증가와 세수감소를 일으켜 예산을 더욱 제약되게 할 것인 바, 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정부: 한국과 OECD 국가간 비교> 편은 공공재정, 공공고용,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 행정 및 규제부담 수준에 관한 일련의 통계지표와 더불어, 

의료와 교육 부문의 성과를 G7국가들 및 오스트레일리아와 비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공공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함에 있어서 성과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규율의 혜택 극대화 및 불필요한 비용 감소,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를 

보다 체계화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정부서비스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규제정책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데 있어서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부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주로 규제정책이 이미 

입안된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보다 이른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잠재적인 문제점과 부담을 식별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의료 및 장기요양 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 

 

또한, 보고서는 1980 년대 후반 도입된 보편적인 의료보험 혜택 제공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OECD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 및 장기요양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지난 15년간 한국의 공공 의료비 지출은 주로 병원부문의 수용력 증대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점증하는 만성질환 진료를 병원 밖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노력해온 것과 대비된다. 병원의 병상의 수는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2000년 

이후 감소했지만, 한국의 경우 2배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당 병상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는 병원 

입원률도 당뇨, 천식 등 일부 만성질환의 높은 입원률로 인해 다른 대부분의 OECD국가들보다 

높았다.  

향후 한국 의료시스템의 주된 과제는 병원서비스의 확장에서 벗어나 급격한 고령화를 겪을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수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