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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NutriPlus program has shown considerable evidence of enhancing users’ nutritional status, the budget does 
not cover all eligible mothers and children. This study aimed to conduct 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utriPlus program 
to assess its economic efficiency. 53 families with 79 users in the NutriPlus program at Daejeon Dong-gu Health Cent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informed consent. The costs and benefits were estimated from both the administrator’s and 
users’ perspectives. We converted the time cost into Korean currency based on the minimum wage in 2014. The value of 
nutrition education and service (B2), estimated by contingency valuation method (CVM), was counted as an economic 
benefit. 6 families (11.3%) were recipients of national medical care and 22 families (41.5%) paid 10% of the food package 
cost by themselves. The total cost was 7,450,167 and the total benefit was 12,402,239. The budget for the health center 
(C1+C2+C3+C4) was 5,984,381 a month. Time and transportation cost for receiving nutrition education (C6)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economic status of families. Household food consumption increase (C4-B4) was 40,379 in 
the poverty group, which was four times more than in the other groups. The net benefit (B-C) was 4,852,172 and the 
B/C ratio was 1.66. Therefore, the NutriPlus program is beneficial in the economic aspect as well as in the nutritional aspect. 
If the enhancement of nutritional status was also considered, the total benefit would be even higher. These results confirm 
the legitimacy of a secure budget for the NutriPlus program. And we suggest expanding its budget to cover more eligible 
individuals to improve people’s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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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고

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의료비 증가라는 사

회․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현물급

여제도로서(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5),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인 빈혈, 저체중, 영양

소 섭취 부족을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a). 영양플러스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지원제도 중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

았으나(Lee 등 2013), 자산조사 외에도 영양평가를 거치는 대

상자 선정 조건의 까다로움과 영양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

는 지원 방식에 대한 불편함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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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물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서비

스보다 이용자의 자율성은 제한되지만, 급여의 전용이 어려

워서 영양상태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04년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영양지원제도 도입연구(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5)’에서 미국의 WIC 
(the Special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안이 개발되었

다. 미국의 WIC 프로그램은 빈곤계층의 영양결핍을 개선하

고자 도입되었으나 한국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Lee SY 2014). 
3년간(2005~2007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이 수행된 후 2008년부터 전국단위 

본 사업이 도입되어 ‘영양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확

대되었다. 2010년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양플러스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

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전국 16개 시․

도 251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 기초단위 보건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에서 소득수준이 가구별 최

저생계비 200% 미만이면서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영

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가 되며,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가 보

건소마다 정해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대기자로 등록

된다. 전환기 또는 유아의 경우 6개월마다 자격재평가를 실

시하여 영양상태가 향상된 경우 졸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자격이 갱신되며 졸업 이후의 영양관리는 이루어지지 않

는다(Kang & Ryu 2011). 이용자(등록된 대상자)에게는 영양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 영양평가가 제공되며 보충식

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영양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자격

재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상실한다. 영양교육 및 상

담은 대상자와 접촉하여 실시하되 가정방문 교육이 필수이

며, 보충식품은 대상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하나를 

가정으로 배달한다. 보충식품에 포함된 주곡과 부식은 가정

에서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하게 조리하여 섭취함으로써 대

상자는 물론 가족 전체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한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국비와 지

방비로 구성되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가구의 소득수준

이 최저생계비의 120~200%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충식품

비의 10%를 부담하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 후원금 

및 기타 기금으로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

은 2012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a)으로 

통합 편성되었다. 2014년 대전 동구보건소의 총 예산 89억 

8,111만 5천 원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8억 1,553만 8천 

원이었다. 이 중 영양플러스 사업의 예산은 1억 860만 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의 13.3%, 동구보건소 총 예산의 1.21%
에 해당하였다(Donggu District 2014). 통합예산편성은 보건소

의 고유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

나 지자체의 여건과 재량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

다. 더구나 현재 예산은 자격기준을 갖춘 대상자 전체를 관리

하기에 부족하여 대기자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 편

성이 요구된다.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의 체위가 향상되고 빈혈이 감소

하며 영양소 섭취가 개선되었고 영양지식과 식태도도 향상

되었다(Park 등 2009; Kang & Ryu 2011; Park & Yoon 2013). 
사업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개선의 효과가 확

연히 드러나지 않아(Lee Y 2010) 1년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Kang & Ryu(2011)는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졸업

(퇴록)한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태도, 영양소 섭취상태가 일

정 기간이 지난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므로 추후관리가 필요

함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과 같은 공공정책은 기존의 자원배분을 변

화시키는 시장의 ‘보이는 손’이다(Kim HB 2003). 공공정책은 

정책적 행위로서 치룬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얻어진 사회적 

편익이 커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예산분배와 관련된 정책

의 유지, 확대실시 또는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

를 제공한다. 미국의 WIC 프로그램에서 의료급여(Medicaid) 
자료를 이용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였을 때, WIC에 참여한 임

신부가 분만한 아이의 출생 시 체중이 자격요건은 갖추었으

나 참여하지 않은 임신부가 분만한 경우에 비하여 유의적으

로 더 무거웠고 신생아 의료비는 WIC으로 제공된 비용에 비

하여 3배 가까이 감소하였다(Schramm WF 1985; Buescher 등 

1993). 6개월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에서 모유수유 영아의 WIC 
비용과 의료급여액은 인공수유 영아보다 낮았다(Montgomery 
& Splett 1997). 메타분석의 결과 WIC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

과는 18년간 1달러 당 3.5달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근거로 ‘한국형 WIC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으로 저체중아 출산율 감소와 영아사망률 감소를 기준

으로 한 비용편익분석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5) 아직 분석결과가 보고되

지 않았다.
경제적 효과(effect)에 관한 연구로는 서비스 제공 후 효과

가 발생하기까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환자 대상 영양교육에 

대한 비용효과분석(Kim 등 2003; Shon 등 2003; Cho 등 2008)
과 의료서비스(Hwang 등 2006; Kim 등 2010; Ko & Lee 2011) 
및 사회서비스(Won 등 2000; Kang 등 2003; Lee 등 2010; You 
등 2012)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졌다. 의료적 효과는 

가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이 회복된 정도를 Q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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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adjusted life year)로 효과를 나타낸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이 제안된 바 있다(Lee DS 2000). 

반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정책의 경제성

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치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을 고려

하므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최대한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민간 푸드뱅크사업(Kang 등 2003; 
Hong 등 2006)과 서울시 중․고등학교 건강매점사업(You 등 

2012)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활용되었고 학교급식에서 단

독조리와 공동조리 시스템(Yang 등 1997)의 효과 분석에도 

적용되었다.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추계한 후 편익

비용비(benefit/cost ratio)와 순편익(net benefit)을 계산하여 

경제성을 분석한다(Schramm WF 1985; Buescher 등 1993; 
Montgomery & Splett 1997; Kim TY 1999; Kim HB 2003). 비
용은 초기에 발생하고 편익은 나중에 발생하므로 사회적 할

인율(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분석할 수 

있으며 대안적인 정책이나 무투자대안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Hwang 등 2006).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화폐가치

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incommensurable effect)에 대해서는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 
to pay)을 측정하는 조건부시장가치법(CVM: contingency valuation 
method)으로 편익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Kim TY 1999). 
You 등(2012)은 서울시 중․고등학교 건강매점사업에 대하

여 조건부시장가치법으로 편익을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영국의 사례(Lim MH 2006)에서 보듯 비용편익

성(비용효과성)과 임상적 효과성은 서비스 의사 결정에 있어 

급여의 수준보다 높은 영향력을 미치므로 정책의 경제성은 

향후 정책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효한 정

보를 제공한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양플러스 사업의 영양

개선 효과는 분명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대기자 수를 줄이기 위해 예산 증액이 요구되나 사업의 경

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8월
에 수행된 대전 동구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사업 참여로 인한 영아사망률 감소 등의 편

익을 추계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현재 연구 여건상 불가능하

였기에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1개월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

라 사회적 할인율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 대안적인 정책과 

무투자대안도 고려되지 않았고 편익과 비용은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여하는 당사자인 보건소(공급자)와 이용자에게 서

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기간(2014년 8월)에 발생하거나 

소요된 경제적 가치에 한정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였다. 계
량화할 수 있으나 가치화할 수 없는 효과인 영양교육과 상

담의 가치는 조건부시장가치법으로 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

을 추정하였고 이로 인한 영양개선 효과는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향후 발생하는 영양개선(체위 향상, 빈혈 유병

률 감소, 영양섭취 개선, 영양지식 증가, 식태도 향상)의 가

치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전체 편익은 연구결과가 제

시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전 동구보건소에서 수행되는 영양플러스 사

업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4년 8월 한 달 동안 

연구에 응한 53개 가구(79명)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은 이용자 26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본 연구의 내용은 대전보건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고(승인번호 1041490-201406-HR-004-02),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동

의한 경우에만 자필 서명된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보충식품은 대상자 각자가 받지만 집합교육은 가구당 1인이 

받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가구원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비용과 편익

을 가구 단위로 계산하였다. 또한 영양서비스의 특성상 비용

이 먼저 발생하고, 편익은 나중에 발생하며, 사업에 참여한 

지 오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편익을 추

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용과 편익은 2014년 8월에 발생

한 것에 한하여 추정하였다. 

2. 연구 내용

1) 영양플러스 사업의 비용 편익 항목

(1) 운영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비용과 편익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이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영양위험요인 평가를 받게 된다(C2 영양판정 비

용). 평가 결과 영양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대상자로 등

록되며, 대상자의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우선순

위(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a)에 따라 선정하고 나머

지는 대기자로 관리한다(C1 인건비). 이용자에게는 월 1회의 

영양교육(C3 영양교육 비용)과 대상자별 보충식품(C4 보충

식품 비용)이 제공되며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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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st and benefit components of NutriPlus program

Partaker Component and its description

Cost

Center

C1 Administrative expenses for human resources
C2 Cost for screening users, including laboratory cost
C3 Cost for nutrition education, including lectures, materials and transportation
C4 Cost for purchasing and supplying food package (B3)

Users
C5 Cost for applying NutriPlus program, including time and transportation
C6 Cost for attending nutrition education, including time and transportation
C7 Users’partial payment for food package (B1)

Benefit

Center B1 Users’partial payment for food package (C7)

Users

B2 Benefits from nutrition education and managing services
B3 Benefits from receiving food package (C4)

B4 Benefits from saving household food cost, including time and transportation
B5 Benefits from enhanced nutritional status, including saved medical expenses

상인 이용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한다(B1 자부담

비 수입). 운영자 측면에서는 발생하는 인건비(C1), 영양평가

(C2), 영양교육(C3), 보충식품비(C4)는 사회적 비용(국고와 

지방비)으로 충당되며 일부 이용자의 자부담비(B1)도 사용된

다. 자부담비(B1)는 이용자에게는 비용이지만 보건소 측면에

서는 편익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용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보

건소에 제출하고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영양위험요인 평가

에 응하여야 한다(C5 대상자 신청비용). 대상자로 등록한 이

후에는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통비와 시

간비용(C6 영양교육 비용)이 발생한다. 보건소를 방문하기 

위한 실제 교통비와 시간은 이용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설문

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시간비용은 소요시간에 2014년 최저

임금인 시간당 5,210원(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2014)
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
상인 경우의 자부담비(C7)는 이용자 측면의 비용으로 산출하

였고 이는 보건소의 편익(B1)과 같다. 영양교육과 서비스 편

익(B2)은 조건부시장가치법(CVM)으로 추정하였다(Kim TY 
1999). 2014년 7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 의결한 2014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및 수가체계 개

편 안 의 암환자 집중영양치료료 36,870원(상급종합, 본인부

담 7,370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b) 이용자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여 지불용의액(willing to 
pay: WTP)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용자는 보충식품(B3)을 제

공받기 때문에 가계의 식비 지출이 감소(B4)하였을 것이며 

이는 직접적인 식품비와 식품 구입을 위한 시간과 교통비의 

절약을 의미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영양이

개선되고 질병이 예방되어 의료비가 감소(B5)하였다면 당해

월에 한하여 감소된 의료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료비 감

소 편익을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의료급여 자료에 대한 접근

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응답된 의료비 감소액은 

건강보험상 본인부담금에 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

는 수가는 제외되며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감소분 추정

이 곤란하므로 의료비 감소 편익은 과소 추정되었을 것이다. 

2) 비용편익분석
총편익( 



)과 총비용( 


)을 화폐가치로 추

계한 후 순편익(Net Benefit; NB=B－C)과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B/C)를 계산하여 순편익이 0을 초과하고 편익비용

비가 1을 초과하면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여 사업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Kim HB 2003). 운영자(보건소) 측면에서는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익이 비용보

다 클 것이 자명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운영자와 이용자를 포

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운영자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용자인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었을 때 비용보다 더 큰 편익

을 발생시키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운영자가 지

불하는 보충식품비(C4)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보충식품 편

익(B3)과 같고 이용자의 일부가 지불하는 자부담비(C7)는 운

영자 측면에서 편익(B1)이다. 대상자 및 대기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C1)와 영양교육 비용(C3)은 연구에 미참여한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71가구)에 따라 균분하였고 대상자 영양위

험요인 평가비용(C2)은 전체 대상자(105명)에게 균분하였다.
우리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이용자로서 

의료급여의 수급 여부에 따라 대상자의 속성이 이질적일 것

으로 가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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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를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하나 이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르고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

다. 또 대상자의 월별 소득 변동에 따라 자부담금을 지불하기

도 하고 면제되기도 하므로 해당 월에 자부담이 면제되었다

고 하여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수급권 가구, 최저생

계비의 120% 미만으로 자부담이 면제된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200% 미만으로 자부담을 하는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비용편익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가구이며 

가구 내 이용자수와 가구원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3) 자료 분석
모든 통계적 검증은 유의수준 0.05로 양측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비용과 편익, 순편

익, 편익비용비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로 제시하

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사항
연구 대상자는 총 79명으로 53개 가구에 해당한다. 이 중 영

아(식품패키지1과 2)가 26명이었고, 유아(식품패키지3)가 34명, 
출산부(식품패키지5) 2명, 혼합수유부(식품패키지4) 1명, 완
전모유수유부(식품패키지6)가 16명이었다(Table 2). 이 중 혼

합수유부는 쌍생아를 출산한 어머니였다. 영아 중 모유수유

Table 2. The cost and the current users of each food 
package

Food 
package Cost1) User N

Package 1
0 Infants, 0~5 months, breast feeding  6

43,816 Infants, 0~5 months, formula feeding  3

Package 2
13,350 Infants, 6~12 months, breast feeding 11
35,250 Infants, 6~12 months, mixed feeding  1
58,693 Infants, 6~12 months, formula feeding  5

Package 3 58,640 Children, 1~6 years 34
Package 4 36,840 Mothers, 7~12 months after delivery  1
Package 5 48,820 Mothers, 0~6 months after delivery  2

Package 6 91,040 Mothers, 0~12 months after delivery 16
Total 79

1) The cost paid for each food package on Aug. 2014 in Korean 
currency (won)

는 17명(65.4%), 인공수유 8명(30.8%), 혼합수유가 1명(3.8%)
이었다(Table 2). 수원시의 경우 모유수유 29.9%, 인공수유 

15.0%, 혼합수유 55.1%로 혼합수유가 압도적으로 많았고(Lee 
JH 1993) 제주도의 경우에도 모유수유 27.6%, 혼합수유 23.4%, 
인공수유 49.3%로 모유수유의 비율이 낮았으나(Lee 등 1999)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고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 시기부터 습득할 수 있는 다양

한 전략들(Song 등 2007)이 활용되면서 모유수유가 점차 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가구(39명)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였고 34가구

(40명)는 영유아만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였다(Table 3). 
완전모유수유를 하고 어머니와 영아가 1년간 참여하는 경우 

5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식품패키지가 제공되지 않고 6개월

부터 식품패키지2가 제공되며 어머니에게는 식품패키지6이 

12개월 동안 제공되므로 연간 1,185,930원 가치의 식품패키지

를 수급한다. 한편 인공수유를 하고 어머니와 영아가 이용자

라면 영아는 식품패키지1과 식품패키지2를 연속적으로 공급받

고 어머니는 식품패키지5와 식품패키지4를 이어서 공급받으므

로 연간 1,143,891원 가치의 식품패키지를 수령한다(Table 2).
대상자 중 6가구(11.3%) 의료급여를 수급하고(Table 3)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가구(3.8%)였다. 대전시 대덕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중 수급자는 21.1%였다(Park & Yoon 
2013). 경기도에서는 수원 영통이 0명으로 가장 적었고 의정

부시가 16.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5.5%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수혜하였다(Yang JS 2013b).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

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대 급여를 수급하지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2), 나머지 영양플러

스 사업 대상자는 이러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of 
families

N(%) of 
users

Users in 
family

Mother and kid(s) 19 
( 35.8)

39 
( 49.4)

Kid(s) only 34 
( 64.2)

40 
( 50.6)

Econom
ic status

Recipient of medical care  6 
( 11.3)

10 
( 12.7)

<120% of minimum living cost 25 
( 47.2)

37 
( 46.8)

120~200% of minimum living cost1) 22 
( 41.5)

32 
( 40.5)

Total 53
 (100.0)

79
 (100.0)

1) Those who pay 10% of the food package cost for themselves



김현주 김성한 한국식품영양학회지722

분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는 이용자

는 총 22가구(41.5%)였다. 자부담비를 지불하는 이용자는 대

전시 대덕구에서 38.9%였으며(Park & Yoon 2013) 경기도 전

체에서는 44.5%였다(Yang JS 2013b). 자부담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건소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더 많은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다. 자부담하는 대상

자는 빈곤하지 않으나 영양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

한 급여는 영양개선이라는 목적에만 국한되므로 급여에 대

한 민감성과 효과가 광범위한 혜택을 받는 계층과는 다를 것

으로 추측된다.

2. 영양플러스 사업의 비용과 편익
운영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Table 4

에 제시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120~200%로 나누어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Table 5에 제시하

였다. 운영자(보건소)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

용인 보충식품 비용(C4)은 4,191,893원이었다. 담당 직원(영
양사)의 인건비(C1)는 1,430,175원이며 가구당 26,995원에 해

당하였다. 영양평가를 위한 검사비(C2)가 125,373원, 영양교

육 비용(C3)이 236,380원으로 총 비용은 5,984,381원이었다.  
인건비(C1)와 영양교육비(C3)는 가구당 균분하였으나 검사비

(C2)는 개인에게 균분하였으므로 가구당 참여 인원에 비례하

여 발생하였다. 이용자(가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발생한 시간 비용, 교통비, 제증명비(C5)는 총 652,541

Table 4. Cost and benefit of the NutriPlus program1)

Component
Per family

Sum
Mean (S.D.) Min. Max.

Cost by center

C1 (administration) 26,995 ( - ) 1,430,735
C2 (screening) 2,366 (859) 1,587 4,761 125,373
C3 (education) 4,460 ( - ) 236,380
C4 (food package) 79,092 (25,998) 13,350 136,452 4,191,893

Cost by user

C5 (application) 12,312 (8,616) 1,737 58,050 652,541

C6 (education) 11,999 (5,512) 0 25,210 635,945
C7 (partial payment) 3,345 (4,317) 0 11,760 177,300

Total cost  140,569 (29,445) 65,207 199,192 7,450,167
Benefit for center B1 (partial payment) Same as cost by user C7 

Benefit for user

B2 (education) 75,278 (58,406) 0 295,000 3,989,740
B3 (food pack) Same as cost by center C4

B4 (saved food) 66,649 (48,896) 0 240,420 3,532,406
B5 (saved med.) 7,755 (18,192) 0 100,000 411,000

Total benefit 232,120(108,800) 31,784 625,020 12,302,339
1) In Korean currency (won)

원이었고 영양교육을 받는 데 소요된 시간 비용, 교통비(C6)
가 총 635,945원이었다. 소요 시간, 교통비 등은 대상자에 따

라 차이가 컸다. 대전 동구는 총 면적 136.6 km3, 동서간 거리 

12.8 km, 남북간 거리 26.0 km로 남북으로 긴 지형이며 구청

은 관할 구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

라 구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최

대 편도 2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고,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보건소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시간 비용이 

적게 발생하였다. 이동시간을 고려한 비용(C6)은 소득이 많

은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적었다(Table 5). 그러나 대상자 신

청비용(C5)은 수급자보다 비수급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였

다. 보충식품 자부담비(C7)을 포함한 이용자 측면의 비용은 

1,465,786원이었고 운영자 측면의 비용까지 고려한 2014년 8
월에 발생한 총 비용은 7,450,167원이었다.

이용자 측면에서 영양교육과 서비스 편익(B2)은 3,989,740
원이었다. 보충식품을 수령함으로써 식품구입비를 절약한 편

익(B4)은 3,532,406원이었고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 더 많았는

데, 이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수혜하지 않을 경우 식품 구입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구매력(구매의사)과 관계가 있으며, 보
충식품비(C4)에서 이 금액을 빼면(C4－B4) 영양플러스 사업

을 통해 가구별 구매력을 초과하여 부가적으로 공급받는 식

품의 가치를 추측할 수 있다. 이 값이 수급자의 경우 평균 

40,379원으로 나머지 두 그룹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보아(Table 
5)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비 감소 편익(B5)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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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st and benefit of each economical status group1) 

Component
Recipient of MC2) (n=6) <120% of MLC3) (n=25) 120~200% of MLC (n=22)

Mean Sum Mean Sum Mean Sum

Cost by center

C1 26,995 161,970 26,995 674,875 26,995 593,890
C2 2,645 15,870 2,349 58,719 2,308 50,784
C3 4,460 26,760 4,460 111,500 4,460 98,120

C4 83,624 501,742 76,686 1,917,145 80,591 1,773,006

Cost by user
C5 9,730 58,377 13,703 342,578 11,436 251,586
C6* 14,316 85,896 13,661 341,513 9,479 208,536
C7 0 0 0 0 8,059 177,300

Benefit for center B1 Same as cost by user C7 

Benefit for user

B2 91,167 547,000 83,800 2,095,000 61,261 1,347,740

B3 Same as cost by center C4
B4 43,245 259,470 68,327 1,708,172 71,126 1,564,764
B5 0 0 8,240 206,000 9,318 205,000

C4-B43) 40,379 242,272 8,359 208,973 9,466 208,242
1) In Korean currency (won)
2) MC: Medical care
3) MLC: Minimum living cost
3) Household food consumption increased by supplemental food package
*p=0.016 by ANOVA test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이전에 

비하여 최근 한 달 동안 병원비와 약제비를 얼마나 절약하였

는지 체감한 비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0원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애

초에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비 감소 편익을 정확히 파

악하려면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의료급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의료비 

감소 편익 411,000원을 포함하여, 2014년 8월에 발생한 총 경

제적 편익은 12,402,339원이었다.

3.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순편익은 

평균 91,550원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그룹

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가구당 91,550
원의 경제적 편익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가구에

서 지불한 비용인 27,656원의 3.3배에 해당하였다. 편익비용

비는 평균 1.66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66배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해석된다. 순편익이 0보다 크고 편

익비용비가 1보다 크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볼 수 있

다. 순편익이 0보다 작고 편익비용비가 1보다 작은 가구가 존

재하지만 여기에는 체위 향상과 빈혈 개선, 영양소 섭취 증가, 
영양지식의 증가, 식태도 개선, 이로 인한 영아사망률 감소와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이라는 기존 논문에서 검증된 효과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총 편익은 더 클 것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은 한시적이

고 소득 자격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영

양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Nam Y(2014)는 WIC 수혜가 

유아기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이고 유효한 영향

을 미치며 그 영향은 빈곤한 가정일수록 더 크다고 하였고, 
Lee & Mackey-Bilaver(2007)은 WIC과 Food Stam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에게 빈혈, 성장지체, 영양결핍의 위험이 감소

한 것은 물론, 학대와 남용의 위험도 낮다고 하였다. 영양플러

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소비를 증가시키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정책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번영의 그림자인 빈곤계층

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한다. Gilbert 
& Terrell(2007)은 정책적 선택이란 자격요건, 급여의 형태, 전
달체계, 재정이라는 네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격요건의 측면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은 자산조사 결과, 저
소득층이면서 영양위험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므로 

한시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잔여적(residual) 개념을 가지고 있

다. 일반적인 사회서비스가 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계층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양위험이라는 사회적 필요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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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st-benefit analysis

Recipient of MC <120% of MLC 120~200% of MLC Total

Net benefit 
(B－C)

Mean 76,266 99,199 87,027 91,550
SD 62,251 112,861 93,362 99,174
Min 17,176 －33,423 －15,234 －33,423
Max 181,829 459,581 364,751 459,581

Sum 457,597 2,479,987 1,914,588 4,852,172

Benefit/Cost ratio
(B / C)

Mean 1.60 1.71 1.61 1.66
SD 0.51 0.78 0.57 0.66
Min 1.14 0.49 0.91 0.49
Max 2.42 3.78 3.50 3.78

대응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이 최저생계

비의 120% 이상인 가구의 순편익이 가구당 88,390원이고 편

익비용비는 1.61이었으며 이 값은 소득이 낮은 가구와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급여를 현물의 형태로 제공한다. 현금

은 수혜자에게 최대의 선택을 보장하지만 부적절한 선택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Food Stamp 프로그램과 WIC 
프로그램은 현금 대신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
를 제공하여 선택의 자유와 남용의 제한 사이에서 적절한 균

형을 잡고 있다. Gilbert & Terrell(2007)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

지를 향상시키는 급여형태는 현물이라고 하였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소득빈곤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취약계층의 식품소

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

한다. 운영자가 현물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를 가

능하게 하나 제공 식품의 품질과 신선도가 선정된 위탁업체

에 의존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 위주로 보충식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2013년 경기도는 영양플

러스 사업의 보충식품을 수혜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전

자카드(바우처)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허용하고 신선

식품을 자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Yang 
JS 2013a). 그러나 신선식품은 출하일과 신선도에 따라 가격

이 큰 폭으로 변한다. 만일 바우처로 일정액의 식품을 구매하

는 이용자가 신선하지만 비싸서 소량 밖에 구매할 수 있는 

식품과 덜 신선하지만 저렴하여 다량 구매할 수 있는 식품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 이동이 제한되는 출산․수유부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는 바우처보다는 현물 배달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 취약계층은 

식품지원 방식으로 43.3%가 바우처, 6.9%가 식품배달을 선호

하였으나, 농촌 취약계층은 18.7%가 바우처, 23.4%가 식품배

달을 선호하였다(Lee 등 2012). 본 연구 대상자들은 영양플러

스 사업 참여로 식품 구입 시간을 평균 118분 절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

하여 이용자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란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 그리고 공급자와 소비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다(Gilbert & Terrell 2007).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공급자를 보건소와, 보건소와 계약된 

공급업체로 본다면 보건소가 급여의 흐름을 중앙에서 통제

하는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 부조의 근간을 이루는 기

초생활보장제도와 영양플러스 사업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7대 급여를 수급하나 제

공 기관은 분리되어 있으며(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2), 본 연구의 대상자 중 87.3%는 이러한 공적 부조를 받

지 않고 있다. 즉 소득빈곤층에 대한 잔여적․선별적 복지제

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영양플러스 사업이 해결한다는 의미가 크다. 급여

의 중복은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마련인데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달체계의 분권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정책 분석의 마지막 차원은 재정이다. 재정을 마련하는 세 

가지 방법은 조세와 기부금, 이용료라고 하였다(Gilbert & Terrell 
2007). 신자유주의는 효율적이고 강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세와 기부금, 이용료 모두

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활용한 사례

는 아직 보고된 바 없고, 대부분의 비용을 조세로 충당한다. 
본 연구 대상자가 2014년 8월에 지불한 자부담비는 177,300
원이며, 보건소의 지출예산 5,984,381원을 더한 총 재정의 2.9%
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현

물기부를 받는다면 이용자의 자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더 많

은 대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

우 2012년 12월 기준 총 수혜자가 5,859명이고 대기자는 1,988
명(Yang JS 2013b)이어서 대기자 수가 수혜자 수의 34%에 달

한다. Owen & Owen(1997)은 WIC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갖

추었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임신부는 출생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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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은 아이를 분만했다고 하였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기

자 리스트는 영양위험의 방치를 의미한다. 대기자에게도 적

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는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기부를 받지 않고 구입하지만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과 

민간 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영양플러

스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폭넓게 홍보되어야 한다.
많은 사회서비스가 해당 사업의 수혜자 수를 성과지표로 

하지만 영양플러스 사업은 수혜자의 영양상태 향상 정도를 

성과지표로 삼는다(Lee SY 2014). 사업의 양적인 확장 보다

는 영양결핍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는 점

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의 우수성이 있다. 그러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기자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금 등 다양한 재정 마

련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직원(영양사)을 정규직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대전 동구보건소에서 수행한 영양플

러스 사업의 수혜자 중 정보 제공에 동의한 가구에 한하여 

분석된 결과이므로 앞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비용편익분

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 참여

자들의 영양개선 효과와 그에 대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 
analysis)은 추후에 논의하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전 동구보건소에서 수행된 영양플러스 사업

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과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영아 26명, 유아 34명, 출산부 2명, 혼합수

유부 1명, 완전모유수유부 16명으로 총 79명이었고, 모두 53
개 가구에 해당하였다. 대상 가구 중 6가구(11.3%)가 의료급

여를 수급하고 있었고, 22가구(41.5%)가 자부담비를 지불하

였다. 
2014년 8월에 발생한 비용과 편익은 운영자(보건소)와 이

용자(가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총 비용은 7,450,167원이었

고, 가구당 평균 140,569원에 해당하였다. 이 중 운영자가 지불

한 비용이 5,984,381원이고, 이용자가 지불한 비용은 1,465,786
원이었다. 운영자가 지불한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보충식품비용이었다. 발생한 총 편익은 12,402,239원
이었으며, 가구당 평균 234,006원의 편익이 발생하였다. 

이용자에게 발생한 비용 중 매달 진행되는 영양교육을 받

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서 14,316원으로 가장 컸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200%
인 계층에서 9,479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보건소까지 이동

거리와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

인다.
기존에 식품구입을 위해 지불하던 비용과 영양플러스 사

업의 보충식품비를 비교하여 계산한, 가구별 구매력을 초과

하여 부가적으로 공급받는 식품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 

40,379원으로 나타나서, 소득이 더 많은 그룹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이들이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를 종료한 후에는 가구 

내 식품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순편익은 총 

4,852,172원이었고 가구당 평균 91,550원이었다. 편익비용비

는 평균 1.66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에 소요된 비용 1원당 1.66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영양상태가 개선된 

효과를 감안하면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영양개선의 효과는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영유아의 

건강 증진으로 인한 편익은 우리 사회가 향후 수십 년 간 누

리게 될 것이다. 효과가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에 비용을 지불

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감대

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운영되

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경제성이 있음을 증명함으로

써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비

용이 낭비가 아닌 합리적 선택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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