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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 간 

국민의 최 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 노력해왔다. 이 

제도는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시혜 인 보호에서 벗어나 빈곤에 한 국가 ·사회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수 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평가된다. 

법률 으로 수 권자의 권리성이 강화되었고, 제도 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

인 최 생활’을 보장하기 한 차  합리화(선정기 의 합리화, 여수 의 향

상, 여종류의 다양화)를 거쳐 왔다. 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수 권자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한 장치로서 자활계획을 추가함으로써 수 권자에 한 공공부조

제도의 근로비유인(work disincentive)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법률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발 을 한 논

의는 재진행형이다. 이론 으로 공공부조제도는 상충되는 3가지 목표들(경제  효

율성, 사회  성, 근로유인) 간의 딜 마에 처해 있으며, 실 으로도 제도의 

도입· 용·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여 히 쟁 으로 남아있다. 지속 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 권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기 보장 산의 증가는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부양

의무자 기 으로 인한 기 보장 사각지 의 문제는 제도의 포 성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는 그 재원을 수 권자의 기여가 아닌 국민의 세

에 의존하므로, 산효율성과 제도포 성을 둘러싼 가치갈등은 자칫 제도 자체에 

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시켜 제도 자체의 존립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 하여 본 연구원은 제도의 발 에 기여할 목 으로 2002

년부터 기 보장평가센터를 운 함으로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 한 지속 인 평

가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담공무원의 장경험, 그리고 정책시행과정에서 그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들에 해 가감없이 청취하고자 하 다. 한 이러한 장의 문제 들을 효과

으로 수렴하기 해, 주요 쟁 을 심으로 연구진들과 주요권역별 사회복지 담

공무원들 간 6차례에 걸친 토의를 진행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으로부터의 피

드백을 바탕으로 시 에서 제도운 상 문제 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건의사항을 청취하 다. 더불어 본 연구는 주요 쟁 을 이론 으로 검토함으로써 향

후 제도 개선을 한 합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김미곤 연구 원의 주  하에 원내의 기 보장 련 문가들과 원외

의 사회복지 담공무원들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해 주요회의

에 참석하여 귀 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의 여유진, 김태완, 최 수, 김문길 

부연구 원께 감사드리며, 6차에 걸친 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사회복지 담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회의록 작성  

자료정리를 해주신 정희라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들의 의견임을 밝 둔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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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목

○ 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

－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 시키기 해서는 체계 인 모니터링이 필수 임. 한 제도 련 모니

터링  평가 연구 외에, 장 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지속 인 상

시 정책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운 이 필요함

－이런 맥락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기 보장 리단(복지 여통합 리단)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복지통합 리망 운 체계와의 긴 한 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율성  효과성, 건 성에 한 장 주의 기 자료

와 의견을 지속 으로 수렴하여 정책 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 주요 정책과제의 발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를 평가  개선 

련 기본과제에 좀더 실성, 효과성,효율성을 부여하기 함

－본 연구의 목 은 기 생활보장제도에 한 체계 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

도의 효율성·효과성· 정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기 보장제도 담당공무원

의 장상황 보고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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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방법

○ 담공무원 모니터링 회의 개최

－주요 권역별로 사회복지 담공무원과 6차례의 모니터링 회의를 진행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련 6가지 주요쟁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

안의 효과,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주거비 선정의 타당성, 의사 무능력

자 수 비 탈루 황  개선방안, 기 보장제도 수 자 선정기 상의 문

제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에 한 토의를 진행함

○ 연구방법

－문헌연구

∙최 생계비 쟁   정책과제에 한 국내외 문헌 검토

∙공공부조의 목표와 한계에 한 이념 ·정책  논의 검토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한 이론 ·정책  논의 검토

∙부양의무자 기 에 한 이론 ·정책  논의 검토

∙탈빈곤  탈수 에 한 국내외 문헌 검토

∙주요 OECD 국가의 소득층 지원제도 유형  특성에 한 논의 검토

－정리된 모니터링 결과물이 기   정책 보고서에 실질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연구자  실무자의 참여 제고

－ 련 연구와 정책 방안에 한 실무자의 비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질 으로 연구와 정책 개선에 반 하기 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보건

복지부 기 보장과에 달함

  2. 이론적 배경

⧠ 담공무원 모니터링 회의 내용과 련된 이론  내용 검토

⧠최 생계비 쟁   정책과제

○ 빈곤과 최 생계비



요약∙11

－빈곤의 개념

∙빈곤(poverty)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이

를 학문 으로 엄격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학자들(Rowntree, Townsend, Sen 등)이 내린 빈곤의 개념  정의는, 

첫째 ‘객 으로 정의된  최소보다 게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상 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구분됨

－빈곤선의 개념

∙빈곤선(poverty line)이란 빈곤 개념을 화폐 단 로 나타낸 수치이며, 계

측방식에 따라 빈곤선, 상 빈곤선, 주  빈곤선으로 나 어짐

－빈곤선과 최 생계비의 계

∙최 생계비는 활용목 상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선정  여기 선으

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에서 공공부조기 선이며, ‘한 나라의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기 해 필요한 최 소득에 한 정치 ‧정책  견

해를 반 하는 것’이라는 에서 최 소득기 이라 할 수 있음. 한, 최

생계비는 3년을 주기로 물량방식(Market Basket Method)에 의해 

계측되는 일종의  빈곤선임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는 빈곤선이면서, 최 소득기 이자 

공공부조기 선이라 할 수 있음

○ 최 생계비 수 의 변화

－최 생계비와 소득  지출(4인 근로자가구 기 )

∙공식 최 생계비는 1999년에 처음으로 계측되었음

∙이후 계측된 최 생계비(2004년, 2007년, 2010년)의 인 수 은 

인상되었으나, 최 생계비와 소득   가계지출 간 비율은 감소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과 련된 쟁

－사회  성  경제  효율성

∙최 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앙생활보장 원회  문 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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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생계비 수 이 높다는 주장, 낮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립하고 있음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련 쟁 의 핵심은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사회  성(social adequacy) 간의 상충성 문제임

－외국의 최 소득보장 수 과 최 생계비 간의 비교

∙외국의 최 소득기 과 비교하여 그 수 의 정성을 가름해보는 것은 

나름 로의 의미가 있음

∙최 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이란 공공부조 수 자가 받

을 수 있는 모든 공  소득패키지를 합한 액을 말함. 여기에는 공공부

조제도와 별개로 운 되는 주거 여, 가족 여(아동수당) 등이 포함됨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가정할 때, 평균생산직근로자

임 (APW: Average Production Worker Wage) 비 최 소득보장 

수 을 살펴 . 비교결과 우리의 최 소득보장 수 은 미국보다는 높으

나, 반 으로 비교 상국가보다 낮음

－상 빈곤선과 최 생계비 간의 비교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는 빈곤선이므로 OECD 등의 상 빈곤선 수

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약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도 상 빈곤

선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의미

를 찾을 수 있음

∙ 2010년 재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는 소득의 약 36.6%이고, 평균

소득 비 비율은 32.8%임. 이는 OECD의 소득의 40% 기 과 세

계은행의 1/3 수 에 미달하는 수 임

－최 생계비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비교

∙이론 인 측면에서 최 생계비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이상이고, 기타지표

( , 소득)와의 비율이 유지되는 수 이하여야 함. 즉, 물가상승률≤

최 생계비 인상률≤수 균형방식 최 생계비 인상률의 계임

∙이러한 에서 최 생계비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계를 살펴보

면,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음. 이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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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최 생계비가  으로 산출되지만, 계측 과정에서 ‘생활의 

질의 변화’가 부분 으로 반 되었음을 의미함

∙반면 2010년 최 생계비의 소득 비 비율은 1999년 최 생계비의 

소득 비율보다 낮음

∙종합하면 1999년 이후 2010년까지의 최 생계비 변화는 물가상승률 이

상이나 수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이는 이론 으로 규정한 넓

은 의미의 정선 범  내에 존재함을 의미함

－최 생계비 정성 련 정책과제(지역별 유형태별 최 생계비 도입)

∙최 생계비는 살고 있는 지역, 가구규모, 주거 유형태, 가구원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짐. 그러므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 생계비가 

정책에 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재 정책에 용되는 최 생계비는 소도시 세기  가구규모

별 최 생계비임. 그 결과 도시 월세 가구의 경우 재의 최 생계비

가 낮다고 인식하고, 농어  자가 가구의 경우 어느 정도 충분한 수 임

∙따라서 지역별· 유형태별 최 생계비를 도입이 필요함. 동 지역별 유

형태별 최 생계비는 기존 최 생계비 연구에서 이미 계측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매년 최 생계비 인상 시 진  차등 인상이 필요함

○ 최 생계비 계측방식과 련된 쟁

－  방식  상  빈곤선

∙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계측된 최 생계비는  빈곤 에 따른 

 최 생계비로서 물량 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계측됨

∙그러나 물량 방식의 최 생계비는 연구자의 주 (자의성)이 개입될 여

지가 많아, 학계  원회( 앙생활보장 원회  문 원회)에서는 상

빈곤선 도입 는 합리  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정책과제(상  최 생계비 도입)

∙상  최 생계비 도입 시 핵심 요소는 상  비율을 얼마로 결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임. 이는 원칙 으로 앙생활보장 원회에서 사회  합의



14∙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로 결정되어야 하며, 동 비율은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정되어야 함. 앙생활보장 원회에서 동 비율을 심의·의결할 때

에는 직  계측연도 최 생계비와 소득(지출)의 비율을 바탕으로 논

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부조의 목표와 한계

○ 공공부조제도의 목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실업, 노령, 질병, 재해, 빈곤 등 다양한 사회  

험에 직면하게 됨. 이러한 사회  험에 한 제도  근이 사회보장제

도이고, 이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에 한 최종 인 사회안 망임

－그러므로 부분의 선진국 공공부조제도는 최 생활보장과 자활조성이라는 

양  목 을 지니고 있음. 우리나라의 표 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도 외는 아님

∙최 생활보장이란 자신의 힘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

난한 사람에게 국가(사회)가 물  지원 등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최 한

의 수 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함

∙자활조성이란 국가(사회)가 수 자 는 빈곤층에게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탈수   탈빈곤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그러므로 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

음. 그  핵심은 근로유인임 

－앞서 언 한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 외에도 공공부조제도

의 목표로 평등, 공평, 인간의 존엄성, 국민연 의식, 운 의 효율성, 가족

구조의 안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평등, 공평, 인간의 존엄성, 국민연

의식, 가족구조의 안정은 사회  성과, 운 의 효율성은 경제  효율성

과 한 계에 있음

－공공부조의 목표를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으로 한정하여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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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성(social adequacy)

∙시민권  최 보장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 한의 생활보장을 의

미함. 그러므로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목표인 사회  성을 담보한다

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단일한 빈곤개념  빈곤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 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빈곤선임에는 

틀림이 없음

∙한 사회의 이론  는 사회  합의에 의한 빈곤선의 높낮이는 사회  

성을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왜냐하면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여기 으로 빈곤선을 직․간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2)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경제  효율성은 다시 상 효율성과 산 효율성으로 구분됨

∙먼 , 상 효율성(target efficiency)은 수 률(take-up rate)과 련됨

∙한편, 산 효율성도 수평  산 효율성(horizontal budget efficiency)

과 수직  산 효율성(vertical  budget efficiency)으로 구분되며, 그 

의미는 상 효율성과 동일함. 그리고 수평  산 효율성과 수직  

산 효율성의 곱을 로그램 효율성이라고 함

∙ 부분의 복지국가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

여 엄격한 자산조사(means test)와 보충 여(supplementary benefit) 등

을 실시하고 있음. 여기서 자산조사는 상효율성과 련되고, 보충 여

는 수 자간의 형평성  로그램 효율성과 련됨

－ 3) 근로유인(work incentive)

∙공공부조에서 근로유인(work incentive)은 근로능력자를 보호하기 시작

한 1795년 스핀엄랜드 제도(Speenhamland system) 이후 공공부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숙명  과제 의 하나임

∙  공공부조 수 자의 근로동기, 즉 노동공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경

기변동모델, 빈곤문화이론, 합리  선택이론 등이 있음. 이  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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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동기 강화를 해 직  정책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합

리  선택이론임

∙근로에 참가하는 수 자의 소득을 높여 으로써, 수 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하여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는 다양한 형

태의 근로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공공부조제도의 목표간 상충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이라는 공공부조제도의 목표는 서

로 상충하고 있음

∙첫째, 사회  성과 경제  효율성의 상충, 둘째, 경제  효율성과 근

로유인의 상충, 셋째, 근로유인과 사회  성의 상충이 그것임

∙목표들 간의 상충에 한 정리하면, 경제  효율성을 견지하기 해 공

공부조 선정  여기 을 낮추면 사회  성을 훼손하게 됨. 그리

고 사회  성을 담보하기 하여 높은 수 의 수 자 선정  여

기 을 용하면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근로 하를 야기함

∙이 목표 상충성은 정책결정자들을 딜 마에 빠뜨림. 복지국가 기 이후 

정책결정자들은 ‘복지개 의 철의 삼각(the iron triangle of welfare 

reform)’으로 불리는 상충 인 3  정책목표들 사이에서 고심함

－공공부조 목표들은 마치 고르디아스의 매듭(Gordian knot)처럼 복잡하게 

얽  있음. 이를 풀기 하여 인류는 근로능력자에게 낮은 정책빈곤선 

용, 수 제한, NIT, EITC, 여기간제한 등의 다양한 실험을 해 왔고, 오

늘에도 이 실험들은 계속되고 있음

○ 공공부조제도 시행상의 한계

－공공부조제도의 황

∙공공부조제도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자산조사(means test)

를 한 후 개별가구의 능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  이하일 

경우 수 자로 선정함. 기 선으로 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정책 빈곤

선을 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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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서 경제  효율성과 사회  성을 담보하기 한 노력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의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그

러나 근로유인 정책의 경우 다양한 근들이 시도되고 있음

－공공부조제도의 한계

∙사회  성을 담보하기 하여 부분의 국가들은 정책 빈곤선을 설

정하고, 이를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여기 으로 사용하고 있음

∙ 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로그램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빈곤선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보충 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공공부조에서 수 자의 근로동기를 어떻게 고양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스펙트럼의 양 

극단 정책의 수단은 당근과 채 (carrot and stick)임. 이를 유형화하면,  

제재형(sanction type), 리형(management type), 인센티 형(incentive 

type)으로 범주화됨

∙이러한 근로유인  강제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근로를 기 할 수 있

지만, 경제  효율성 는 사회  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래함

∙한편, 행 공공부조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탈수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이 있음. 원활한 탈수 을 해서는 

근로능력자에 한 체계 인 인 ․물  자본 확충과 함께, ‘탈수  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함

∙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할지라도 ‘탈수  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장려세제(EITC) 여율, 여기 선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함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수 자가 탈수 을 하게 되면, 

지원 뿐만 아니라 부분의 물 여 수 자격도 상실하게 됨. 이 결과 

빈곤함정(poverty trap)을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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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제

○ 공공부조제도와 재산기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비록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단일한 빈곤개념  빈곤선은 존재하지 않

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 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빈곤선

임에는 틀림이 없음. 그리고 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여기 으로 빈곤선을 직·간 으로 활용하고 있음

－공공부조제도 수 자 선정· 여기

∙공공부조제도 선정· 여방식은 그리스 신화의 ‘Dike의 천칭’과 유사함

∙선정기  의 하나인 부양의무자기 은 가족부양우선 원칙을 반 한 기

임. 가족부양원칙이란 잘사는 가족이 있을 경우 국가의 도움 에 이

들이 수 권자를 우선 으로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임. 그러

나 모든 국가의 공공부조제도에 부양의무자기 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님

∙다음으로 개별가구의 능력 지표에 하여 살펴보도록 함. 개별가구의 능

력지표에는 소득(income), 소비(consumption), 부(wealth), 근로소득획

득능력(earnings capacity), 선택집합(choice sets), 수행능력

(capabilities) 등 매우 다양함. 그러나 일부 지표들은 양화(量化)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

∙이 때문에 일부 국가를 제외한 부분 국가들은 공공부조제도에서 소득

과 재산기 을 각각 용함. 즉, 소득과 재산이 각각의 기  이하일 경

우 수 권자가 될 수 있음

－공공부조의 원리와 재산기

∙재산기 의 수 과 련지어 살펴보면, 국민기 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부분 국가의 공공부조법에는 립되는 두 원칙이 존재함. ‘보충성 원칙’

과 ‘최 생활보장 원칙’이 그것임

∙역사 으로 볼 때 상충되는 가치  개념들을 녹여내는 방법  하나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  특성, 제도  특성을 반 한 양보와 타 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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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듯 주요국의 재산기 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사회경제  조건, 

사회보장제도(특히 공공부조제도)의 특성에 따라 그 수 이 달라짐

－재산기  설정방식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기 을 고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소  ‘cut-off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임‘

∙ cut-off 방식’이란 소득기 과 재산기 을 각각 두고,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각각의 기 이하일 경우 수 자로 선정하는 체계를 말함.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부분 복지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개별가구 

능력을 하나의 지표( , 소득인정액)로 통일하는 방식임. 그러므로 동 방

식에는 재산기 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음. 선정과 여는 객 인 

최 생계비와 통합된 능력지표( , 소득인정액)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일 경우 수 자로 선정하고, 여는 최 생계비와 소득

인정액의 차액으로 계산됨

∙동 방식의 표 인 장 은 수 자 선정  여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임. 컨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용하지 않고, ‘cut-off 

방식’을 용하 던 2002년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기 과 재산기 은 각

각 4인가구의 경우 99만원과 3,600만원 이하 음

∙결국 ‘cut-off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간에 어느 방식이 더 타당

하냐는 문제는 논리  결함이라는 잣 로 재단할 수 없음. 다만, 앞서 

살펴본 바처럼 ‘cut-off 방식’은 제도가 단순하다는 이 장 이고, ‘재

산의 소득환산방식’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이 장 임

∙아울러 재 재산기 의 ‘높낮이’와 기 보장 사각지 도 양자 간 선택

의 문제에 고려 상이 될 수 있음. ‘cut-off 방식’은 재 재산기 이 

높은 수 일 경우 형평성 문제를 많이 야기하나, 그 수 이 낮을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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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소득환산의 이론  배경

－최 생계비 구조와 재산

∙최 생계비는 최소한의 건 하고 문화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서 한 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need)’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액임. 산정 단 (기간)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라 달라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월 단 로 산출하고 있음

∙공공부조제도는 ‘Dike 천칭’과 유사하므로 울의 한 축인 최 생계비 

구조(내용)를 감안하여, 개별가구의 능력 단도 동일 차원으로 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왜냐하면, 개별가구의 능력은 물  능력 한 유량 성격

의 소득과 량 성격의 재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임

∙여기서 통일하는 방향의 문제에 직면함. 즉,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할 수

도 있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수도 있음. 그러나 최 생계비가 유량

이므로 당연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형평성과 재산

∙수 자와 비수 자, 수 자간의 자산 소유형태별 형평성 문제를 심으

로 재산의 소득환산의 당 성을 살펴보고자 함

∙과거 생활보호제도, 2002년까지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그리고 행 

부분 외국 공공부조제도는 ‘cut-off 방식’을 채택함. ‘cut-off 방식’은 

소득과 재산기 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수 자로 선정하고, 최 생계비

와 소득의 차액을 지 하는 체계로 여러 가지 문제 을 야기함

∙이러한 문제 들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나아가 소득인정액 개념 도

입으로 해결될 수 있음.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2조에는 소득인정액을 소

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은((재산 - 기 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됨

∙결과 으로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은 ‘cut-off 방식’에서보다 재산보유 

정도별 형평성이 제고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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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 련 이론

－가. 피구의 자산효과

∙ 국의 경제학자 피구는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함

(피구(Pigou)의 자산효과)

∙자산효과는 재의 소비가 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에 의해서도 

향받는다는 에 근거를 둠. 원래 자산가격이란 자산보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소득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재가치화한 것이기 때문임

∙피구의 자산효과는 어도 재산이 많은 가구가 은 가구보다 지출로 시

되는 재 삶의 수 (well-bing)이 높음을 말함. 여기서 상 으로 

열악한 가구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분배정의에도 부합됨.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은 분배  정의와도 맥을 같이 함

－나. 기척도

∙ 기정의(crisis definition)에 따르면 일시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유량(flow)으로서의 정규 인 소득뿐만 아니라 량(stock)로서의 그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재산을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에 기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임

∙구체 으로 David and Fitzgerald(1987)은 SIPP 1984 패 자료를 이

용하여 이  인터뷰에서 보고된 이자(interest)에 이자율 6%를 용하여 

자본화된 가치(capitalized value)를 추정하고 이를 소득에 더하여 기

척도에 따른 빈곤율을 계산하 음

∙그 결과 월별 단 (monthly basis)로 빈곤율을 측정하 을 때 소득이 

공식  빈곤선 미만인 소득기  빈곤율보다 기척도에 따른 경우 빈곤

율이 3%포인트(21%) 감소되고, 4개월 단 의 경우 2%포인트(14%), 

그리고 연도 단 의 경우 1%포인트(8%)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함

－다. 연 화의 방법

∙Weisbrod and Hansen(1968)은 재산이 수학 으로 연 으로 환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순재산(net worth)을 일정기간 동안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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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하는 다음과 같은 이론  모델을 제시하 음

∙Weisbrod and Hansen(1968)은 축이 일반 인 생애기간동안의 소비

패턴을 스무드하게 만들고 의료지출과 같은 기치 않은 욕구에 비하

기 해 이루어진다는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순재산이 연 화되는 기

간을 성별 연령별 기 수명으로 설정하 음

∙이후 Moon(1977)은 노인들의 경제  복지(economic well-being)를 측

정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했음. 그러나 이 순재산의 연 화의 방법에 있

어서 핵심은 연 화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것임

∙Weisbrod and Hansen(1968)의 이러한 순재산의 연 화의 방법은 량

인 재산을 유량인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에서 요

한 의미를 가짐. 한 Weisbrod and Hansen의 연 화 방법은 어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

구일지라도 재산이 많은 가구가 기시 처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함

－라. 추정임 료

∙주택소유자들의 추정임 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옴. 첫째, 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주택을 임 할 경우 어느 정도 임 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 것임. 둘째, 주택의 특성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회

귀분석을 통하여 주택의 특성(방수 등)에 따른 임 료의 정도를 추정하

는 것임. 그러나 각각의 방법은 임 료 추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의 방법은 응답오류 포함 가능성이 높음. 후자의 방법은 임 자와 

주택소유자 모두의 주택의 특성 등에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한 회귀분석 결과에 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음

－마. 련이론의 함의

∙첫째, ‘소득이 창출되는 재산’의 경우 공공부조제도 원리  최 생활보

장의 원리를 교조 으로 용하면, 재산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함. 둘째,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의 경우 그 부분만큼 서비스를 구입할 

지출수요가 없으므로 그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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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한 개인이나 가구가 빈곤

에 빠질 험에 처하게 될 때 즉각 화하여 소득부족을 보완할 수 

있음. 넷째,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고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하지도 

않은 재산의 경우, 장기 으로 일단 매각되면 일시 으로 목돈(lumpsum 

money)이 발생되지만, 단기 으로는 즉각 인 화가 어려우므로 소

득부족을 체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이나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한 재

산은 일종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 서비스를 생산

하지도 않고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하지도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이 

재산을 담보로 한 출의 가능성을 제하면 이 재산은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경제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 모형

－모형1: 재산의 매각 후 사용 모형

∙재산의 매각 후 사용을 제할 경우, 3가지의 주요 이슈가 제기됨

∙첫째, 어떤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가의 이슈임. 둘째, 매각한 재산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균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가의 이슈

임. 셋째, 재산 매각 후 사용모델은 매각을 제로 함. 하지만 실 으

로는 매각되지 않고 재산은 그 로 유지됨

－모형2: 재산으로부터 생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 모형

∙모형1이 공공부조제도 원리  보충성 원리를 강조한 모형이라면, 최

생활보장의 원리에 보다 무게 심을 두고 있는 것이 모형2임

－모형3: 최 생계비 사정 역환산 모형

∙동 모델은 엄 한 의미에서 모형2와 유사한 이 있지만, 실 으로 최

생계비에 상응하는 구조  환산율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즉, 모형2의 단 인 서비스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

결하고 있음. 그러므로 공공부조제도에 용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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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

○ 사 부양과 공 부양의 계

－빈곤의 발견과 재발견

∙인류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사회과학의 심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

세기 말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늦어서 1960년 에 들어와서야 조

씩 시작되었음. 빈곤에 한 패배주의  사고방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

던 이유는 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정책을 통해 그것도 단기간 내

에 국부를 창출하거나 빈자들의 수를 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어

려웠기 때문임

∙오랜 기간 빈곤의 늪에 빠져 있던 인간들을 량으로 구조할 수 있었던 

계기는 산업 명에 의해 마련되었음. 산업 명은 인류 모두를 풍요하게 

만들 것으로 기 되었고, 상당 부분 그 기 는 실로 나타나기도 하

음. 에 없던 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는가 하면, 

량생산이 량소비로 연결될 것 같은 낙 론이 등장함

∙낙 론이 등장할 즈음 드디어 사회과학의 선각자들이 빈곤을 연구하기 

시작하 음. 그리하여 빈곤의 실태, 원인, 결과 등에 한 기  지식이 

지속 으로 축 되었음. 발 을 거듭하던 빈곤연구는 기야 다음 단계

의 빈곤 해소에 한 연구로 이어졌음. 그와 같은 낙 론이 진화를 거듭

하면서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이 인류사회의 이상향으로 

자리를 잡았음. 그리고 사회과학은「복지국가론」이란 이름으로 복지국

가의 존재가치에 한 이론  뒷받침을 제공하 음

∙사회과학에서 빈곤연구가 발 할 수 있었던 1차 동인은 산업 명이었지

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반조성의 역할에 불과하 음. 결정  동인은 

사람의 생각 즉, 불평등 상에 한 새로운 인식이었음. 모두가 빈곤할 

때에는 모두가 평등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움. 그러나 부자가 등장

한 시 에 다수의 빈자가 잔존한다면 사정은 달라짐

∙더욱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구조  원인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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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새로운 발상이 설득력을 얻게 됨으로써 빈곤완화의 문제는 국

가정책의 주요 의제로 격상되었음.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로 나타났음. 그러나 1970년  이후 복지국가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게 되자 낙  분 기는 쇠퇴하기 시작하 음. 미래를 밝게 보고 싶

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그 공백을 꿰

차고 등장한 것이「신자유주의」임

∙ 1980년 부터 본격 으로 세를 떨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이후 20

여 년간 인류사회를 지배하 음. 신기술과 신 성장 동력의 발견, 경제성

장과 소득의 증 , 국제무역의 확장 등 신자유주의가 인류사회에 던진 

혜택이 지 않음. 그러나 환경 괴, 국제간 무력충돌, 경제 기, 탐욕  

경제활동 등이 표 인 폐해임. 그러한 폐해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불평등의 속성이 도사리고 있음. 불평등은 그것이 통제되지 않

을 경우, 한 없이 확 되는 악성 행을 보임. ‘양극화’ 상이 무통제 

불평등의 표  사례임

∙사회과학이 빈곤연구를 심화시킨 결과의 하나는 빈곤의 정의를 다양화 

시킨 것임. 한 때 사용되었던  빈곤 개념이 상  빈곤으로 바  

지 오래 되었음. 소득과 같은 경제  지표들을 심으로 단되는 경제

 빈곤개념이 있는가 하면, 고용, 사회  정치활동 등 더 넓은 역에 

걸친 지표들까지 사용하는 ‘사회  배제’ 라는 개념도 있음. 

∙빈자의 욕구를 반 시킨 물곤(物困, material hardships) 개념은 경제  

빈곤개념에 한 안임. 이처럼 빈곤의 정의가 달라지면 빈자의 수자도 

달라짐. 그 결과, 빈자의 수치에 한 객 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남

∙빈곤개념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회과학자만이 아님. 세 을 내는 일반 시

민들도 여론형성의 과정을 통해 빈곤 결정에 참여함. 재 우리 사회에

서 가 빈자이고 가 빈자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 즉 복지 수 자

의 선정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일차 으로 해결의 책임을 짐. 정부와 국

회가「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라 수 자 선정기 을 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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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임. 에서 언 한 과학  측정, 사회‧경제  

상황변화, 국민여론의 향방 등이 주요 변수가 됨

∙그러나 가장 비 이 큰 변수는 역시 정부의 재정조달 능력임. 우리나라

에서 경제성장이 한창 지속되던 1960년 에서 1980년 까지 역  정부

는 복지지출에 해서는 극도의 긴축정책을 썼음. 정부재정 형편이 나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산을 늘릴 만큼의 여유는 아직 없다고 

생각하 던 것임. 그런 상황은 1990년 에 들어와서 조 씩 나아지다가 

1997년 외환 기를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음.「국민기 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도 바로 그 시기이었음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 발 세계 융 기로 인한 빈곤 문제는 1997년 외

환 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우리에게 가할 것으로 상됨. 따라

서 정부의 책도 이 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극 이고 선제 인 자세

로 바 고 있음

∙인류사회의 역사를 보면, 빈곤의 정의가 엄격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해질 때도 있음. 이 게 빈곤 개념이 늘었다 었다하는 상에 따라 

빈곤이 발견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묘한 상이 나타남. 빈곤퇴치의 책

임을 지고 있는 국가에서 복지 산 논쟁은 빈곤의 정의와 연 되는 

경우가 많음

∙빈곤정의에 향을 주는  다른 변수는 빈곤 원인에 한 개인책임 논

쟁임. 이 때, 빈곤원인의 성격이 당사자 개인의 귀책사유 성격이 강할수

록 국가 책임은 어드는 반면, 사회구조  특성에 기인할수록 늘어남. 

컨 , 어떤 사람의 빈곤이 그 사람의 나태, 음주, 범죄, 비리 등과 같

은 원인 때문이라면, 국가가 도와  책임을 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

해짐. 반 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 음에도 불운이나 불가항력  사

고에 의해 가난해졌다면, 국가가 도와야한다는 생각이 강해짐

－부양의 역사  개에 한 일반론

∙국민의 일부 는 다수가 빈곤 상태에 있다고 정되는 경우, 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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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결할 것인가에 한 논란 즉「부양 논란」은 서구의 산업화 사회

에서 처음 시작되었음

∙오히려 근  사회에서는 빈곤해소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는 표

이 더 정확함.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

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빈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가 속한 가족이나 인근 

지역사회 내에서 처리하는 둥 마는 둥 하 던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임

∙그러나 산업화가 생시킨 임 노동자 계 의 등장과 19세기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20세기 물질의 풍요는 빈곤을 집단 단 가 아닌 개인 단

로 보는「빈곤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of poverty)」 상을 발하

음. 빈곤의 개인화는 빈곤원인은 물론 빈곤해소의 책임까지도 개인단

로 처리하는 경향을 조성했음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는 하나의 인격체인 개별 노동자의 자유에 

기 하 음.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한 가장 효율 인 가족구조는 

가족이 아닌 핵가족이었음. 따라서 부와 빈곤을 측정하는 단 도 차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다시 핵가족으로부터 당사자 주로 바 게 되었

던 것임. 그러나 핵가족화의 역기능이 나타남으로써 산업화 사회는 새로

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 그 결과, 국가의 사회부조제도와 같이 통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체하는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게 된 것

임. 이처럼 국가나 사회가 통  가족기능의 일부를 체하는 상을

「부양의 탈가족화(defamilization of support)」라고 부름

∙ 통사회에서 가족제도가 수행하 던 주요 기능 에는 가족 구성원들

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음. 그러나 산업사회의 

핵가족제도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 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임. 따라서 산업사회가 제 로 작동하려면 국가가 핵가족제도의 약

을 보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그와 같은 논리가 집 성된 것이「복지

국가(welfare state)」론임. 그리고 한 때는 복지국가가 인류사회 최고의 

모범 국가로 칭송되었음. 그리하여, 개인의 빈곤해소를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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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른바「공  부양론」은 복지국가론 핵심 원리의 하나로 자리잡았음

∙그러나「공  부양론」 득세 과정이 단선 인 변화과정을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님. 그 반 가 되는「사  부양론」의 반격도 만만찮았음. 왜냐

하면,「빈곤의 개인화」와 「부양의 탈가족화」 상은「공  부양론」보

다 오히려「사  부양론」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논리를 부분 으로 

갖고 있기 때문임. 그리하여, 복지 산을 이거나 빈자의 수자를 과소

평가한 시기에는 오히려 「사  부양론」이 더 우세한 시기가 있었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류의 사는「공  부양론」과 「사  부양론」

의 경쟁역사이며, 어느 쪽도 원한 승자일 수 없음

∙「사  부양론」은 도덕  해이라는 인간본성에서 출발함. 그것에 의하

면, 만일 사회가 빈곤책임을 타인에게 가하도록 허용하면 그 사회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사회는 끝내 붕괴할 것으로 . 

한마디로, 「공  부양론」은 반인륜 이고 반문명 이란 것임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시하는「사  부양론」은 설사 국가가 빈

곤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더라도 당사자나 그의 가족에 한 책임

추궁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빈곤퇴치에 한 책임공방에 

한 역사를 보면,「사  부양론」의 거센 반격에도 불구하고 체  경향

은「공  부양론」의 상승세로 요약됨. 「공  부양론」이 득세하면 그 

반 의「사  부양론」이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그래서「사  부양

론」에서 주장되던 자산조사, 도덕조사, 근로조사 등에서 규제완화 조치

가 나오게 됨

∙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산업화 사회가 다시 후기 산업화 과정을 거쳐 

차 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복지국가의 효용이 하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유지하던 복지국가가 어느 시 부터 불균

형에 빠져든 것임. 복지국가에 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가 쇠퇴로 돌아

선 것임

∙그리하여 국가 재정능력이 약화되면서 반 의 주장이 득세하게 됨.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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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이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수  이상으로 넘어감으로써(과부하) 

사회체계 체의 작동이 비정상상태에 빠졌다는 것임. 정부재정의 자

규모가 덩이처럼 늘어나자 복지 산 감요구가 드세졌고「공  부양

론」 인기도 시들해짐

∙그런 과정에서「신빈곤」 상 즉, 량실업에 의한 빈곤과 같이 개인책

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이 출 함으로써 복지국가에 한 신뢰는 더

욱 더 하락하 음. 그 결과,「공  부양론」의 세는「복지국가 기

론」의 등장과 함께 하게 약화되고 말았음. 이 틈을 타「사  부양

론」과 신자유주의 사상이 반격을 가하고 나섬. 국가의 복지행정에서 자

산조사가 강화되었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 국가원조는 근로 

 훈련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등 도덕  조치를 강화시키고 있음

∙그 다고 해서「사  부양론」이「공  부양론」을 완 히 몰아낸 것은 

아님. 재는 개인빈곤의 해결책임을 어느 한 쪽에 묻기보다 公과 私 모

두에게 묻고 있음.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의 다변화를「복지 배합

(welfare mix)」 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고 부름

∙복지배합의 시 에서 「공  부양론」의 세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긴 

하 지만, 그 다고「사  부양론」즉, 개인의 빈곤은 개인 는 그가 

속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체된 것은 결코 아님. 오히려 

「공  부양론」과 「사  부양론」을 혼합시켜 제3의 논리를 개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

∙복지배합 시 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 는 시민단체가 과거 복지국가 

성기  국가가 맡았던 책임의 일부를 떠맡게 되었다는 임. 기업의 

“사회  책임” 는 “사회공헌” 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민복지에 한 국가 역할의 감소를 기업이나 민간단

체들이 일정부분 보완하고 있는 것임. 동시에 빈곤자 개인의 도덕  책

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도 복지배합시 의 한 특징임. 일할 능력이 있

는 복지 수 자가 복지수 을 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도록 강제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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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 한 가 됨

∙「사  부양론」 에서 비교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론이「의존 문화론

(the dependency theory)」임.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과도하게 

높은 수 의 여를 제공한 결과, 복지수 자의 나태와 도덕  해이를 

부추긴다고 주장함

∙그런데, 그와 같은「의존 문화론」에서 조차 한편으로는 사 부양을 강

조하면서도 동시에 빈곤자의 도덕심 강화에 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음.「복지 배합」 는「복지 다원주의」의 극치임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을 심으로 1990년  말부터 두되기 시작한 物

困(material hardships) 개념에 입각한 빈곤선의 측정 결과는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일반 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보여 . 이는 기존의 경제  개념에 기 한 빈곤선이 빈곤자 

당사자들의 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요한 자료임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 발 세계경제의 기 경보는 각국 정부들로 하여  

경기침체의 우려를 낳고 있음. 그 결과, 나라마다 소비 진작을 한 비

상조치가 경쟁하듯 발표되고 있음. 이런 상치 못한 상황에서, 소비 진

작의 상  효과가 클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이 소득층과 빈곤계층임

∙최근에는 아  그들에게 을 지 하거나(cash back) 소비 쿠폰

(consumption coupon)을 나 어주는 로그램까지 등장하 음. 새로운 

시책의 등장뿐만 아니라 수 자의 범 를 폭 확 하는 빈곤정책의 규

제완화 상이 나타난 것임. 단 1년이란 짧은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야말

로 격세지감임

－부양의 역사  개에 한 우리의 실

∙우리 사회와 서구사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회구조가 통

사회로부터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

이 발견됨.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여러 

변화단계가 동시에 혼재하는 등의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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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논란」에 한 사회  합의 도출의 과정 역시 그러한 차이가 보

임. 우리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성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기회

가 상 으로 부족하 음. 그래서 「부양 논란」의 해결 양상 한 서

구와 차이가 남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한국형 국가발 모형은 빈곤문제 해결의 근본 구

도를 취업이나 소득향상을 통한 시장주의  방법을 통하도록 되어 있었

음. 그 기 때문에 약자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조차 생산

자 주의 사회보험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자연히 사회부조 방식은 홀

를 받았고「사회부조 홀 」 상은「사  부양론」에 의해 지지되었음

∙더욱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승되고 있는「효 문화」 는「가문 

시 사상」은「사  부양론」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화성을 가짐. 따라서 

빈곤의 개인화와 부양의 탈가족화는 억제되고「공  부양론」세력은 확

장되기 힘들었음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1990년  후반은「사  

부양론」의 부 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산층 

몰락과 량실업의 발생은 에 없던 신빈곤을 출 시켰음. 개인의 결함 

때문에 빈곤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는「국

민기 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음

∙한민족 역사에서 이처럼 국가에게 국민의 빈곤을 해결할 책임을 부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음. 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

생활보장법」으로 바 었음에도  부양자 의무에 한 규정은 여 히 살

아 있었던 것임.「국민기 생활보장법」제4조에 있는데, 이 규정은 개인

의 빈곤에 한 가족의 연  책임을 묻는 취지임.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반공법」의 연좌제를 연상하게 하는 규정임

∙우리나라에서 이처럼「공  부양론」의 세력 확장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은 사회복지제도의 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결과를 발생

시킴. 하지만, 1980년  후반 등장한 서구 복지국가 기론을 검토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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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다 건실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  

측면도 제공하고 있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더 복지국가 방향으로 나

아갈지 단언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경제성장의 장기 측에 따르면, 앞

으로 상당기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 됨. 그 게 되면, 복지국가의 

가능성과「공  부양론」의 세력 확장에 한 미래 망은 낙 인 쪽임

∙ 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정책의 주도권은 당연히 공부문인 국가가 

행사해야 함. 즉, 우리가 재 직면하는 빈곤자 문제의 해결은 공부문의 

선제 개입에 의해 실마리를 풀어야 함. 추가 소요 재원의 확보, 수 자

격 요건의 완화, 복지행정의 규제완화 등 정부가 할 일이 산 해 있음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에 한 완화조치는 최우선 정책과제임. 왜

냐하면,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빈곤하면서도 국가지원의 사각지 에 머

물고 있는 사람들의 부분은 최빈층에 속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들이기 때문임. 국가지원의 상을 소득층에게까지 확 하고 있는 마

당에 실효성이 없는 근 「복지 연좌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가

에 한 검토가 실한 때임

－부양의무자 기 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성

∙「국민기 생활보장법」이「생활보호법」을 화시킨 것은 사실임. 하

지만, 그 변화 폭은 2차  후 서구 복지국가 출범으로 나타난 

「사회부조법」이 과거의「빈민법」을 체하 던 만큼의 수 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음

∙서구의 경우「사  부양론」의 표  사례가 가구 단  자산조사

(household means tests)이었는데, 그 제도는 복지국가 시작과 함께 철

폐되었음. 빈곤의 개인화가 복지정책에도 반 되었던 것임. 그리하여 빈

곤 책에서 부양가족의 개념이 사라졌으며, 신 자산조사 시, 가족들 

사이의 사  이 소득의 일부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제완화가 실

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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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국민기 생활보장법」의 실시와 함께 복지국가에 진입하

지만 사  부양론의 표  사례인 부양의무자 기 은 완  삭제되지 않

고 있음. 그 법이 제정되었던 1999년 9월7일 당시 동법에서 부양의무자

는 “수 권자의 직계 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  이내의 

족”과 같이 매우 포 으로 정의되었음. 2차  이  서구 국가들이 

사용하던 가구단  자산조사에 버 가는 수 이었음. 이후 두 차례에 걸

친 법 개정을 통해 재 그 범 가 많이 축소됨

∙부양 논란 즉,「사  부양론」과「공  부양론」에 한 근은 크게 규

범  근과 기능주의  근이 있는데, 복지행  측면에서는 기능주

의  근의 설득력이 더 우세함. 사회변동과 사실(facts)을 시하는 기

능주의 시각에서 보면, 공공부조 사각지 의 과소측정, 친․인척의 부양

의식 약화, 가족구조의 변화, 부양의무자 기  용을 한 행정비용 과

다 등 상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사  부양론」의 정당성이 상실되

었음을 보여

∙한마디로 요약하자면,「국민기 생활보장법의」존재 가치는 빈곤문제의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 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사각지

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임.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호 상

의 자녀 는 주민등록상의 자녀존재 때문에 수 자격을 상실하고 있음

∙사태가 이 게 진행된다면, 빈곤 해결을 목 으로 하는 법의 목 과 그 

법의 취지를 성취하기 해 마련된 규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임. 

이와 같이 법의 하  규정과 법의 존재가치가 상호 모순 계에 빠질 경

우, 해결책은 법의 하  규정을 법의 목 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임

∙기능주의  시각에서 평가한 결과, 부양자 의무 규정이 아무리 부 하

더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통과 문화의 향을 일시에 무시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 을 처리하는 정책  방향은 진  폐지보

다 단계  완화를 통한 궁극  폐지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 임

∙부양자의무 규정의 완화조치를 고려할 때, 막 한 소요 산은 빼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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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요한 요소임. 다행히 재의 경제 기 분 기와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의 기조는 산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문제는 경제가 

정상을 회복한 이후에도 한번 완화된 부양자의무 규정을 그 로 유지할 

것인가에 한 장기 정책 방향임

○ 사 부양과 공 부양에 한 외국의 근방식

－서구 각국은 그들의 역사  발달과정에 기 하여 상이한 복지국가의 통, 

정치, 사회, 문화 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부양책임에 한 인식과 

국가정책의 형성에 향을 미침. 부양책임과 련하여 국가, 시장, 가족 그

리고 시민사회에 부여된 역할은 각 국가들마다 다양함. 이런 맥락에서 가

족 책임  의무에 한 법  정의, 사회  돌 (social care)의 조직 방식, 

가족 구성원  국가의 부양책임에 한 인식에 따라 다섯 가지 국가군으

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함

－ 1. 가족책임에 한 강조

∙남부 유럽에서는 부양에 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가 법 으로 명시되어 

있음. 컨  그리스의 경우 피부양 부모와 피부양 자녀에 한 동일 면

세 기 을 용함으로써 가족 상호 간 부양의무에 해 규정하고 있음. 

한 이탈리아의 경우 4  이내 가족구성원에 한 부양책임을 명시하

고 있음. 스페인도 수에 따른 가족 상호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가족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하고, 정책은 일반 으

로 개입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가족 라이버시 념이 있음. 이

는 배우자 간 혹은 부모-자식 간의 라이버시가 아닌 확 가족 내에 존

재하는 라이버시라고 볼 수 있음. 를 들면, 가족 구성원들이 피부양 

성인과 부모에게 돌 (care)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인 인식임. 

따라서 개인  자율성이 정책의 심 목표는 아님. 신 피부양 계의 

가정이 이 과 돌 (care)을 제공하도록 정책이 편재되어 있음

－ 2. 규제화된 공동책임

∙ 랑스와 독일은 민법(civil law)에서 친척들에 한 부양책임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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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랑스의 민법 (civil code)에서는 배우자, 존속과 비속 그리

고 친척들 사이에 상호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독일의 기본법(basic 

law)에서는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용하고 있

다. 가령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자녀, 25세 

이내의 미취업․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 한 돌 (care)  재정  지

원에 한 책임이 있음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개인주의  가치가 상 으로 발달되어 있음. 

이런 측면에서 부양책임에 해 가족의 역할만 강조하지 않음. 따라서 

국가가 부양책임의 주된 제공자여야 하며, 지역사회는 부양에 한 보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함

－ 3. 규제되지 않은 책임의 공유

∙ 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가족과 국가의 부양책임에 해 법 으로 명확하

게 명시하고 있지 않음. 국가의 부양책임은 국가 법령으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의 부양책임(부양을 제공해야 할 법  의무)은 비속 

쪽으로만(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부양책임에 한 필요성에 해 소극 으로 

인정하나 기본 으로 부양책임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부양책임에 한 인식은 청장년층과 년층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돌  제공의 일차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국가는 가족들이 

책임지기 어려운 사회  약자(노인, 장애인)에 한 부양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에 동의함

－ 4. 부양에 한 국가책임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에서는 일반 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 에 

해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있음. 보육  노인 돌 은 가족보다는 국

가를 통해 제공받으며, 가족이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  요건은 거

의 없음1). 가족부양의 책임에 한 규정 자체는 존재하나, 아동이나 노

인에 한 돌 서비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권리  성격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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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나라들은 국가 부양책임의 필요성에 해 극 으로 인정하며, 

다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노부모 부양에 해 가족의 책임보

다는 국가의 책임(공공가사도우미 등의 문 인 사회서비스)으로 인식

하며, 이러한 인식은 부양에 한 책임과 의무가 개인  권리  시민권

에 기 하고 있기 때문임

－ 5. 국가부양의 철회

∙동유럽 국가들은 1989년 구소련 붕괴 이후 정치경제  환기에 놓여 

있음.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된 사회서비스 공 은 축소되고, 부양책임에 

한 국가, 시장,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분담이 불가피하게 재조

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가족 책임  의무에 한 법  정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을 

한 도덕 , 공식  의무를 가진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가족은 노인과 

장애인 돌 에 한 주된 제공자이며, 국가의 본래 역할은 아동돌 과 

최 임 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부양에 한 가족의 일차  책임을 강조하지만, 가

족의 책임과 의무가 오로지 경제  필요의 결과로서 간주되는 에는 동

의하지 않음. 즉 가족에 한 부양은 세  간 연 감(intergenerational 

solidarity)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 임

－ 6. 시사

∙사 부양과 공 부양의 계는 각 국가의 역사 ․제도  맥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사회  돌 (social care)에 한 제

공주체 간 역할  인식에 따라 다섯 가지 국가군으로 범주화하여 살펴

보았음.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 은 첫째, 조사된 

1) 스웨덴의 경우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에 한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으로 1956년 이래 부모부양에 한 비용은 자녀가 아닌 지자체(Municipalities)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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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에서 공  부양(public support)은 여 혹은 사회서비스

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가 아동  노인에 한 부양을 책임져

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 둘째, 돌  제공과 

련된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이 지배 이나 돌  책임에 

한 역할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임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구조  부양의식의 변화는 공 부양과 사 부양 

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요구함. 에서 살펴본 다수 선진 복지국가에

서는 이 의 사  부양의 역할 부분을 국가가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은 

차 확 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 은 공  부양의 역할이 증 되는 실을 

감안하여 행보다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탈빈곤  탈수

○ 빈곤원인에 한 논의

－빈곤원인과 련한 기존 연구에서 공통 인 논의사항은 크게 2가지임

∙첫째, 빈곤의 원인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발생한다는 것임. 둘째, 빈곤의 원인을 과거의 

경우 개인책임으로 악하 다면 지 에 와서는 개인과 더불어 사회 혹

은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빈곤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사회 , 개인  구조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며 혹은 경제 , 사회  그리고 심리 으로 바라볼 수도 있음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첫 번

째는 개인과 사회의 책임측면에서 살펴보는 과 두 번째는 계층 인 측

면에서 빈곤원인을 악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론 인 측면에서 분석한 

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음

－여기서는 셋째 분야인 학문 인 측면에서 빈곤원인에 해 살펴보고자 함

○ 빈곤발생 원인  탈피에 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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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본(Human Capital) 이론

∙인 자본은 경제학의 주요이론인 한계생산성이론이 노동의 공 과 임

변화를 주로 설명되는 한계를 지 하며 노동에 한 질  차이에 의한 

생산성 차이를 설명하고자 이는 이론임

∙인 자본의 핵심은 임 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생산

성은 숙련된 기술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다시 공식, 비공식훈련

과 같은 인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임

∙ 1960, 70년  요한 치를 유하던 인 자본은 이후 빈곤층에 한 

교육, 훈련 로그램 성과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인 자본의 비

실성에 한 비 이 제기됨.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인 자본은 노동의 질을 강조하다보니 노동의 공 측면만을 강조

하고 노동수요의 요성을 간과함. 둘째, 인 자본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임. 셋째, 개인 능력 차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임. 넷째,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회경제 인 

배경이 소득 혹은 임 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임. 

다섯째, 인 자본은 환경  요인, 제도  요인, 가정 내에서의 자녀에 

한 투자, 양육방법 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임

－선발(Screening) 이론

∙선발(Screening) 이론은 인 자본에 한 반론의 하나로 1970년  등장

함. 선발가설은 교육수 이 잠재 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골라내

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므로 보상을 받는다는 가설임. 즉 사

용자들은 노동자들에 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

의 배경  특성( , 학력 등)을 기 으로 사람을 선발하게 된다는 것임

∙동 가설은 선별(Screening), 신호(Signal), 체(Filter) 등의 용어로 사용

되기도 함. 선발가설에서 고용주는 노동자에 해 지표(Index)와 신호

(Signal)라는 2가지 특징을 찰하게 됨

∙선발가설에 따르면, 사회가 학력사회(Credential Society)로 흐를 수가 



요약∙39

있음. 즉 교육이 단순히 높은 임 을 보장하고 선발을 한 기본 조건이 

된다면,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계없이 학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며, 

기업은 한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많은 임 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임

－직무경쟁(Job Competition) 이론

∙직무경쟁은 미국의 Lester C. Thurow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노동자들

이 일자리를 찾을 때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임 경쟁(Wage 

Competition)을 통해 직무가 결정된다는 인 자본론의 내용을 비 하면

서 노동자들은 취업기회를 두고 경쟁한다고 강조함

∙한 사회 내에 여러 노동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하는 경

우, Thurow는 이를 서열(Labor queue)이라고 하며, 고용주는 선발의 

문제에 직면함

∙이 경우 고용주가 구를 선택하느냐는 훈련가능성 여부, 훈련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게 됨. 그러나 고용주는 선발단계에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

로, 간 으로 노동자의 교육수 , 나이, 지능의 정도를 통해 이를 단

하게 됨. 따라서 고용주는 학력이 높고 배경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됨

에 따라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직무와 높은 임 을 받게 된다는 것임

∙직무경쟁에 의할 경우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

음.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를 벗어나기 해서는 노동자 서열상의 

치를 상향 이동시켜야 하나, 사회 내에 좋은 직무나 고임 을 주는 직

무는 한정되어 있음. 한 빈곤층 외의 계층에서도 지속  교육훈련과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 빈곤층의 서열을 변동시켜 좋은 직무를 차지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노동시장분 (Segmented Labor market) 이론

∙노동시장 분 이론은 다시 내부노동시장과 이 노동시장이론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음

∙먼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은 기업 혹은 사업장내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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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차에 의해 노동배분과 임 이 결정되는 것으로 외부 인 환경 혹

은 외부시장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한 번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일

정부문 노동자에 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노동자의 이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됨

∙결론 으로 내부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은 외부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좋아짐. 외부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

은 반 로 임 , 근무여건, 환경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이 발생함

∙다음으로, 이 노동시장(Dual Laobr market)은 다시 1차‧2차 노동시장

이론과 진  이 노동시장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음. 먼  1, 2차노동

시장이론은 내부노동시장이론을 좀 더 확 하여 설명하고자 함. 반면, 

진  이 노동시장이론은 자본주의 내 계  차이에 의한 분화된 노

동시장을 강조함

－계 이론(Marxist theory)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따라 사회주의 계 이론을 설명함(생

산수단을 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 마르크스의 

계 이론을 좀 더 발  분석기법을 통해 정리한 라이트(E. O. 

Wright)는 계 을 계층이 아닌 계 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함

∙계 이론에 의할 경우 와 같이 생산수단을 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계

이 분리되며, 임 과 소득이 결정된다고 

∙계 이론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후 많은 사회 인 논쟁을 유발하 으

나, 사회, 경제  이론 발 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여

히 마르크스 이론은 분석 ․실증 인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

며, 이에 한 연구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

∙빈곤문화론은 미국의 Oscar Lewis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가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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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회의 지배문화와 질 으로 다른 하 문화(sub-culture)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가치, 행동 등에서 다르고 이런 형태는 사회화 과

정을 통해 세습된다고 주장함

∙ 와 같은 빈곤문화에 해 Lewis는 4가지 체계로 설명하고 있음. 하

문화와 일반사회와의 계, 슬럼지역의 성격, 가족특성, 개인의 태도와 

가치  성격구조라 할 수 있음

∙Lewis는 빈곤하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빈곤문화 인 특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한편 빈곤문화론은 빈곤문화의 존재 여부와 빈곤

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빈곤문화”인지 아니면 “기회의 결여”인지에 

따라 보수주의  (문화론  )과 자유주의  (상황주의  

)으로 구분함

∙빈곤문화론은 Lewis가 주장한 이후로 많은 논쟁을 가져오는 분야로 어

떠한 합일 을 도출하고 있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음.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 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음

○ 복지의존  탈피 이론

－복지의존을 설명하는 모형은 3가지(합리  선택 모델, 기  모델, 계 문화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음

－가. 복지의존모델(Models of Welfare Dependency)

∙합리  선택 모델(Rational Choice Models), 기  모델(Expectancy 

Models), 계 문화 모델(Class Cultural Models)

∙세 모형은 각각 선택과 인센티 (choice and incentive), 자신감과 통제

(confidence and control), 가치와 문화(values and culture)를 강조함

－나. 사회 여 수 률(take-up rate) 련 경제학  모형

∙Moffitt(1983)은 자산조사 제도 참여의 주요 비용으로써 낙인(stigma)을 

강조하나, 거래비용과 같은 여타 비용으로까지 모형을 확장함

∙O'Donoghue and Rabin(1999)의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근에 따르면, 통 인 경제학 모형은 지수할인(expon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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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ing)에 한 그릇된 가정을 한다고 주장함. 즉, 한 개인의 웰빙

에 한 재(at an earlier date)와 미래(at a later date)의 상  선호

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임. 이런 맥락에서 보다 엄 한 모형을 통해 사람

들이 미래보다 재에 더 가 치를 부여한다는 에서의 시간불일치

(time inconsistency)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서 지수할인이 아

닌 곡선할인(hyperbolic discounting)을 채택함

⧠ 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특성에 한 국가 간 비교

○ 주요 OECD 국가 소득층 지원제도의 구조

－ 소득층 지원제도의 분류

∙ 소득층 지원제도란 15~64세의 경제활동연령에 속하는 소득층(과 그 

가족)이 주로 받을 수 있는 성 여를 말함

∙이 성 여를 재정방식, 자산조사 여부, 지  형태 등에 따라 사회

수당형 여, 사회보험형 여, 조세형 여, 사회부조(자산조사)형 여

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사회수당형 여는 특정 인구집단의 필수  욕구에 응하기 한 

보편  성격(일부 자산조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용범 가 매우 넓은 것

이 특징)의 여를 말함. 표 으로 아동(가족)수당, 주거수당 등이 있음

－둘째, 사회보험형 여는 특정 사회  험에 응해 기여에 한 권리로

서 주어지는 ( )보편  성격의 여로 경제활동 연령에 용되는 표

인 성 사회보험 여는 실업보험 여임

－셋째, 조세형 여는 근로유인과 소득보장의 목 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

는 역소득세 방식의 여로, 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소득가구를 

상으로 하며, 근로소득보 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형

인 조세형 여의 형태임

－넷째, 사회부조형 여는 자산조사(means test)와 같은 수 요건을 충족시

키는 빈곤가구를 상으로 하는 여로, 소득층 지원제도에서 가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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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통 인 여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네 가지 형태의 소득층 지원제도는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

며, 소득층의 경우 한 시 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도로부터 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임

○ 한국의 소득층 지원제도

－한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체계

∙한국의 사회복지는 1960년  이래로 최소한의 기본 인 욕구조차 충족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상으로 국가의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

부조(생활보호제도)를 한 축으로 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 , 고

용보험 등 특정한 사회  험을 상으로 하고 기여에 기 하여 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발 해 옴

∙외환 기 이 까지만 해도 공공부조제도는 실질 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이나 폐질자를 심으로 물 여와 공공근로사업을 심으로 운용

되어 왔으나, 경제 기로 인한 빈곤의 증 등 사회문제에 한 응으

로 재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었음

∙한편 사회보험의 경우, 1964년 500인 이상 업과 제조업을 상으로 

시작된 산재보험을 필두로 1995년 고용보험까지 소  4  사회보험의 

를 갖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최하  계층을 심으로 상향조정되어온 공공부

조제도와, 안정  일자리를 가진 기업 근로자를 심으로 하향방식으

로 상층을 확 해온 사회보험의 두 축을 심으로 발 해 왔음

∙이  본 연구의 주요 심 상인 15∼64세의 경제활동연령에 속하는 

소득층(과 그 가족)이 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실

업 여,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임. 뒤에서 살펴보게 될 독

일, 스웨덴, 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보편 인 수당형태로서 아동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업보험의 수 자격이 없는 실직자나 청

년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실업부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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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여 역시 국민기 생활보장 여 수 자만을 상으로 제한 으로 

운용된다는 에서 별도의 주거수당 는 주거 여가 존재하는 여타의 

국가와는 차이가 있음. 근로장려세제 한 최근인 2008년 시행되었다는 

에서, 소득 근로능력자(혹은 그 가족)가 의존할 수 있는 사회보장성 

여는 실업 여와 국민기 생활보장 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는 보건복지부, 고용보험은 노동부, 근로장려

세제는 국세청에서 할하고 있음

－한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가. 수당형 여: 한국의 경우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거나 수당의 형태에 

가까운 제도로 장애수당(장애연 ), 기 노령연  등이 있음. 그러나 이

들 제도들은 인구학  특성에 따른 여라는 측면에서는 수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여 상이 소득층에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엄격

한 의미에서 수당은 아님

∙나. 사회보험형 여: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

여를 지 하는 통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극 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

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이

 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상으로 하는 표 인 사회보험형 여

제도는 실업 여임. 이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여를 

지 하여 실직자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성

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다. 자산조사형 여: 소득 근로가능계층에게 지원하는 표 인 자산

조사형 여제도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이하 기 보장제도)는 빈

곤에 한 최종 인 안 망임. 기 보장제도는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IMF경제 기 이후의 시  상황을 해결하기 하여 1999년 9월 제정

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 기 보장 여는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

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수 가능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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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 있는 가구도 수 요건을 충족하면 기

보장 수 자가 될 수 있음. 단,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여를 받을 수 있음. 이들을 조건부수

자라 하며, 만약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기 보장

여의 일부 는 부를 지할 수 있음

∙라. 조세형 여: 우리나라의 소득 근로빈곤층에 한 조세형 여는 

근로장려세제임.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  이하인 가구(면세  이하의 가구)에 

해서는 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임. 근로장려세제의 직 인 

도입배경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임. IMF 경제 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등 사회안 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사각지 에 존재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참여복지의 기

본 방향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설정하고 3  사회안 망 강화방향

을 제시하 음. 근로장려세제(EITC)의 여체계는 미국과 유사함. 즉, 

부부합산 근로소득 800만원까지의 증구간, 800∼1,200만원의 평탄구

간, 1,200∼1,700만원의 감구간 체계임

－한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한국 근로연령 소득층에 한 지원제도의 표 인 최근 변화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과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임. 근로장려세제의 경

우 2005년 8월 도입 결정으로 2007년 1월부터 시행(‘08년 최  여지

) 정이었으나, 2006년 입법과정에서 1년간 제도 시행을 유 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2008년 1월 시행하여 2009년 최  여가 지 되었음

∙한편, 2010년에는 자산형성(asset building) 로그램인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가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정

임. 동 로그램의 도입목 은 탈빈곤을 진하고자 함임. 기 보장제도

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보충 여하기 때문에 이론 으로 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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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그러므로 물 자본을 축 할 수 없음. 그러나 물 자본 축 은 인

자본 축 과 함께 탈빈곤의 양  수단이라는 을 감안하여 빈곤가구

가 일정 액을 축하면 여기에 정부와 민간이 일정 액을 추가로 지원

해(matching fund) 주어 목돈을 만들게 하고, 만들어진 목돈으로 본인

이 희망하는 사업이나 주택구입,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 독일의 소득층 지원제도

－독일 소득층 지원제도의 체계

∙ 형 인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어온 독일은 고용 계에 근거한 

사회보험 원칙에 기 해 코포러티즘 인 합의모델을 사회경제  조직원

리로 삼아왔음(이승 , 2008). 그러나 90년  반부터 본격화된 경제

기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내수경제와 수출경제의 양극화, 실업의 격한 

증가로 이어져 1998년 집권한 슈뢰더 사민당 정부는 고용 계 심 모

델의 기를 사회국가의 면  개 과 시장주의 확 라는 신자유주의화

를 통해 돌 하고자 함

∙독일 사민당 정부는 2002년부터 하르츠 개 법안과 아젠다 2010의 두 

로그램을 심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와 고용정책의 환을 통해 사회국

가의 개 을 진행시킴

∙이러한 맥락 하에 실업복지혜택의 축소와 국가부조체계의 통합, 활성화 

노동정책으로 구직노력을 강제하기 한 정책  고려로서 이 까지 실업

보험 여, 실업부조, 사회부조의 3단계로 구분되어 연동되던 실업자 지

원제도가 실업수당Ⅰ과 Ⅱ로 개편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자

는 실업부조(실업수당Ⅱ)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는 사회부조를 통해 수

이 가능하게 되었음

∙아동 있는 가구에 한 보편  지원으로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가족

여가 제공됨. 이 외에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에는 이미 주거지원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실업 여Ⅱ를 받지 않는 소득층에 한 주거지원제도로 

주택수당 등이 공공보호(Öffentliche Fürsorge) 맥락에서 제공되고 있음



요약∙47

∙독일은 다원화된 사회보장 달체계를 가짐. 보편 인 제도로서 제공되

는 아동 련 여는 여성청소년노인가족부에서 담당하는데, 사회수당형 

제도인 아동수당(Kidergeld)과 보충 아동수당(kinderzuschlag)은 연방노

동청(Bundesanstatit Für Albeit)과 지역노동사무소를 통해 달되며, 부

모 수당(Elterngeld), 아동양육 수당(Erzie-hungsgeld), 그리고 아동양육 

유지 수당 (Unterhaltsvorschuss)은 각 주(州)사무소를 통해 달됨. 한

편, 교통건설도시개발부에서 주거수당을 담당하며, 지방 사무소를 통해 

달됨(MISSOC, 2008)

－독일 소득층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가. 수당형 여: 독일은 표  가족 여제도로서 아동수당제도, 부모

수당(육아수당)제도를 갖추고 있음. Kindergeld로 불리우는 아동수당(가

족 세 공제)은 자녀를 둔 가정의 생계와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하여 부모(양육권자)에게 지 되는 지원 으로서, 월별 세  상환 형태

로 보상됨. 아동수당만으로 자녀 양육이 힘든 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보

충 아동수당(Kinderzuschlag)과 자녀 양육을 한 부모수당(Elterngeld)

은 으로 지 됨

∙나. 사회보험형 여: 실업보험은 근로능력자를 한 표 인 사회보험

형 여임. 실업보험 신청  수 은 근로가능한 65세 미만의 자로서, 

실업자로 등록하 으며, 구직 이어야 가능함. 최소한 12개월 이상 근

로를 한 경우에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되며, 지난 3년간 최소한 12개월 

이상 기여를 한 자만이 수  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자산조사형 여: 첫째, 실업부조(실업수당Ⅱ)  사회부조의 경우 

2005년 1월부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가 기  구직자 수당(basic job 

seeker allowance: 실업수당Ⅱ)으로 통합되었음. 실업수당 Ⅱ는 조세형 

제도로서 욕구에 기반하며, 자산조사에 기 한 공  사회복지 여 성격

을 가짐. 수 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가능한 자이며, 일반

으로 독일 내 거주하는 시민이 해당하나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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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함. 둘째,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Wohngeld)은 부담하

기 어려운 재정상의 부채나 임 료를 부과받고 있는 소득층에게 제공

되는 여임. 이는 기본 구직자 수당(실업수당Ⅱ)을 받는 자는 주거수당

의 자격조건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거나 난방을 한 실제 

비용이 이미 실업부조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세입자 보조와 주택 소유자에 한 유지비 보조로 구분할 수 있지만, 수

자 부분이 세입자 보조를 받고 있음

∙라. 조세형 여: 독일은 하르츠 개 과 함께 최근 활성화 정책

(Activation Policy)의 일환으로 다양한 근로연계 여를 마련하고 있음. 

최근 몇몇 유럽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in-work 여, 세 공제, 사회보

장기여  보조 등과 같은 맥락에서 독일에서도 “근로장려”제도가 소개되

었는데, 컨  Mini-Job의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해서 사회보자

기여 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그것임. 400유로 이하 소득의 일자리인 경

우 사회보장기여 이 면제되는데, 이를 Mini-Job으로 불리며, 401∼800

유로의 일자리(이후 Mini-Job으로 일컬음)에 해서 보조 이 체감됨

－독일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 2002년의 하르츠 개 은 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로 연동되어오던 

제도를 실업 여(Ⅰ·Ⅱ)와 사회부조로 체한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

공고용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 극  노동시장 로그램을 체하거나, 

새 제도를 선보 으며, 실업자 활성화를 공통 목표로 삼고 노동시장 규

제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수요를 발시켰음

∙하르츠 개 을 통한 실업 여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실업

여기간의 감소인데, 최 수혜기간이 24개월로 축소되었음

∙하르츠 개 은 독일의 임  련 복지제도의 변화를 진 으로 변화시

켰음. 새로운 실업 여제도는  생활수 의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

고, 빈곤을 탈피하는 수 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에서 이  제도와는 그 

목 을 달리 함. 개 의 목표는 실업률 감소, 세  부담의 완화, 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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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임으로써 비임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s)을 이는 것이

었음. 따라서 장기실업자에게 했던 여혜택이 고, 더 효율 인 

직업연계 정책, 극  노동시장제도가 사용되었음(Konle-Seidl et al., 

2007; 재인용)

∙한편, 하르츠 개 과 함께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 강화되면서, 실업

여Ⅱ 수 자 개인과 가족은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하르츠 개

은 고용지원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늘이고, 사  역에서의 일

자리 확  등을 통해 변화를 가져왔음

∙더불어 하르츠 개 은 개별 인 근로지원과 함께 근로에 한 감시를 강

화하 음. 그리고 사회법령Ⅱ 역시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그  워

크페어 로그램이 강화됨에 따라 실업 여Ⅱ 수 자는 추가 으로 근로

시간당 1 는 2유로를 받게 되었음(One-Euro-Job이라 불리며, 보다 자

세한 내용은 Hohmeyer and Wolff, 2007 참조). 이것은 근로가능한 15

세 이상 64세 미만의 자에게 용되는 것으로서 설계되었으며, 일반 고

용, 직업훈련, 그밖에 다른 활성화 노동시장 로그램에 하 에 있어, 실

업자들의 마지막 보루(last resort)의 장치로 볼 수 있음

○ 스웨덴의 소득층 지원제도

－스웨덴 소득층 지원제도의 체계

∙스웨덴은 보편  사회수당으로서 가족수당과, 소득에 기 하지만 그 포

 범 가 매우 넓은 주거수당이 일차 이고 기본 인 안 망으로써 깔

려 있음. 이들 제도는 근로 유무와 계없이 아동 유무  아동의 수, 

주거 유 형태 등에 의해 주어지는 여임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에서 할하며, 

이를 제외한 사회보장시스템은 보건사회부 할 하에 있음. 사회보험법 

하에서, 사회보험은 보장된 정액 여를 제공하는 지 지 기반

(domicile-based) 보험과 소득 상실에 한 근로 련 보험으로 나뉨

∙스웨덴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은 일선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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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책임지는 기 임. 행정은 재조직작업을 거쳐, 2008년 말 20개 

국민보험센터와 60개 지방보험센터, 300개 지역사무소로 조직되었음

－스웨덴 소득층 지원제도의 내용

∙가. 수당형 여: 스웨덴은 보편  수당이 발달한 국가로서, 성 사회

수당으로는 아동수당, 양육비지원수당, 부모수당, 보호수당 등이 있으며, 

이 에서도 가장 보편 으로 용되는 사회수당은 아동수당임. 아동수

당(Child allowance: Barnbidrag)은 16세 이하 아동에게 지 됨. 스웨

덴에 거주하는 아동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비과세 

여임

∙나. 사회보험형 여: 스웨덴 실업보험은 독특하게 노조에 의해 운 되

는 실업보험 회(Unemployment Insurance Society: 이하 UIS)가 리

함. 실업보험의 수  조건은 어도 지난 12개월 동안 UIS 회원이면서 

노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임. 한 수 자가 되기 해서는 최소 6

개월(월 최소 80시간) 동안 지속 으로 일해 왔거나,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480시간(매달 최소 50시간) 일해 왔어야 한다는 것임. 한 수혜

자는 일할 비가 되어 있고 하루 최소 3시간, 주당 최소 17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함

∙다. 자산조사형 여: 스웨덴의 자산조사형(means-tested) 여는 크게 

실업부조, 사회부조와 주거수당(주거부조 포함)으로 나 어짐. 첫째, 실

업부조는 기  실업보험 여임. 이는 주요하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

나 보험기간이 충분치 않지만, 고용조건을 충족하거나 학업을 막 마친 

사람(학생조건)을 상으로 하며, 20세부터 수  자격이 주어짐. 실업부

조를 받기 해서 신청자는 일할 비가 되어 있고 하루 최소 3시간, 주

당 평균 17시간 동안 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함. 둘째, 사회부

조는 소득  자산조사 여이며, 모든 다른 지원수단을 소진하고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  가능함. 사회부조 신청자가 부모와 함께 

살 경우, 가구의 소득은 자산조사를 받는다. 사회부조 자격이 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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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떠한 축이나 자산도 허용되지 않음. 사회부조는 매우 낮은 시

간당 임 을 받거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피용자, 실업보험을 받지 않거

나 게 받는 실업자, 기타 국가 빈곤선보다 낮은 자산으로 생활하고 있

는 사람에게 주어짐(Lindquist, 2007). 셋째, 주거 여는 크게 3가지 형

태로 구분되는데, 그  가장 기본 인 형태는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으로서 이는 연령, 소득, 주거비용, 아동의 수에 따라 여액

이 결정됨. 두 번째로 사회부조 수 권자에 해서는 주거수당에 더해 

보충 여(supplement)로 임 료 액을 지 함. 세 번째로, 주거 보충

여보충 여(income-tested housing supplement: BTP)로서 이는 일정 

소득 이하의 연 수 자에게 주어지는 주거부조임

－스웨덴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1950년  후반에 이

르러서야 구빈법체계가 폐지되고 자산조사 여로 체되었다는 에서 

사회부조제도의 출발은 국보다 다소 늦었음

∙ 1980년 까지 사회보장은 지속 으로 확 되었으며, 특히, 최 소득보호 

역에서 1982년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이 도입되었음. 이 

법에서 자격있는 빈자와 자격없는 빈자 간의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여 

범 를 향상시키는 결정 인 계기가 되었음. 사회서비스법에서는 한 

클라이언트의 법  청구권을 강화함으로써 여에 한 권리를 증진시켰

음. 여에 한 권리는 1985년 보건복지 원회(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Socialstyrelsen)가 사회부조(Social 

Welfare Allowance: Socialbidrag)에 한 여 기 선을 도입함으

로써  한번 강화되었음

∙ 1990년  반 스웨덴 경제 기로 일반 인 사회정책 확 의 종언을 고

했을 뿐 아니라, 일반  자산조사 여의 호의  발  한 어느 정도 종

결되었음. 여러 지자체에서 자조(self-help)에 해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자산의 실물화(realization)에 한 더 강한 요구와 노동시장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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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행 에서의 변화를 포함하 음

∙특히, 2008년 9월 우  연합이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복지 축소와 워크

페어 정책의 강화를 고하고 있음. 특히, 우  연합은 새로운 실업정책

을 도입하 음. 2007년 1월 1일부터 그들은 노동공 을 자극하기 해 

실업보험의 최 여액(ceiling)을 삭감하고, 수  200일 이후 더 낮은 

보상수 을 도입하 음. 정부는 한 근로유인을 증가시키기 해 매달 

SEK 600에서 SEK 1,200사이의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근로자에 한  

조세경감(jobbavdraget)을 단행했음. 한 ‘'Fresh-start-jobs’' 

(Nystartsjobb)이라 불리는 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는 장기실업자(1년 

이상)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실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인두세

(pay-roll taxes)를 내지 않아도 되는 로그램임. 이와 같이, 우  연합 

정권은 보장  복지 여액을 삭감하는 신, 근로유인을 강조하는 각종 

제도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Lindquist, 2007)

○ 국의 소득층 지원제도

－ 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체계

∙ 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소득층 지원제도의 변화를 모색해 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자격있는 빈민(deserved poor)에 해 개입하며, 근로

능력자들의 근로유인 장치를 강화해 사회부조에 한 국가의 역할을 최

소화하고자 하 다고 볼 수 있음

∙ 국 소득층 지원제도는 크게 근로 참여여부에 따라 out-of-work 

benefit과 in-work benefit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음. 16시간 미만 근

로하는 소득가구 는 근로능력 없는 가구에게는 자산조사를 통해 실

업부조 는 사회부조가 주어지며, 이들에겐 자동 으로 주거 여와 지

방세 납부를 원조하는 지방세공제 여가 주어짐. 반면 16시간 이상 근로

하는 소득층에게는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세 공제(Working Tax 

Credit, 2003) 여가 제공되고, 자격조건에 따라 자산조사에 기반한 지

방공제 여와 주거 여의 혜택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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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 (dual) 제도의 하부에는 보편  제도로서 아동수당이 제공되며, 

빈곤 아동가구에 해서는 아동세 공제(Child Tax Credit, 2003) 여

가 제공됨. 1999년 토니 블 어 총리가 ‘아동빈곤철폐’를 국정과제로 내

세움에 따라 아동가구에 한 표 화가 제도에 반 된 것으로 보임

∙ 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달체계를 살펴보면, 기본  사회보장시스템

은 노동연 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할 하에 있으

며, 일자리센터라 할 수 있는 <Jobcentre Plus>에서 근로연령에 있는 

자들에게 사회보장 여와 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함. 

그 외 장애, 아동, 연  련 여는 노동연 부 할 하에 있는 

<Disability and Carers Services>, <Child Support Agency>, 

<Pension Service>를 통해 제공됨. <Rent Service>에서는 주거 여에 

용되는 임 료 평가를 담당하며, 이를 기 로 공 ·사  역의 소비

자에게 조언을 해 . 한편,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은 사

회보장 기여  징세를 비롯하여 아동 가구나 근로 소득층에 한 세

공제 여의 평가·지 을 담당하며, 아동수당이나 보호자 수당을 할한

다. 지방정부는 주거 여와 지방세 공제 여를 담당함(Missoc, 2008)

－ 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내용

∙가. 수당형 여: 국의 표 인 수당형 여는 아동수당(Child 

Benefit)임. 이는 16세 미만 아동 는 일제 고등교육기  재학 인 

19세 미만 아동가구에게 제공되는 보편 수당으로서, 특정한 자격조건이 

없고 비과세임. 아동수당은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을 했거나, 진로 련 

청소년 훈련 로그램에 등록한 16-17세 아동의 부모에게도 지 이 가

능하며, 교육에서 떠난 기간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짐. 여는 일반

으로 4주에 한 번씩 지 되며, 다른 사회부조 여 상자이거나 한부모

인 경우 매주 지 됨

∙나. 사회보험형 여: 국 사회보험형 여로서 실업보험

(Contribution-based JSA)은 신청  2년 동안 충분한 기여가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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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5세 미만 남성 는 60세 미만 여성에게 용. 여조건으로 주당 

16시간 미만 근로 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하지 않으면서 구직 

이어야 함

∙다. 자산조사형 여: 소득기 구직자수당(Income-based JSA)은 실업부

조로서 국의 자산조사형 여를 표함. 가구형태에 따른 용가능

액(applicable amount)과 신청자의 자원(resources) 차이에 따라 여가 

차등 용됨. 일반 으로 ￡6,000이상의 자산은 여 수 에 향을 주

며 ￡12,000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여 상에서 제외됨

∙라. 조세형 여: 조세형 여는 주요 수 요건으로 근로여부, 근로소득

수 , 가구 내 아동 수를 갖춘 여를 말함. 근로세 공제 여와 아동세

공제 여는 상기 기 을 바탕으로 한 자산조사 여로서 워크페어

(workfare)에 한 강조와 함께 자유주의 복지국가 짐에서 선행되어 

온 제도라 할 수 있음. 근로조건 여로서 근로세 공제는 25세 이상 근

로 소득층을 한 보충성 여임

∙마. 국 소득층 지원제도에 한 포  이해: 국의 소득층 지원

제도는 결혼 여부, 한부모 여부, 아동 수, 근로여부와 같은 다양한 요소

들이 고려되어 차등 으로 지 되는 특징을 가짐. 한 Out-of-work와 

in-work 제도에서 모두 근로소득에 하여 높은 한계세율을 가짐. 

Out-of-work를 돕는 몇몇 주요 자산조사 여의 경우, 근로소득에 한 

공제선은 매우 낮고, 한계세율이 100%에 달함. In-work 제도도 마찬가

지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 으로 인해 높은 한계세율을 가지며, 그 밖

의 여를 상실하게 됨

－ 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 2008년 10월 국에서는 건강상 는 장애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

하는 근로연령층을 상으로 장애 여(Incapacity Benefit)와 소득보조

(IS)를 체해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 제도를 신

설하 음. 본 제도는 사회부조제도에 하는 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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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황에 따른 근로 련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임

∙ 국은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타겟 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향하

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되었음. 그 표 인 

가 2003년 4월 소개된 아동세 공제제도(Child Tax Credit: CTC)와 

근로세액공제제도(Working Tax Credit: WTC)임

∙아동빈곤 철폐를 해 아동 가구에 한 표 화된 근을 명확히 하게 

되는데, 아동세 공제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 지원로서 이 의 

근로가족세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장애인세 공제

(Disabled Person’s Tax Credit), 그리고 아동세 공제(Children’s Tax 

Credit) 제도의 역할을 통합하 음. 그리고 2005년 4월 이후에는 소득

보조와 소득기 구직자수당에서의 아동 련 요소를 아동세 공제제도를 

통해 체하게 됨

∙근로세 공제제도를 통해서도 역시 근로빈곤층에 한 일원  근을 시

행하게 됨. 과거의 근로가족세 공제, 장애인세 공제, 그리고 뉴딜 50+ 

고용지원제도(New Deal 50plus Employment Credit)의 역할을 체함

으로써 근로 장려에 한 정책기조를 공고히 함과 함께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게 된 것임

  3. 모니터링 결과

⧠ 1차 회의

○ 회의일시: 2012년 3월 6일∼2012년 3월 7일

○ 회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 회의목 : 2012년 제1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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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김미곤, 여유진, 김은빈

－원외: 김근 , 허철훈, 황 호, 강성우, 김석기, 홍주연, 강충근, 변인자, 강

철수(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 주요내용  결과

－ 2011년 부양의무자 정기  완화에 한 평가

∙부양의무에 한 책임을 자녀들에게 다면, 부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하여는 ‘법 ’구제가 이루어져야 함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제공하는 만큼은 근로소득신고에서 빼줘야 함. 

그러나 이 경우 문제 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 히 근해야 함

∙작년에 있었던 부양의무자 기 완화의 효과는 미미한 편임. 국 으로 

6.2만명으로 추정됨. 그러나 실은 약 2.1만명 정도임

－최 생계비의 정성 문제

∙최 생계비의 정선 문제는 객 인 계측으로 결정될 수 없고 만족도 

측면에서 그 가정의 특성에 맞춰 최 생계비 측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 소도시 기  4인가족 최 생계비는 150만 정도. 다른 산에 비하면 

낮은 산이지만 최 이 아닌 ‘최 ’생계비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 여까

지 따지면 은 액수는 아님. 그러나 가구주 연령이 40～50 인 경우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므로 다고 볼 수 있음

∙복지의 질은 그동안 많이 발 했으니 이제는 안정된 시스템에서 재

소에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의사무능력자의 수 비 탈루 문제

∙의사무능력자 규정 방법을 달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스스로 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된다면 스스로 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 리지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여 리지정을 함으로써 

리자가 여를 남용하거나 탈취하는 이스를 여야 함

∙ 여 리는 공무원보다 지역사회복지 과 같은 센터가 기 보장 교육  

수 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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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여를 허 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 (복지 여 신청을 제한하는 

방향의) 제재가 필요함

∙처벌규정을 두는 것도 요하지만 리자에게 최소한의 인센티 를 주

거나 바우처 제도를 둠으로써 이익을 주는 것도 필요함

－기 생활보장수 자 선정기 상의 문제

∙한부모가정의 경우 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 자 선정에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공제범 를 넓  기 보장 수 의 사각지 를 좁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컨 , 수 자 가구의 학생 등록 은 소득평가액에 반  필요)

－기 보장제도 달체계의 문제

∙독일의 경우 부양의무자 정기 에 있어 일선공무원의 재량권을 으

로 존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 앙정부에서 정책을 내보낼 때에 사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함

∙재량권 문제는 한편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다른 편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입장이 있어 조율이 필요함

⧠ 2차 회의

○ 회의일시: 2012년 4월 17일∼2012년 4월 18일

○ 회의장소: 동 구역 회의실 104호, 구시청

○ 회의목 : 2012년 제2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여유진, 김은빈, 정희선, 정희라

－원외: 정한교, 이동형, 정경 , 이 희( 구시청 공무원)

○ 주요내용  결과

－논의사항(1일차)

－부양의무자 소득기  개선 효과

∙부양의무자 기 이 185%로 상향 조정으로 구의 경우 복지부에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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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4500명 가까이 발굴하여 증가되었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제도 개선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듯함. 어도 재정 인 면을 감안한

다고 하더라도 좀 더 부양의무자 기 의 완화가 필요함. 안동의 경우 실

제로는 4%만 늘어남

∙부양의무자제도는  연좌제 성격을 지니고 있음. 부양의무자제도

는 진 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부양의무자기  재산기 의 타당성

∙소득을 185% 늘리는 것은 괜찮음. 그러나 재산은 올리지 않은 것이 문

제임. 완화가 필요함. 실은 그 지 않는데, 기 이 실을 따라오지 못

한 결과 부양의무자기 이 가족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해침

∙재산 기 에서 주거와는 분리를 시켜야 할 듯(주거 재산에 한 기 공

제 확  등)함

－부양의무자 범 의 타당성

∙부양의무자 범 (배우자 문제)를 보다 융통성 있게 용할 필요가 있음

∙복지부의 이야기는 재원의 문제임. 그러나 재원보다는 단계 으로 바꿔

가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부양의무자의 기 이 처럼 가

족기능을 살리는 것이 실 으로 옳다고 

∙국가에서 명확히 부양의무자의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할 필요. 연차 으

로 부양의무자기 을 완화, 선진국화되어야 함

∙부양의무자 범 에서 배우자 삭제 필요성 제안함

∙ 2010년 기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은 3.27%, 실제 수 자

는 3%(150만명)임. 부양의무자 기 을 삭제할 경우 재의 산 정도가 

추가되어야 함

∙동에서 업무함. 부양의무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함. 수 자의 입장에서는 

가족간의 단 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것이 부양의무를 기피하

는 사유가 되고 있음. 단 되는 기 에서 같이 살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융 (가족간 통장거래)인 문제, 재로서는 고리에 한 깊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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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도움을 주고 있음. 가족 계 단 에 한 규정이 애매모호함

∙부양의무자기 을 그냥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철폐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에 한 홍보도 필요함

－최근 수 자 신청 추세와 이유

∙최근 수 자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첫째, 경제사정 악화, 

둘째, 정기  완화로 단됨

∙최근 1~2년간 가족간 단 문제 민원이 폭주함. 5년 에 비해 증가함

∙수  신청한 사람 에는 노인도 있지만 은 세 도 있음. 사업부도나 

가정 탄 등 이유 때문임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정책이나 법이 이런 가족 단 을 도모해 

온지 꽤 되었다고 단됨. 따라서 가족 계단 을 법 인 정비가 필요함. 

－근로유인  탈수 에 한 건의사항

∙건의사항. 자활사업이 재 기 생활보장의 큰 축인데, 지 의 제도는 

일을 하면 손해가 되는 제도임. 특히 EITC도 근로를 장려하고 활성화시

켜야 하는데, 왜 그게 잘 안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약간의 소득 때문에 장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도 있음

∙오히려 100만원 벌면 러스 알 를 주는 게 주 수 자들에게 홍보가 

되고 당사자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게 것임. 자활효과가 확 될 것임

∙돈을 더 주는 것만이 자활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기타효과까지 자활의 한 측면으로 야 함. 기 보장만 가지고는 자활이

고 복지고 될 수 없으므로 정신  자활 등 반  시스템으로 사회복지

를 논해야 함

∙ 5년에서 10년 단 로 복지정책에 한 반 인 재검토가 필요함.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함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과연 3년에 2천을 받는 것, 그것이 자활에 도움이 

되는지 궁 함. 한편 자활이 꼭 경제 인 측면,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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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갑갑함. 기 생활 한 면만 서

는 안 되고, 단계 으로 체를 야함

∙기 보장제도가 뒷방으로 려났음. 복지에 돈을 쏘아 붓기는 하는데 민

원인들은 늘고 있음

∙자활센터는 재 운 되는 시스템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

만 반  시스템으로 보면 과연 경제  자립이 궁극 으로 가능할 것인

지 의문임. 제도가 의식을 못따라가는 실정임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인식과 사회복지 행정가라는 두 가

지 인식을 가져야 함. 자활사업 련 의식을 바꾸려면 실제 사회복지를 

하는 공무원도 빈곤에 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근로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공익, 노동부 자활

사업 참여자는 역임

－ 달체계

∙노동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등 복지사무소 생기면 정책이나 서비스

가 개선될 것임. 인력을 충원해 사회복지와 보건이 함께 서비스하는 방

안도 좋을 듯함. 업무량에 따라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재처

럼 1200세 를 5명이 담당하는 건 비효율 임

∙복지수요는 늘지만 실제 공무원은 부족함. 행정직의 사람이 빠지면서 복

지에서 행정직으로 빠짐(풍선효과). 복지사무소를 으로 하지 말고 

구임 아 트와 같은 한 업무만 이 게 한번 시범 으로 업무량 등 조사

를 할 필요가 있음. 국의 10개정도 장에서 리사무소 는 출장소 

비슷하게 업무량, 질 테스트 등 시범  부분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음

∙민원도 많음. 상담, 화, 보고자료에 한 복합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산망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은 필요 없음. 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

인데 행정 산망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일임

∙ 구임 아 트 리 등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서 민원을 받

기보다는 출장소 형식으로 장에 가 있다면 컨택도 쉽고 리도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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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사람도 좋고 할 듯함

∙수 자 에서 과격한 분이 있을 경우 등 안 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CCTV 등 설치로 보안문제를 해결하면 좋음

－논의사항(2일차)

－ 달체계

∙복지사무소의 경우, 복지는 복지사무소에서만 해야 효율 일 듯함. 복지

는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음

∙지방복지 산과 수  련하여 지방복지 산 때문에 일선에서 수 자를 

제한하는 경우는 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 은 그런 일은 없는 듯함

－작년 일제조사

∙행복e음을 통한 일제조사 후 반응에 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일제조사 

후 최근 수 지된 가구원  자살한 case도 있음(안동)

∙탈락자가 많이 생김. 자활에 참여하여 70만원만 받음

∙ (연구진) 행복e음 조사로 인해서 수 자가 어듬. 부양의무자 재산기  

개선 등을 통해 어든 수 자에 상응하는 만큼 보장하는 제도 방안으로 

갔으면 함. 근로유인과 제도와 미스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EITC제도를 

함께 연계하여 하면 좋을 것임

－최 생계비 산정방식

∙감면제도 련 감면제도를 없애고 본인이 사용한 만큼 지 하는 형식은 

어떤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감면제도가 다양하고 그것에는 

열수도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용제로 바꾸는 것도 좋을 듯함. 그 게 

된다면 최 생계비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임

∙ (연구진) 최 생계비 증가는 여뿐 아니라 수 자 증가 문제도 있음

－희망키움 통장

∙ (연구진) 희망키움통장 3년으로 자활이 가능할지, 한 3년 후에 과연 

그들이 다시 수 자가 안 될 것인지 등이 복지부의 최  고민임.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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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활이 목표가 아니라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자활로 혜택 받는 것이라면, 구는 일을 안하지만 돈을 받고, 구는 

일을 하면서 받는 경우 이에 한 공제, 인센티  등 혜택 필요할 듯함

∙ (연구진) 보충 여 하의 근로유인은 매우 어려움. 보충 여는 제한된 

산으로 최 생활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 문제는 보충 여 효과

( 력)가 행 근로장려 보다 커서 근로유인이라는 소기 목  달성이 

힘듬. 근로유인을 효과 으로 달성하려면, 장려  비율을 100% 이상으

로 높여야 함. 그러나 산이 크게 증가하고, 비수 자와의 소득역  

상이 발생함

－새로운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제도 시범사업 등 시뮬 이션 필요. 실에 맞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함. 

제도 시행  동이나 구청에 기구를 설치하여 6개월 는 2∼3년 가량 

시뮬 이션 후 시행해야 함

∙ (연구진) 복지제도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체감도는 엄청 낮음

∙ 복서비스가 많다기보다는 종류가 많은 것이 문제임

－사통망 개선사항

∙사통망의 장 은 이름을 치면 재산 등 복잡한 것이 한 번에 볼 수 있고, 

가족 계 등 다양한 이슈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임.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힘듬. 한 개인의 가장 라이빗한 부분까지 공  부분으로 들어

오는 부작용이 있음

⧠ 3차 회의

○ 회의일시: 2012년 5월 9일∼5월 10일

○ 회의장소: 부산역 회의실 키로실, 구시청

○ 회의목 : 2012년 제3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여유진, 정희선, 정희라, 김성아, 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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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희규(진주시 가호동), 김수경(진주시 가호동), 박행철(부산 사상구), 

신 순(부산 사하구), 최일남(부산 수 구), 장재호(부산 도구)

○ 주요내용  결과

－부양의무자 소득기  개선 효과

∙부양의무자 기  185%까지 상향 조정으로 진주시의 경우 탈락한 세  

 인원이 720세 , 1200명임. 이 에서 부양의무자 기 이 완화되어 

탈락했다가 다시 수 자가 된 경우가 1 이스임. 다시 수 자가 되었다

고 해도 여액이 4만원밖에 되지 않음으로 효과가 미미함

∙그 뜻은 소득이 130∼185% 구간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임. 부산 사

상구의 경우 소득양극화가 크기 때문에 그 다고 . 한부모가구의 경우 

자녀는 어리고 부모는 늙기 때문에 부양의무기 이 완화되어도 차이가 

없음

∙부양률의 완화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도가 낮음. 제외된 102세  에서 2세 만 부양의무자 완화

로 인해서 다시 수 자가 되었음. 4월 근거(복지부 추계치)로는 월 19명

씩, 1년에 231명이 수 자가 되는 게 목표임. 그러나 장에서는 그 수

치에 못 미치고 있음. 그러나 홍보는 무 잘되어 있어서 문의 화 등은 

많이 오고 있으며, 그것이 이슈화되는 효과는 가지고 있음

∙만약 부양의무자 기 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지? (모두) 산이 감당될지 

는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반 임

∙부양의무자 기  완화에 한 홍보는 잘되어 있어서 가족구조 등과 계

없이 모든 기 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실제로는 10가구도 채 

안되게 채택됨. 는 수 자들은 생계 여를 원하고 있으나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음

∙부양의무자 가구에 한 근로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재 완화

된 부양의무자 소득 기 을 용하면 최고액이 207만원임. 그러나 부양

의무자가 상시근로소득자라면 이 소득 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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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 을 용받으려면 반드시 부양의무자가 

소득직이어야 하나 이는 비 실 임

∙부양의무자 완화 기 을 용받는 가구가 많도록 재산기 을 확 한다

면? 부산 사하구는 200세   10세  정보만 발굴됨. 소도시, 도

시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도시, 소도시의 재산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어떨지? 양에서는 못 받

지만, 부산으로 오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함

∙농어 은 그 게 할 필요가 없는지? 농어 은 괜찮음. 오히려 개발로 인

한 재산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함. 별도가구로 볼 수 있고, 생활보장

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등 담당자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도덕  문제만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 이 없어야 함. 그러면 달체계

는 완벽할 듯함. 부양의무자 포기 등 확인하려면 6개월 치의 통화내역 

등 확인함. 그러나 통화 번호만으로 가족 계 해체에 한 단이 힘듬

∙부양의무자를 포기하기 한 제출서류로는 부양기피사유 서류, 통화기록 

6개월, 통장기록 등을 확인함. 그러나 통화기록의 경우 화번호 변경, 

자녀와의 문자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단이 힘듬

∙아들에게 화 1번 통화했다고 부양의무자라고 단할 수 있는지? 그리

고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 가족간의 

계에서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음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 여 수 의 문제에서는 최 생계비 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잠깐 일용직 

일을 했다고 여가 고 하는 등 그것은 문제가 있음

∙최 생계비를 일률 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월

세와 세, 자가 가구로 차별화를 두는 것은 어떤지? 수 신청을 해 

작성하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르면, 1인가구가 한달에 60~7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 최생비는 553,000원임. 이 액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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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원은 45만원임. 그 다면 60만원 지출에 45만원 수 을 하

면 15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김. 그런데, 여기서 월세가 지출실태조사결

과 30%는 지출에 차지하고 있음. 기본 인 타법지원액을 축소시켜주면 

어떨지? 복지부가 축소시켜주어야 함

∙최 생계비 보고서에는 자가, 세, 월세의 주거형태별로 차별화되어 있

음. 그러나 정책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소도시 세가를 기 으로 일

률 인 액을 공지함.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가구는 부족하고 시골에서

는 남음. 그러므로 월세가구는 조  최 생계비를 높이고, 자가가구는 

지  정도 수 이면 어떨지? 만약 그 게 된다면 지  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자산의 하락이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부산시에서는 지원액과 실제 생활비의 차이를 이기 해 구임 아

트 거주자를 상으로 별도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음

∙생활비의 측면에서 1인 가구가 취약함. 특히 임 아 트의 경우에는 임

료와 리비가 따로 있는데 2인 가구나 1인 가구나 리비는 동일함. 

그러므로 1인 가구가 취약함

∙월세, 세 차별은 도덕  문제와 재산 문제 등 문제가 생긴다면, 월세 

공제는 어떨지? 생계비는 체 으로 주는 것이므로, 세부 여액만 제공

할 수는 없으나, 그 부분을 지원해 다면 좋겠다고 생각함

∙일률 으로 생계비를 올리는 것은 다시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가면 체감

도가 낮을 것임. 타법에 의해서 갭을 이는 것도 요하지만 특별 이

스에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요하다고 생각함

－근로무능력 정의 문제  악

∙지침이 잘못되어 못 도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근로무능력자가 근로

를 했을 때에도 여를 못받거나 이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했으면 함

∙제도상의 문제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하고, 

약간의 소일거리를 하면 여를 이고, 그러므로 65세 이상이더라도 근

로능력이 있으므로 일을 할 수 있는 등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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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됨. 근본 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근로능력평가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담당 공무원이 단하고 

있음

∙근로능력 단을 국민연 공단으로 넘어가면 잘 될지? 정확한 단이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됨. 평가단계  1단계는 쉬움. 그러나 2단계 평가에

서는 일선에서 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공단에서 그 단을 하게 되

면 직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비용이 

더 발생할 뿐 아니라 객 인 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됨

∙만약 장기요양등 정처럼 자가보고와 방문조사, 심의 원회 통과와 같

은 다단계 방식을 도입한다면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직  면담 없이 조건부수 자의 근로능력 단을 연 공단에서 일  처리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됨

∙근로능력정도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 랑스의 경우 근

로능력정도를 본인이 결정하고 그 이후에 부정수 으로 걸릴 경우 벌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므로 본인이 그 능력정도를 잘 단하여 기

입함.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기 보장제도 부정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실제 사례 등 부정수  등 의심스러운 이스이지만, 자료부족 등으로 

정확한 단을 하기 어려운 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타인명의로 공

장 운 한 경우가 있음. 한 학생 취업한 경우 주소를 무조건 타 지역

으로 이 함(의료 여도 1종에서 2종으로 안바뀜)

∙한부모가구의 경우 내연녀, 사실혼 계에 있는 경우가 있음

∙자녀가 취업해서 밖으로 나가면 부모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음. 그러면 

그것은 다시 추후 부양비 제공 거  등 가족 계 단 로 이어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이스도 있었음

∙부산에선 화장장을 매년 조사한 자료를 제공함. 화장장을 제외한 장례를 

치른 경우는 발견할 수 없으나, 그 부분은 좋은 제도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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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한 인식

∙ 재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수 자에게 모든 여를 제공하는 all or 

nothing의 형태임. 여기에 한 의견은 어떠한지? 생계비가 부족한 것이 

실이므로, 장에서는 실제 수 신청자의 소득 악률이 낮은 것이 오

히려 다행이라 생각하기도 함. 생계비는 노인가구이든지 장애인, 아동가

구이든지 꼭 기본 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임. 그러

나 그 제도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최근 빈곤기획단에서는 첫 번째, 여체계를 개별 여(생계 여, 주거

여 등)로 가자는 것,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폐지하고, cut-off 

방식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 의견을 주셨으면 함

∙개별 여는 일선에서는 개인의 욕구사정이 요해질 텐데, 재의 행정

력으로 가능할지 의심스러움

∙뉴질랜드 복지종합평가센터가 재 그 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음. 만약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갈 경우 그 정도의 인력  인 라 구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개별 여로 갈 경우 행정이 복잡해진다는 의견과 그 지 않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선에서는 복잡하다고 생각됨. 1인이 

2~3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그것을 개별로 각각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게 되면 당연 복잡해진다고 생각됨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수 의 계산 등은 복잡하지 않는지? 보육료 체

크하듯이 국기법도 그 계산법을 공개하면 어떨지 생각함. 처음에는 계산

법을 공개했으나 이후에 막음. 이유는 계산법에는 융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는 수요자들이 정확한 단이 어려워 실제의 계산과 산식에 의한 

계산이 달라 민원이 많았음

∙계산방식을 단순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그 다고 계산에 포함

되는 재산 등 내용을 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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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 달체계 련 개인 인 생각으로는 달체계를 노동과 합치는 것은 어

떨지에 한 고민을 하고 있음. 제일 이상 인 것은 사회부총리-복지부

청을 만들고, 일선은 노동사무소와 묶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에 한 의견은? 즉, 복지 달체계를 노동이랑 묶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고용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장기 으로 노동과 함께 가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고용부와 복지부와 서로 의견은 다른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합칠 경우 

고용과 복지  어디가 주가 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는 노동부과 복지

직의 직 차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됨. 노동부는 앙공무원이고,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임

∙복지직의 4 , 5 을 만들자는 의견도 많이 있음

∙복지가 지자체에서 분리되어야 하나, 지자체에서 안 놓을 것임

∙만약 복지가 지자체에서 분리된다면 달체계를 어떻게 할지?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복지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

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 게다가 행정 산화로 일반 행정부분은 

업무부담이 었으나 복지 역은 더블 체크의 문제로 업무부담이 가

됨. 그러므로 일반행정으로의 인력 보충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복지 

역이 별도로 나와서 달체계에 한 업무를 진행하고, 지자체와는 그 

달체계에 한 단순한 부분만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됨

∙복지 산이 지자체 체 산의 52, 54%이나 인력은 1/4 수 임. 그러

므로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놓아주지는 않을 듯함. 앙부처의 목 이 지

자체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음

－사통망에 한 인식

∙사통망에 한 의견을 주셨으면 함

∙통합조사 , 사업 , 동사무소, 이 게 세 이 있음. 동은 사례 리를 

주로 담당하므로 여에 한 작업은 안한다고 하고, 사업 이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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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있는데 15일안에 입력을 모두 다 해야함. 동에서는 못하겠다

고 주장하고 사업 은 한 동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고 주장

함. 통합조사 은 간에 끼어있음. 즉, 업무분담이나 의사소통이 불명확

하고 가구의 수시 변동사항에 한 즉시 반 이 미흡함

∙사통망 이외의 변동사항에 한 조사가 무 많음

∙A동에서 조사를 의뢰하여 수 자가 안된 경우, C동에서 조사를 의뢰한

다면 모두 조회가 되는지? 사통망이 한번 생성된 것은 다른 곳에서는 

 생성이 안되므로 어디서든지 조회는 가능함

∙수 자가 안되는 이유  74% 정도가 부양의무자의 원인 때문이라는데, 

실 으로 그런지? 화상담은 10가구 정도됨. 방문시 10명은 신청을 

하고 기상담에서 3, 4명은 포기함. 나 에 10명  1명은 탈락하게 

됨

∙ 기상담자도 입력이 모두 되는지? 모든 정보가 남음

∙그 게 탈락된 5명 정도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되는지? 그러함

∙사통망은 운  면에서는 가장 완벽함. 단, 융이 처리기간 등이 오래 

걸림. 소득과 재산은 3일 만에 됨. 융은 매주 수요일 일  송됨. 

컨  목요일 신청한 가구의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짐. 한 조사  업무

담당자가 바 거나 자리를 비우면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

∙통합조사 리 만 모든 권한부여가 있음. 동이나 사업 은 일부만 볼 수 

있음. 를 들면 타법률지원, 희귀난치성, 청소년, 암 련지원 등 권한은 

통합조사 리 에만 있음

∙사통망의 단 은 삭제가 안 된다는 것임.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기입

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합조사 리 에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

만, 읽을 수 있는 권한의 확 는 꼭 필요함

∙사통망을 만들 때, 신청, 조사, 결정을 하는 권한이 한 사람이 아니고 따

로따로 해야 부정이 없다고 하여서 이 게 따로 권한을 주었지만, 지

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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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제하에 통합조사는 함께 하지만 리의 한 부

분은 동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함

∙그 밖에 행정직 체인력, 가임여성의 휴직의 경우 체에 한 문제가 

여 히 발생함. 특히 휴직자를 신하여 직자 체인력이 오더라도 권

한은 주지 않아서 체인력이 있어도 그 업무는 우리에게 다 돌아오고, 

행정도우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짐

∙선정기 과 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음.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환경

응을 해 출소 이후 3개월 동안 수 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

나 3개월 이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받는 경우가 허다함. 따라서 법무보호복지공단(구, 갱생보호공단)으로 환

경 응지원 에 한 부분을 이 하는 것이 옳다고 . 그리고 사회복지

직 공무원을 수 자와의 면을 통해 일을 하는 정신노동자로 인식하고 

이에 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4차 회의

○ 회의일시: 2012년 7월 10일

○ 회의장소: 역 충남본부 1층 혜화실

○ 회의목 : 2012년 제4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김태완, 정희라

－원외: 김성희(  동구), 곽 수(충남 공주시), 김연실(충남 서천군)

○ 주요내용  결과

－부양의무자 소득기  개선 효과

∙부양의무자 기  185%까지 올라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부양의

무자 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낮음. 수 자가 확 신청했었지만 

거르고 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음. 주거비 때문에 생계비가 인상이 더

라도 주거 공제가 많이 되니까 실제로 받았을 때는 체감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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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태에 있는 가구는 일부이니 배제한다고 해도 130이나 185나 큰 

차이가 없음. 천천히 늘어나는 추이를 3~4년 기다리면 좋겠음. 사실 최

생계비랑 합쳐서 185이상 200정도 되면 아쉽게 구걸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 같음

∙다른 지역엔 수 고시라는 말도 있던데? 일부를 가지고 과 하게 표 하

는 것도 있음. 세민 에 어떻게든 될라고 하는 사람이 열에 한명은 

있겠지만 그게 부인 것처럼 포장하지는 말고 보편타당하게 체 으로 

야함

∙ 185보다 더 완화될 필요가 있음. 확인 조사를 연 에 이어 두 번째 하

고 있는데 어떻게든 재 건강악화라든지 하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인정 안할 수가 없음. 좀 더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

은  도움 받고 있지 않다면서 통화기록이나 통장기록 등 다 내는데, 

그럼 심의하면 99.9%는 다 통과됨. 어차피 기 생활보장법을 만든데 목

이 있으니, 이왕이면 어차피 도움을 려면 확 완화되었으면 함

∙지  소득층들이 기 보장 수 을 받는 것에 해 스티그마가 굉장히 

강한 느낌임. 일반 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스티그마가 없다는 얘기

들을 했음. 단  심의를 하면 99.9%는 통과되고 여는 자동 으로 더 

늘어난다는 의견이 새로움

∙기 노령연 은 생계비에서 공제하지 않나? 70%에 맞춰져있는걸 50%

까지 이면서 노령연 을 격히 그만큼 올리면 생계비가 부양의무자 

기 을 더 완화시켜 생계비에 한 정부부담은 더 없을 것 같은데?

∙소득은 185%가 충분하든 안충분하든 일부 상에 해서 조  높이긴 

높 는데, 재산은  안 풀어서, 소득은 되는데 재산 때문에 안되는 

가구 있나? 간혹 딸 같은 경우, 보통 융재산이 2억 이상인 경우 등의 

경우가 있음. 보통 먹고사는 가정에서 자기 부모나 장모를 장기 으로 

돕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 왕래가 있어도 실질 인 도움을 못받는 가구

들이 굉장히 많음. 그 다고 가족 단 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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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풀리지 않는 숙제임. 그러니 185를 좀 더 올렸으면 함

∙ 185%가 의미가 있는 숫자로 우리나라 소득과 비슷한 수 임. 그런

데 이보다 올린다면 평균 소득인 210%정도에 맞추는 방법이 있음. 

185%도 의미있게 만들긴 했는데 실 으로 부 합했음

∙학교 갓 졸업하고 취업해서 소득이 나오는 1인 단독부양자가 문제임. 취

업후 한두달이면 소득이 있으니 부양의무 능력 있음으로 잡히지만, 실질

으로 부모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입장임

∙부양의무자 범 를 연1 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게 법과 

규정이 바 다면 실 으로 조사할 때 힘들까? 같이 산다면 그냥 같

이 용해야 하지 않을까? 아들은 무직, 며느리가 수입이 많은데 함께 

살면 시부모 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사실 부양의무자 범 는 막연한 문제이고 부양능력 정하는 기 을 좀 

풀어주는 것이 우선순 가 맞다고 생각함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문제  악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 을 지 하는 사람

들이 있음. 빈곤정책개선기획단을 운 하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용

하는 걸 폭 이자는 의견이 있었음. 궁극 으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무 복잡하다는 의견과 처럼 재산기  얼마라고 용하자는 

의견임. 실제로 용이 많이 복잡한지? 시스템이 계산을 다 해주는데 복

잡하진 않음. 를 들어 보통 상담을 할 때 략 으로 5400이 넘어가

면 그것이 소득환산이 돼서 100만원에 6만원꼴 소득이 생기니 6000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딱 보임. 그러니 복잡하지는 않음.

∙본인이 수 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야하는데, 알 수 없는 구조이니 

잘못 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상담을 할 때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 이건 보통 5년 이상만 장경험이 있으면 

모두 가능함

∙재산의 환산률은 크게 승용차 100% 융재산 6.26% 일반재산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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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 환산율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는지? 높다 낮

다는 특별히 다른 견해는 없음. 융은 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가 

도출된 것 아닌가?

∙경차에 한 기  완화 얘기는 없나? 경차는 연수를 10년을 8년~7년으

로 낮추자는 의견은 많이 있음. 기  벗어나면 아  근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음. 원천 쇄한 것임

∙ 2005년 인천에서 9년된 승용차 때문에 수 받지 못하고 일가족 비  자

살한 큰 사건도 있었음. 옛날에는 승용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 는데 

100%는 오래된 차 있는 것은 주겠다는 그런 의미임.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작년에 시뮬 이션을 해봤더니 환산률 25%까지 내려도 수 자가 

별로 안 늘어서 환산률을 좀 낮추자는 의견 제시한 바가 있음

∙승용차에 련 의견이 있음. 정말 처분 곤란한 차가 있는데 그걸 입증하

기 어려워서 근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조사하는 입장에서 최 한 완

화해서 용을 하려고 해도 원천 으로 근이 안되는데 가압류, 분실, 

도난 등임. 그리고 분실한지 10년 이상 오래되면 분실신고도 안됨

∙장기분실 때문에 그런 경우가 혹시 업무하다가 있었나? 실질 으로 20

년 연식이 된 차량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음. 차량에 한 

상한선을 두어서 한 20년이 지나면 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

는지?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 행 소도시, 도시 최 생계비 수 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낮

다고 생각하는지? 낮음. 시간당 단가로 쳐도 사회 으로 많이 문제가 되

고 있는데, 체로 낮음. 실질 으로 한달간 살기엔 힘듬

∙최근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감안이 되면 좋겠음. 아무리 감안이 된다고 

해도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듯함. 최 생계비를 용하면서

도 부족한 한 부분을 올려버리면 체 으로 되는 문제가 무 크다

고 생각함. 그 다면 가족의 특성에 따른 수당제가 용이 되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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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인 으로 출산 고령화에 가장 요한 것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기  수 자  

아동에 한 특별 수당 등이 개발되어 더  수 있다면 부족한 최 생

계비의 보완 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함

∙시골에 사는 노인은 기 수  40여만원 받으면 자 자족하면서 생활유

지가 되지만, 도회지 노인들은 자식이 제 로 부양하지 못하고 내 집이 

없으면 방세내고 공과 내고 하면 생활이 빠듯함

∙최 생계비를 산출할 때 도시, 소도시, 농어 , 그리고 자가, 세, 

월세,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좀 차등을 두어서 계산함. 그런데 소도시 

세 기 으로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가 국 으로 용되니 문제임

∙그것에 한 기 이 다 그 사람이 생계비를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요함. 아무리 생계비 올려주고 낮춰줘도 정 을 찾기 어려운데, 그 

정 은 가구 특성에 따른 걸로 보완하면 어떨까 함

∙최 생계비 련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게 되면 농어  

국회의원 등 상당한 반발이 상되는데, 완화할 방안이 있을지? 반발이 

있을 것임.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고 단기 으로 말고 기 으로 

용할 필요는 있음. 농 하고 소도시, 도시의 재산 산정 기 이 지

도 차등이 있지만 지 보다 더 크게 차등을 다는 건가?

∙ 문 원회에서는 희들은 최 생계비를 지역별로 두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부는 더 벌릴 생각을 함. 수 자라던지 최 생

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최 생계비 차이를 두는 것이 더 낫지만 항

이 무 클 것을 상해서 복지부도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두고 있음. 

이미 5400 그 액도 작은 것이 아님

∙내년에 재산환산율을 조정하고자하는데, 4.17%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

로 구분해서 주거용은 1.0 얼마로 내린다는데 그거랑 컷오  방식으로 

하는 거랑 어느 것이 수용성에서 뭐가 낫나? 자르는 건 그 경계선에 있

는 사람이 참 피해를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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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확실히 되는지? 세보조  빼고 자가인 

경우만 환산율을 1.0 얼마 떨어뜨리겠다는 것임. 그럼 얼마나 수 자가 

늘어날지?

∙자가인 경우는 가능하겠으나 사람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미지수임. 그 효

과에 해서는 좀 두고 야함

∙ 문 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 을 완화하는 것과 주거기 을 주거용 비

주거용 나 는 것 등을 논의했음. 이런 것들이 사각지  완화 효과가 얼

마나 있을지? 사각지  발굴할 때 실질 인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지자

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함. 앙부처에서 월 2-3만원이라도 줘야지만, 사

각지  취약계층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앙에서는 제도만 만들었지 

제 로 된 실질 인 혜택이 없음

∙ 학생은 학교 측에서 장학  주는 것이 차상 계층까지 지원받는건 되

는 듯함. 그리고 기 생활보장법상은 차상  기 이 있지 않나? 여러 가

지 차상 가 있는데 기 생활수  신청했다 안되면 차상 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학생이 와서 기 수 자는 아

니고 생활이 어렵다고 서류를 떼어 달라고 하면 순수한 차상 하는 제도

인 기 이 없어서 난감했음

∙ 리 상자를 가장 잘 좋은 방법은 돈을 줘야함. 여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만원이라도 주면 출 입등 공무원이 리를 하

지만, 아무것도 안주고 혜택만 다면 처음 책정만 해놓고 동이나 구나 

리 안함

∙  논의된 것이 근로소득 공제를 확 하겠다는 것임. 몇 가지 없는 기

을 늘려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공제율을 30%하는 

것임

∙사실 30%가 아니라 더 줘야함. 의료비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함

∙의료비 기 수 자 일종 의료 여 수 권자도 본인 부담 을 본인이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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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을 통장에 5000원 넣어주는 것 말고, 최소한 본인이 천원이

라도 부담하게 하면 나을 것이라 생각함. 병원을 훨씬 덜 갈 것임

∙의료 여가 창기 산이 크지 않았는데 지 은 더 커졌으므로 좀 통제

가 필요함

∙각 시군구에 있는 의료 여 리사들보면 여제한을 통해서, 사례 리 

등 일 열심히 하고 있음

∙의료 쪽에 60%로 산이 더 큰데, 긴 복지제도 어떤지? 거의 90% 의

료 여 쪽에 해당되지 긴 생계비로는 거의 안나감

∙ 국 으로 반납분이 많지 않나? 시군 담당자가 무 경직 으로 잣 를 

고 있음. 무조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계 여가 6개월 

나간 것은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거의 한달에 끝남. 거의 지자체

가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음. 긴 복지제도가 좋은 제도지만 만

들 때 의도 로 되지 못하고 있음

∙의료 쪽에 무 과해서 많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의료는 서류가 100% 확실한 액이 들어와서 주기 좋음. 생활이 어려

운 것을 무엇으로 입증고 어떻게 단할 것인지? 담당자의 주 이 많이 

개입되는데 최종 집행하는 사람은 주 이 개입되는 것을 싫어함

∙긴 복지제도가 다른 쪽과 연계도 되는지? 수 자로 넘어가거나 일자리

를 알아 주거나 하는 등 이런 것과도 연계되는지?

∙수 자야 상담을 통해서 아니까 넘겨주겠지만 일자리는 어려움

∙콜센터가 덜 극 임. 에는 다 받아서 시군구에 넘겨줬는데 지 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시군구랑 상의하라고 넘겨버림. 복지부 콜센터가 

많이 변질되었음

－자활사업의 문제  악

∙자활제도에 해 의견을 주시면 좋겠음

∙기 보장제도에서는 자활이 가장 요한 것 아닌가? 를 들어 시의원들

이 시정 질의 등을 할 때도 보면 자활사업, 탈수 을 물어보는 시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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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없음. 복지하는 가장 궁극  목 은 자활시키는 것 아닌가?

∙ 10월부터 근로능력 정이 국민연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함. 그런데 장애

연 을 가져가서 하긴 하지만, 시군구보다 공단이 단하는 것이 객

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그 게 생각하는지? 객 임. 의사를 으로 

믿어줘야 함. 진작 넘어갔어야 했음. 그래야 민원에 항력이 생기고 부

담감도 덜 할 것임. 도심지엔 아직 은 직원이 좀 있지만 여기는 그

지 않음. 근평이 엄청 직원 부담이었음

∙ 정기 이 애매해 실제 능력이 있어도 없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

골 읍면 직원들한테 책임 가한 경우도 있음. 국민연 으로 가면 직원

으로서 행정 으로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그런 부담이 면피가 됨

∙활동능력 평가 기 표가 수가 무 후함. 1단계에서 수를 일부러 박

하게 줘도 2단계 결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나오기 쉬움

∙의사들도 이에 부담을 느낌. 사례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로능력평

가를 해  수 없다고 함. 기 표상 1단계밖에 없으니 근로능력 없음으로 

맞추기 어려움. 사실조사복명서까지 다 써 결재받았는데, 병원에서 결국 

걷지도 못하다가 2달만에 죽은 사람인데 그 게 밖에 안 해

∙의사들마다 개인차가 무 심하고, 진단내용이 매뉴얼화되어 그 외의 것

에 한 융통성도 부족함

∙공단으로 넘어가는 건 면피 에서 정말 잘 된 것

∙면피  외에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연구진은 상당히 우려함

∙공단에서 잘할 것임. 의사가 떼어  내용 그 로 볼 것이고, 공단으로 

넘어가면 진단서 외 차트까지 들어갈 것임. 지  직원들 경우 활동상황

을 상담하면서 진단서를 100% 이해 못하더라도 찰하는데, 공단은 

찰 부분이 미흡할 것임. 병원 자료만을 가지고 단할 테니, 직원들은 

면피일지 몰라도 수 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음

∙공단은 근평진단서를 가지고 그것에 한 것만 단만 하고 나머지 생활

실태 단 등은 우리가 할 것 아닌가? 장애등 도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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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성 있고 신뢰도가 높아졌음. 그런데 왜 우려를 했는지?

∙과연 문가도 없는 공단에서 잘 할 수 있을지에 해 우려했음

∙지난번에 장애등  정 원회 구성할 때 각계각층 련 사람들을 

을 했음. 기본 인 것은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애매한 것은 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결정함. 그래서 잘할 것이라 생각함

∙이 분야 업무가  세분화, 문화되어 이쪽 업무를 안본 사람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비례 으로 업무 부담은  늘고 있음

∙지 도 공단에서 장애등  단을 하나? 그러함. 일단 의사가 오면 심사 

의뢰를 해서 진행함. 장애인 정이 의사의 한 에 따라 좌우됨. 의사가 

재진단요함을 쓰는가와 아니면 장애 몇 으로 써주느냐에 따라 다름. 

공평성의 문제가 있음

∙근로능력 정이나 공공부조 제도 자체도 그 고 이 시 에 반하는 제도

를 운 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함. 일정정도 산 범  안

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신고 잘하면 여를 더 많이 주는 체계가 가능

함. 그 게 가는 것이 자활의 핵심 인 방식이라고 생각함

∙기 생활보장제도가 10년이 넘어갔는데 여기서 자활에 한 부분에 치

해서 폭 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함

∙자활사업은 엄청난 산을 투입하고도 안정되지 못하고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고 생각됨. 처음 생각했던 자활사업의 취지나 향후 효과성에 해서

도 기 를 많이 가졌는데 성공 이었던 같지 않음

∙지자체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자활 련 인력지원이 미흡함. 좀 

더 극 이고 체계 인 리가 필요함

∙자활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인건비 비 사업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을 닫는, 사업 투자비를 배려하지 않고 기업 

시장논리를 가진 개정이라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음. 자활 같은 경우 

앙 자활로의 역할 통로가 있고 우리는 행정 인 복지부로의 통로가 있는

데 그래서 장의 의견이 앙으로 철되지 않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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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12년 11월 2일

○ 회의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층 다산실

○ 회의목 : 2012년 제5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김태완, 김문길, 정희라, 김회란

－원외: 송해욱(노원구청), 김정희( 곡4동), 박연정, 조혜미( 등포구청)

○ 주요내용  결과

－부양의무자 소득기  개선 효과

∙범 에 한 문제, 연1 으로 가자 배우자를 빼자고 할 경우 재산 등

에 문제가 있는데 장에서 어려울까? 수 자 빈부격차가 심한데 더 심

화되지 않을까 싶음. 재 자 업자이나 일용직은 소득 악이 정확하지 

않음. 컨 , 부인이 상시 근로, 남편이 일용직이면 소득수 이 제 로 

되어있어도 수 자가 될 수 있음. 배우자를 빼면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

생. 딸의 소득을 빼는 재도 빈부 격차가 남. 장에서 갈등이 없어서 

일은 더 편할지도 모름

∙상시근로자들이 문제임. 특히 일인가구 미혼자의 빈곤 문제가 더 큰 문

제임. 부양의무자 기 에 의해서 탈락되고 있음. 세 을 내는 기여도를 

감안해서 그들(상시)도 좀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가족 계 단 을 주장하면 인정하기도 함. 통합조사 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많이 인정해주는 편임

∙부양의무자 기  완화의 효과에 한 의견은? 체감이 안 되고 있음. 상

시근로자가 되었지만, 학자  출 등 실제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

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것이 안타까움

∙매일 가구주한테 통장 입 을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면 인정을 해주는 

것, 실제 부양의무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수 으로 범 를 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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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질 으로 늘렸으면 좋겠음. 빈곤층에 한 질을 늘리는 정책으

로 가면 좋겠음

∙한부모 같은 경우 교육비지원 때문에 신고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

든 법 제도권 안에서만 서비스를 주니까 그에 맞는 서류를 원함. 그래

서 그 서비스에 련된 지원자가 몰림. 그러므로 일반 으로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기 으로 해서 정한다면 좋을 것 같음

∙부양의무자 정기 을 높인다면 어떨지? 기 을 높이거나, 공제를 해주

거나, 185에서는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기 은 소득으로 맞

춘 것임. 평균소득으로 맞추면 250정도가 될 것임

∙ 185에서는 정기 으로 높여야 함

∙양 에서 질 으로 가자, 없는 사람들을 확실하기 보장해주는 쪽으로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증장애인이나 65세 70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같은 기 으로 보면 안 됨

∙근로유인을 해서는 근로능력자/무능력자에 한 기 을 달리해야 함. 

근로무능력자에 한 여러 기 의 완화가 필요함. 서울시 최 생계비는 

더 높아야한다는 생각에 해 어떤 의견이신지? 지역별 재산 차이가 있

는데 서울시 최 생계비 차이가 거의 주거비에서 나는 것임. 수 자가 

서울시 같은 경우 늘어날 것임. 아주 은 부분을 조  보태 다는 개념

일 것임. 서울을 빼고 지  최  수 은 정한지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

는지? 수 자들로부터 월세 내고 나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음

∙많이 낮음. 근로능력자와 차별을 줘야 함. 근로능력 정 련 서류를 보

면 고 압이나 당뇨를 받아와서 무능력으로 정받고 일을 안함. 근로무

능력 정이 무 쉬움. 그보다 더 건강이 나빠도 일을 하는 사람도 있

다는 것을 감안하면 생계비가 다고 볼 수는 없음. 공 자료가 무 분

명하기 때문임. 근로무능력 1~2인 가구들은 매우 질이 낮은 생활하고 

있다고, 그 차이가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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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도시는 부족, 농 은 여유가 있음. 주거별 유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남

∙주거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첨확률이 낮고, 많은 월세 세입

자들은 상 으로 생계비를 게 받는 불이익이 있음. 이에 한 보안

장치를 해야 함

∙근로능력 정이 12월로 연 공단으로 가는 것에 한 의견은? 잘 다고 

생각함. 더 객 으로 정이 잘 될 것으로 .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답일 것임. 신 근로

능력이 있다고 선택하도록 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함. 근로능력 

없음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도 으로 만들어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답일 

것

∙근로능력미약자 1등 이면 공공 참여시키는데 혹시라도 그랬다가 쓰러질

까  걱정이고, 민원도 있음. 그런 것을 보면 근로능력 정은 할 수 없

다는 것이 답인 듯함

∙ 40~50만원으로 신고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기 선을 60만원으로 바꾸니, 

61만원 정도로 다들 신고했음. 바 어도 결국 기 선까지만 신고할 것

임. 한계 이 있음

∙공공부조의 목표들, 즉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 사이에

는 iron triangle이라는 목표 간 상충이 존재함. 일을 하고 소득을 성실

히 신고하면 혜택을 주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면 일선 장 선생님

들과 수 자들 갈등도 없을 것임

∙지  제도가 허  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공공부조 역할이 빨리 그들을 

발견해서 더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함. 서울시민복지기 선-통합

여 문제가 있으니 개별 여로 가면 좋겠음. 무 엄격하게 용해서, 

기 이 과되는 순간 유 되는 기간도 없이 바로 수 이 단되는 것은 

문제임.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데 여 200에 수  90받는다



82∙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고 생계에 완  윤택한 것은 아님. 그러니 자꾸 제도권 안에 있고자 함. 

그리고 일선 공무원과도 계속 갈등이 발생함

∙개별 여로 가게 될 경우 일선 공무원들의 일이 복잡해진다 아니면 간단

해진다에 한 의견은? 복잡해질 것임. 하지만 개별 여로 가는데 조사

가 간단해지면 그 게 힘들어지지 않을 것임

∙의료, 임 주택, 학, 등인데 타이트한 기 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 인 건강보험이나 등의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특별히 어려울 것 없

음. 희망복지지원 이 생긴 건 기존 일을 보고할 윗선 라인만 하나 더 

생긴 것임. 자꾸 새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한다면 괜찮을 것임

∙사회복지는 감상이 아님. 우리의 역할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산을 가지

고 실 이고 합리 으로 하는 것임. 은 빈곤층의 인식변화가 필요함. 

나라에서 하는 오버하는 사회복지 홍보도 문제임

∙ 재 1인가구 빈도가 가장 높은데, 2인가구로 기 을 바꾸면? 맞다고 생

각함. 4인가구보다 1~2인 가구의 비 이 높음

∙개별 여, 통합 여는 공공부조 문제를 해결할 근본 문제는 아님

∙ 달체계 문제 과 개선안에 해 논의했으면 함. 다음정부에서는 노동

부와 보건복지부를 합치는 방향으로 달체계에 큰 변화를 주고자 함. 

지방 노동사무소와 보건복지 행정이 합쳐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와 보건복지를 합쳐 하는 것임. 과거 실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음. 

보건소 쪽은 직 이 높고 담 공무원 직 은 낮아서 서로 갈등이 있었

기 때문임

∙노원은 2010년부터 자체  개편이 있었음. 복지사업은 다각화 되는데 

체감도는 별로 없고 사각지 는 여 히 존재하여,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개편임. 앙이나 시도의 도움 없이 한 동을 허 화시켜 동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개편이었음. 동주민생활지원에 있는 직원들로는 찾아가는 복지

가 어려움. 충원이 어려우면 행정직을 넣어주자고 하여, 37명을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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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분산시킴. 동 규모별로, 이 게 인력을 먼  공 함. 기능도 몰아주

고 업무 역별로 사람 배치하고 장애인, 아동사례 리를 따로 빼고. 희

망복지 개편되면서 20명 받아서 그것도 동으로 다 보내고, 동을 계속 

강화함. 일반행정조직 속에서 일반행정, 노동과 복지, (보건), 교육이 같

이 가는 건 맞다고 . 학교 심 사례 리도 빠르게 성장 임

∙동장이나 일반 과장 등이 종합 일반 행정직이 우선 주민  직 이 낮

음. 아무리 필요하다고 요구해도 동사무소 특성상 어려움. 별도의 기구

를 설치해서 따로 나오는 건 연 공단이나 보험공단처럼 그런 역할을 하

게 되지 않겠나 싶음

⧠ 6차 회의

○ 회의일시: 2012년 12월 11일∼12월 12일

○ 회의장소: 충남 태안군 리솜 오션캐슬

○ 회의목 : 2012년 제6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김태완, 최 수, 정희라, 최 , 신재동, 김회란, 최지은

－원외: 강 하(속 시청), 노미경(의왕시청), 서경애( 명시), 변만호(진주시

청), 이동형(안동시), 이 희(달서구청), 김성회( 동구청), 김정희

( 곡4동), 송해욱(노원구청), 박성렬( 군청), 곽동순(완산구청), 

이명숙(임실군청), 김근 (조천읍), 황 호(제주시청), 곽 수(공주시

청), 김연실(서천군청), 김 숙( 산군청)

○ 주요내용  결과

－국민기 생활보장선정과 련하여 (재정), 선정기 , 여, 달체계에 해 

논의해보고자 함

－ 1. 선정기   여

∙지침상 소득기 , 부양의무자 기 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 이 잘못

되어 있다고 . 객 인 기  국가의 기 인 최 생계비,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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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소득인정액임

∙최 생계비의 기 이 무 높다 혹은 무 낮다는 의견이 나뉘는데 최

생계비의 수 에 해 논의를 부탁함

∙최 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은 맞물린 것 같음. 최 생계비가 한 것인

가에 해서는 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해 말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음

∙최 생계비가 많다 혹은 다라는 것은 가구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고 . 개개인의 특성이 가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교가 어렵다고 

. 특히 질변에 해서는 교통비 등 부담이 있으며, 노인의 경우 소비

하지 않는 습 으로 인해 여가 남기도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도시, 소도시, 농어 으로 구분하여 최 생계비 기 을 연구 에 

있으며, 앙생활보장 원회 한, 소도시, 월세, 가구규모 기 으로 

보고 있음. 참여연 에서는 부양의무자기 에 해 선정에서는 이 기

을 용하지 말자, 선정 후 여책정에서만 부양의무자 기 을 용하자

고 제안하고 있음. 이처럼 다양한 선정기 들에 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부양의무자 기 이 폐지가 된다면 편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최근에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 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 이 완화 된다

면 그에 따르는 생되는 문제들 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부양의무자 기  완화 련 기 노령연  상을 70%→50%으로 축소

하고, 여액을 조  높이면 노인수 자를 포 할 수 있으니 기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생계 여로 의식주의 생활은 충분하나 난방비나 월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부족분이 있음. 그러나 보편 인 국민의 기 에서 최 생계비에 한 면

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양의무자 기  완화로 6만 1천명이 수 자로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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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 으로는 그 반 밖에 되지 않고 있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 기 을 완화할 

수 있다고 (노인단독가구 40만원 정도 받음)

∙그러나 본인은 여액이 더라도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기 연  개

념이 되었으면 함

∙재산보다는 소득 쪽으로 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환산율 주거용자산 4% 에서 1.04%로 완화될 정임

∙환산율 기  주거용자산을 분리해서 용하는 것이 실 으로 가능한

가? 이를 시행하기까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 주거용자산에 한 정

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이는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방식이라 

실 으로 고민이 됨. 그 다면 일정부분의 액까지를 기 공제 부분

을 늘려버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선정기 의 용에 있어 ‘단순’하게 가야한다고 . 기 이 심 하지 않

다면 수 자 선정에 있어 상자에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제도개선 시 수 자 기 을 매번 변경, 용하면 수 자 비율

이 늘었다 었다 하는데 이 게 하는 것이 합리 인지 의문이 듬

∙지침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이를 숙지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름

∙기 노령연 의 환산율이 5%, 보육료의 환산율은 14%인데 이에 해 

감사원에서 각 과에 질문은 한 바 있는데 이의 기 을 일치시키는 작업

을 복지부에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일용직 소득도 과거에 비해 많이 악하고 있는데, 실제 수 자들 소득

은 몇 % 정도 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실제 수 자들의 일용소

득의 경우, 농어 은 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음. 1차 산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료로 잡을 수가 없음

∙인구 비, 농어 의 자녀들이 보통 도시에서 거주함. 이 차이를 두고, 빈

곤율을 보아야 함. 한, 주거 공제 시작단계에서는 차이가 없어도 공제 

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기 을 더 ‘복잡하게’ 가야한다고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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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력할 수 있게끔 해 다면, 한 이를 출력하여 소득인정액을 상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일정 정도 받아야 한다고 

∙물론 교육 필요성은 있지만 본인의 부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가 

달되므로 출장에 한 부담감이 있음. 그러므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서 하나의 트를 구성하여 지자체 개별  교육이 진행되길 바람

－개선사항

∙부양의무자 기  완화로 인해 사회 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부양

의무자 기 이 완화된다면 그 이후에 향이 어느 정도로 문제화되는지? 

( 소득층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친자식간의 계에 해서도, 손자녀가 

조부모에 해 부양에 해 고려하지 않게 되는 등)

∙의사 무능력자 련 조사시 실제 조사의 어려움이 있음. 본 조사의 필요

성은 이해되지만 방법상 문제와 증빙서류 제출에 한 어려움이 있음

∙이는 생계비 정도는 맡겨두고, 상담정도로만 리를 하는 차원이면 될 

것임

∙노동력 착취에 한 부분만, 아동이 제 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한 

부분만 확인했으면 좋겠음. 생계비 지출에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함

－ 2. 달체계

∙빈곤기획단에서 ‘개별 여로 환’하자라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재산의 

소득환산이 무 복잡하므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해? 일 되게 

논의되는 것은 최 생계비, 조사의 효율화 는 단순화, 여의 성

에 근간한 것 같음. 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 변화하는 것 같음. 

핵가족화, 노인인구 비 의 증가의 재 추세에 따른다면 향후의 방향성

을 바라 야 할 것이며, 이는 개별 여화로 가되, 선정기 을 단순화하

여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할 수 있었으면 함

∙서울시 선정기 에 있어서는 도시근로소득을 가지고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최 생계비 기 이 도시의 특성을 반 하기 어렵다고 단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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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며, 한 부양의무자 기 은 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음

∙제도가 어떤 형태로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 담공무원들의 달체계와 

연계가 되는 부분임. 표 화에 한 화두가 존재함

∙서울형 복지 등과 같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제도들이 생겨나고, 다른 기

을 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 최 생계비 기 (최 임

 등 여러 가지와도 련이 있으므로)을 토 로 하는 최소한의 공통 근

간은 가져가야 한다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 요한데, 업무 분담과 민 의 력이 가장 

요함. 노원구의 경우에는 이스컨퍼런스 형식을 통해 주 사례 리자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동 담당 이스상담 10개 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자격 리 뿐 아니라 사례 리역할까지도 포 해야 한다고 

. 구와 동이 함께 구상회의를 하고, 일반서비스 이스는 동에서 담당

하고, 그 외의 이스는 구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민 의 력이 필요함

∙사례 리와 련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매뉴얼 인 면은 많이 

구성되었으며, 실행에 있어서만 어려움이 조  있을 뿐임. 이것은 작년

에 비교했을 때와는 달라진 부분임. 복지부의 매뉴얼 뿐 아니라 지자체

장 등의 인력의 마인드 차이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 방문을 통한 노원구 선진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음

∙ 선공약을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에 한 확충은 확실해 보임. 

이에 한 복지부나 보사연의 시뮬 이션은 없는지, 그리고 복지청과 같

이 단일화된 조직을 구성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 함

∙복지와 련된 업무를 단일화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면, 지자체는 어

떤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에 한 논의가 필요. 주민생활지원국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아야 함

∙정치 인 측면에서 보면, 조직 간 첨 한 립가능성이 있는 조직개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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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차선으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가 건임. 지자체를 모두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안이 필요함

∙지자체의 복지정책평가기 에서 엄격하게 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잘한 것에 한 포상과 더불어 못한 것에 한 패 티도 주어야 이에 

한 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함

∙ 앙부처에서 산  인사권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를 리하기 

해서는 평가의 무기 밖에는 없지 않을까 함

  4. 결론

⧠ 6차례에 걸친 사회복지 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악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 생계비 기 ,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공제액이 완화

되었으나, 부양의무자들의 부양의식이 하되고 있는 실과 일반 인 가

구지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효과는 제한 임. 이에 따라 상자  부

양의무자들의 불만이 크고, 복지 체감도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음. 이를 

극복하기 하여 수 자 선정 기 을 좀더 완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실제소

득에서 차감․제외시킬 수 있는 항목도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한정하지 말

고, 월세비용과 출 이자( 융기  출에 한해)도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최 생계비 기 과 여기 액이 달라 발생되는 실제 지원 액 차이로 

인해 상자들의 혼란도 많이 발생될 뿐 아니라 수 권자의 여권 강화를 

해 최 생계비와 여기 액 차이는 없는 게 실성 있다고 단됨

○ 근로무능력 정의 문제  악

－ 정기 에 한 좀더 객 이고 합리 인 기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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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  등 여러 장치 마련 필요

○ 기 보장제도 부정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자료부족 등으로 정확히 이스를 단할 수 없는 경우 부정수 이 발생하

기 쉬움. 따라서 부정수  사례를 리할 수 있는 담인력 확충  시스

템 마련이 요구됨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각 사업별 상자 리에 있어서 복 리 는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 따라서 각 역별․사업별로 조직화되어 리되고 있는 사례 리

사들을 통합하여 사례 리 업무만 집 으로 논의하고, 상자가 복

리하지 않도록 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상 논의된 사항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 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극 으로 정책에 반 하여야 할 것임

*주요용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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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

○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

시키기 해서는 체계 인 모니터링이 필수 임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효과성· 정성을 제고해야 함

○ 최근 기 생활보장제도 이외에 다양한 복지정책에 한 모니터링 역시 강조되

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련 조직을 구축하고 있음

○ 이에, 기 보장평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도 련 모니터링  평가 연구 

이외에도, 장 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지속 으로 상시 정책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 하고자 함

○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기 보장 리단(복지 여통합 리단)  최근 주목받

고 있는 사회복지통합 리망 운 체계와의 긴 한 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의 효율성  효과성, 건 성에 한 장 주의 기 자료와 의견을 지속

으로 수렴하여 정책 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주요 정책과제의 발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 연구의 필요성

○ 기 보장연구실의 가장 요한 업무  하나는 국민의 생활실태 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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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를 평가·개선하는 것임

－이를 한 2013년 기 보장연구실의 주요 기본과제  사업은 활성화 

련 연구(사회보장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활성화 정책의 의의  과제, 

여성고용 활성화를 한 정책 안, 고령자 활성화 정책 방안 등), 양 ·

질  복지패  등임

○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과제에 좀더 실성과 효과성·효율성을 부여하기 함

－ 련 연구와 정책 방안에 한 실무자의 비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질 으로 연구와 정책 개선에 반 하고자 함

－ 련 연구와 실무자 포럼  워크 의 주제 유 성을 높이고자 함

－실무자의 비  제언들이 기   정책 보고서에 실질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연구자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연구목적

○ 기 생활보장제도에 한 체계 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효과성·

정성 제고

○ 지자체별 기 생활보장제도 담당 공무원의 제도 장상황 보고  수렴을 통

해 제도개선의 방향 설정에 기여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구성

○ 3기 모니터링 문 원 (참고로 2008∼2009년 1기, 2010∼2011년 2기 

활동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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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 원  우수활동자, 연구기여자 등을 심으로 재 하고 신

류 원을 추천받아 임기 2년(2012∼2013)의 3기 문 원 

○ 모니터링 포럼 문 원의 규모는 약 50명으로 정으로 있으며, 포럼  워

크 에 지속 으로 참여가능한 문 원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 장 문가를 

심으로 국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담공무원 모니터링 회의 개최

○ 주요 권역별로 사회복지 담공무원과의 6차례에 걸친 모니터링 회의를 진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련 6가지 주요사항(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

안의 효과,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주거비 선정의 타당성, 의사 무능력

자 수 비 탈루 황  개선방안, 기 보장제도 수 자 선정기 상의 문

제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에 해 연구진과 실무자 간 

토의를 진행함

－주요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는 다음과 같음

회차 일시 장소
참석자

원내(연구진) 원외(전담공무원)

1차 2012.3.6∼3.7 제주시 이도2동(제주권) 김미곤 외 2인 김근영 외 9인

2차 2012.4.17∼4.18 대구시청(경북권) 김미곤 외 4인 정한교 외 3인

3차 2012.5.9∼5.10 부산역(경남권) 김미곤 외 5인 정희규 외 5인

4차 2012.7.10 대전역(중부권) 김미곤 외 2인 김성희 외 2인

5차 2012.11.2 보사연 다산실(수도권) 김미곤 외 4인 송해욱 외 3인

6차 2012.12.11.∼12.12 충남 태안군(전국) 김미곤 외 7인 강전하 외 16인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회의내용 련 이론  검토

－최 생계비 쟁   정책과제에 한 국내외 문헌 검토

－공공부조의 목표와 한계에 한 이념 ·정책  논의 검토



96∙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한 이론 ·정책  논의 검토

－부양의무자 기 에 한 이론 ·정책  논의 검토

－탈빈곤  탈수 에 한 국내외 문헌 검토

－주요 OECD 국가의 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특성에 한 논의 검토

⧠정리된 모니터링 결과물이 기   정책 보고서에 실질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연구자  실무자의 참여 제고

○ 련 연구와 정책 방안에 한 실무자의 비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

질 으로 연구와 정책 개선에 반 하기 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 기 보장과에 달함

○ 련 연구와 실무자 포럼  워크 의 주제 유 성을 높이고자 회의결과를 

통해 얻은 주요개선사항  회의 련 이론 으로 검토된 내용은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향후 반 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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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1.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빈곤의 개념

○ 빈곤(poverty)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이를 학

문 으로 엄격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그 이유는  “아름다움(美)이 보는 사람의 에 달렸듯이 빈곤도 그와 같이 

하나의 가치 단”이며(Orshansky, 1969: 37), OECD(1976: 62)에서 언

한 바처럼 “가치 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빈곤개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임

－이러한 을 감안하면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 자의 돌(philosopher's 

stone)2)'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음(Rein, M. 1968)

－그럼에도 빈곤을 개념 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작 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기본 이고 일차 인 과업  하나이며, 사회  

성을 논하는 출발선이 됨

○ 학자들(Rowntree, Townsend, Sen 등)이 내린 빈곤의 개념  정의는, 첫째 

‘객 으로 정의된  최소보다 게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상 으로 

2) ‘ 자의 돌’은 세 연 술사들이 찾으려 했던 신비의 돌을 말하며, 모차르트가 5명의 작곡가와 더불어 

작곡했던 오페라 곡 이름이기도 하다.



100∙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

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구분됨

⧠빈곤선의 개념

○ 빈곤선(poverty line)이란 빈곤 개념을 화폐 단 로 나타낸 수치이며, 계측방

식에 따라 빈곤선, 상 빈곤선, 그리고 주  빈곤선으로 나 어짐

⧠빈곤선과 최 생계비의 계

○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유지하기 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이 공표

하는 액”(국민기 생활보장법 제2조)으로 정의됨

○ 따라서 최 생계비는 활용목 상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선정  여기 선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에서 공공부조기 선이며, ‘한 나라의 국민이 존엄

성을 유지하며 살기 해 필요한 최 소득에 한 정치 ‧정책  견해를 반

하는 것’이라는 에서 최 소득기 이라 할 수 있음. 한, 최 생계비는 3

년을 주기로 물량방식(Market Basket Method)에 의해 계측되는 일종의 

 빈곤선임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는 빈곤선이면서, 최 소득기 이자 공공

부조기 선이라 할 수 있음

  2. 최저생계비 수준의 변화

⧠최 생계비와 소득  지출(4인 근로자가구 기 )

○ 공식  의미를 지닌 최 생계비는 1999년에 처음으로 계측되었으며, 당시 4

인 가구 최 생계비는 901,357원으로서 소득의 45.5%,  가계지출의 

57.8% 음

○ 이후 2004년, 2007년, 2010년 최 생계비가 계측되어 인 수 이 인상

되었으나, 최 생계비와 소득   가계지출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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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저생계비 중위 소득 중위 가계지출

금액 상승률 금액 상승률 비율 금액 상승률 비율

1999

(계측치)
901,357 　 1,980,520 　 45.5% 1,558,456 　 57.8%

2000 928,398 3.0% 2,128,370 7.5% 43.6% 1,739,481 11.6% 53.4%
2001 956,250 3.0% 2,300,000 8.1% 41.6% 1,896,301 9.0% 50.4%
2002 989,719 3.5% 2,460,000 7.0% 40.2% 1,979,695 4.4% 50.0%
2003 1,019,411 3.0% 2,650,000 7.7% 38.5% 2,200,630 11.2% 46.3%
2004 1,055,090 3.5% 2,900,000 9.4% 36.4% 2,356,760 7.1% 44.8%
2004

(계측치)
1,103,235 8.2% 2,900,000 　 38.0% 2,356,760 　 46.8%

2005 1,136,332 7.7% 3,050,000 5.2% 37.3% 2,441,491 3.6% 46.5%
2006 1,170,422 3.0% 3,232,350 6.0% 36.2% 2,584,440 5.9% 45.3%
2007 1,205,535 3.0% 3,445,830  6.6% 35.0% 2,731,890 5.7% 44.1%
2007

(계측치)
1,232,569 5.3% 3,445,830  　 35.8% 2,731,890 　 45.1%

2008 1,265,848 5.0% 3,638,480  5.6% 34.8% 2,982,148 9.2% 42.4%
2009 1,326,609 4.8% 3,604,950  -0.9% 36.8% 2,903,539 -2.6% 45.7%
2010 1,363,091 2.8% 3,814,960 5.8% 35.7% 3,125,602 7.6% 43.6%
2010

(계측치)
1,397,488 5.3% 3,814,960 　 36.6% 3,125,602 　 44.7%

음(〈표 2-1〉참조)

〈표 2-1〉 최저생계비와 중위 소득 및 지출과의 관계(4인 근로자 가구 기준)

(단위: 원, %)

자료: 최저생계비; 김미곤·여유진 외(2010), 중위 소득 및 지출; 통계청(각년도).

  3.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된 쟁점

⧠사회  성 vs 경제  효율성

○ 최 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앙생활보장 원회  문 원회에서는 최

생계비 수 이 높다는 주장과 낮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립하고 있음

－높다는 주장의 주요 논거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 수 이 국민연

 여수 보다 높다는 을 들고 있음. 컨 , 2인 가구 최 생계비가 

20년 연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수 있는 완 노령연 액보다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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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러한 주장의 근 에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내재하고 있음

－반면, 낮다는 주장은 ‘최 생계비 체험’ 등을 통하여 재의 최 생계비로

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하고 문화 인 최 한의 생

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임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련 쟁 의 핵심은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사회  성(social adequacy) 간의 상충성 문제임

－최 생계비 수 이 높다는 주장은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에, 

낮다는 주장은 사회  성(social adequacy)에 무게 심을 두고 있음

－서로 다른 가치(경제  효율성 vs 사회  성) 간의 상충성 문제를 

정성이라는 잣 로 규명한다는 것은 결국 ‘ 자의 돌’을 찾는 과정일 수 

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몇 가지 지표들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외국의 최 소득보장 수 과 최 생계비 간의 비교

○ 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는 최 소득기 이자 공공부조기 선

임. 그러므로 외국의 최 소득기 과 비교하여 그 수 의 정성을 가름해보

는 것은 나름 로의 의미가 있음

○ 최 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이란 공공부조 수 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  소득패키지를 합한 액을 말함. 여기에는 공공부조제도와 별

개로 운 되고 있는 주거 여, 가족 여(아동수당) 등이 포함됨

○〈표 2-2〉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가정할 때, 평균생산

직근로자임 (APW: Average Production Worker Wage) 비 최 소득보

장 수 을 나타낸 것임

○ 우리나라의 최 소득보장 수 은 미국보다는 높으나, 〈표 2-2〉의 비교 상

국가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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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APW 대비 최저소득보장의 최대 현금급여 비율(2002년)

공공부조

3인가구기준

(부부+1자녀)

주거 급여

가족급여(FB)

(3-12세 한 자녀)
최대급여액

/APW
보편적 자산 조사

오스트리아 37 공공부조에 포함 6 - 43
벨기에 35-41 - 4(실업가구) - 45
덴마크 72 6 4 - 82
핀란드 36-39 16 4 - 59
프랑스 29 20 9 - 58
독일 25-30 17 6 - 53

아이슬란드 56 10 6 6 78
아일랜드 43 공공부조에 포함 4 - 47
이탈리아 32-33 지역에 따른 차이 - 5 38+

일본 43-44 공공부조에 포함 - 1 45
룩셈부르크 57 공공부조에 포함 8 - 65
네덜란드 43 10 3 - 56
노르웨이 53 10 4 - 67
포르투갈 50 - - 4 54
스페인 33 - - 2 35
스웨덴 34-39 11 5 - 55
스위스 40 공공부조에 포함 3 - 43
영국 32 20 4 - 56
미국 13 - - 3 16
한국 35-36 공공부조에 포함 - - 36

  주: 각 나라마다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타급여의 최대액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급여의 최대액을 적용하였음. 따라서 실제 대체율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여유진(2005)

⧠상 빈곤선과 최 생계비 간의 비교

○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는 빈곤선이므로 OECD 등의 상 빈곤선 수 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약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도 상 빈곤선 도입 논

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주요 기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 빈곤선은〈표 2-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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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요기관 및 연구자들의 상대빈곤선

주요 기관 및 연구자 상대빈곤선

OECD 중위 가구소득의 40, 50, 60%
EU 중위소득의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 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가구소득의 1/2
V. 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빈곤층은 평균가구 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자료: 김미곤(1997)

○〈표 2-1〉에서 살펴본 바처럼 2010년 재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는 소

득의 약 36.6%이고, 그리고〈표 2-1〉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평균소득 

비 비율은 32.8%임. 이는 OECD의 소득의 40% 기 과 세계은행의 

1/3 수 에 미달하는 수 임

⧠최 생계비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비교

○ 이론 인 측면에서 최 생계비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이상이고, 기타지표( , 

소득)와의 비율이 유지되는 수 이하여야 함. 즉, 물가상승률≤최 생계비 

인상률≤수 균형방식 최 생계비 인상률의 계임

－여기서, 1999년3) 최 생계비를 정 수 이라고 간주한다면, 이후의 최

생계비 정수 의 범 는 다음과 같음

∙첫째, 1999년 최 생계비에 물가상승률(생활물가상승률)을 용한 

인 에서서의 추정치 이상이 되어야 함. 왜냐하면, 최 생계비의 

변화는 물가의 변화와 생활의 질의 변화가 포함되기 때문임

∙둘째, 1999년 최 생계비와 기타 지표와의 비율이 유지되는 수 이하여

야 함(수 균형방식으로 추정한 상  최 생계비 이하)

○ 이러한 에서 최 생계비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3) 과거의 최 생계비(1988, 1994)는 앙생활보장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연구자 수 의 계측

안이었음. 1999년 최 생계비는 처음으로 앙생활보장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 생계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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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 생계비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음. 이는 우리나라의 

최 생계비가  으로 산출되지만, 계측 과정에서 ‘생활의 질의 

변화’가 부분 으로 반 되었음을 의미함

－반면,〈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최 생계비의 소득 비 

비율은 1999년 최 생계비의 소득 비율보다 낮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999년 이후 2010년까지의 최 생계비 변화는 

물가 상승률 이상이나 수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이는 이론 으

로 규정한 넓은 의미의 정선 범  내에 존재함을 의미함

〈표 2-4〉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과의 비교

(단위: 원, %)

구분
최저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금액 상승률 상승률 추정생계비1) 상승률 추정생계비1)

1999년2) 901,357

2000년 928,398 (3.0%) (2.3%)  921,720 (3.7%)  934,397

2001년 956,250 (3.0%) (4.1%)  959,206 (5.1%)  982,040

2002년 989,719 (3.5%) (2.8%)  985,709 (2.5%) 1,006,408

2003년 1,019,411 (3.0%) (3.5%) 1,020,345 (4.0%) 1,047,054

2004년 1,055,090 (3.5%) (3.6%) 1,056,986 (4.9%) 1,098,829

2004년2) 1,103,235 (8.2%)

2005년 1,136,332 (7.7%) (2.8%) 1,086,099 (4.0%) 1,143,270

2006년 1,170,422 (3.0%) (2.2%) 1,110,447 (3.1%) 1,178,526

2007년 1,205,535 (3.0%) (2.5%) 1,138,589 (3.2%) 1,215,876

2007년2) 1,232,569 (5.3%)

2008년 1,265,848 (2.7%) (4.7%) 1,191,811 (5.3%) 1,280,376

2009년 1,326,609 (4.8%) (2.8%) 1,224,669 (2.1%) 1,306,770

2010년 1,363,091 (2.8%) (3.0%) 1,260,868 (3.4%) 1,350,793

2010년2) 1,397,488 (5.3%)

  주: 1)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실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최저생계비임. 정확한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 소수점아래

까지 계산하였으므로 상승률로 산출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최저생계비 계측치임. 나머지는 연도는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치임

자료: 최저생계비; 김미곤·여유진 외(2010), 물가상승률,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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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생계비 정성 련 정책과제(지역별 유형태별 최 생계비 도입)

○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최 생계비는 서로 다른 가치(사회  성 vs 경제  

효율성)를 바탕으로 앙생활보장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됨. 즉, 일종

의 사회  합의로 결정됨

○ 사회  합의로 결정된 최 생계비의 수 에 하여 아직도 쟁 이 형성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의 하나는 지역별 유형태별 최 생계비가 도입되지 않

고 있기 때문임

○ 최 생계비는 살고 있는 지역, 가구규모, 주거 유형태, 가구원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짐. 그러므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 생계비가 정책에 

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재 정책에 용하고 있는 최 생계비는 

소도시 세기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임

○ 그 결과 도시 월세 가구의 경우 재의 최 생계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

고, 반 로 농어  자가 가구의 경우 어느 정도 충분한 수 임

○ 따라서 지역별 유형태별 최 생계비를 정책에 도입하여야 함. 동 지역별 

유형태별 최 생계비는 기존의 최 생계비 연구에서는 이미 계측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매년 최 생계비 인상 시 진  차등 인상 용이 필요함

  4.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관련된 쟁점

⧠  방식 vs 상 빈곤선

○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계측된 최 생계비는  빈곤 에 따른  

최 생계비로서 물량 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계측이 이루어졌음

－ 물량 방식의 최 생계비는 여러 가지 의 장 이 있으나, 연구자의 

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이 결과 앙생활보장 원회  문 원회에서의 합의과정에서 비생산 인 

논의를 반복하는 결과를 래하 음

○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학계  원회( 앙생활보장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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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회)에서는 상 빈곤선 도입 는 합리 인 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음

⧠정책과제(상  최 생계비 도입) 

○ 상 방식에 의한 최 생계비 추정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먼  소도

시 4인 가구의 최 생계비를 결정한 후 

     

  ＝  × 

: 기준연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 기준연도 4인가구의 소득(또는 지출)의 추정치 또는 과거 몇 년간의 실적치

  :  상대적 비율

○ 다음 단계에서 지역별 승수를 곱하여 지역별 4인 가구 최 생계비를 결정. 과

거 20여 년간의 도시, 소도시, 농어 의 지역별 최 생계비의 비율이 

107: 100: 85로 안정 인 을 감안하여 소도시 최 생계비에 동 비율을 

용하여 지역별 4인 가구 최 생계비를 결정함

○ 그리고 지역별 4인 가구 최 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용하여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 추정4)함. 즉,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 = 지역별 4인 가구 

최 생계비 × 가구균등화지수. 만약, 주거 여 등이 분리된다면 가구균등화지

수 신 주거 균등화지수를 산출하여 용함

○ 상  최 생계비 도입 시 핵심 요소는 상  비율을 얼마로 결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임. 이는 원칙 으로 앙생활보장 원회에서 사회  합의로 결

정되어야 하며, 동 비율은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정되

어야 함

4) 상 방식에 의한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 계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음. 1) 4인가구의 최 생

계비를 상 방식으로 결정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용하는 방식. 2) 상 방식의 기본이념에 따라 가구규

모별 를 결정한 후 상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있음. 즉,  =× . 그러나 두 번째 방

식은 최 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첫 번째 방식이 더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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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부조의 목표와 한계5)

  1. 공공부조제도의 목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실업, 노령, 질병, 재해, 빈곤 등 다양한 사회  험에 직면

하게 됨. 이러한 사회  험에 한 제도  근이 사회보장제도이고, 이  공공

부조제도는 빈곤에 한 최종 인 사회안 망(last social safety-net)임

○ 최종 이라는 의미는 빈곤한 경우 먼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 등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그래도 빈곤한 경우 공공부조가 최 생활을 보장하고 탈

빈곤을 도모하는 마지막 제도  수단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부분의 선진국 공공부조제도는 최 생활보장과 자활조성이라는 양  목

을 지니고 있음. 우리나라의 표 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도 

외는 아님6)

○ 최 생활보장이란 자신의 힘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사회)가 물  지원 등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최 한의 수 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함

○ 여기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 이란 사회  성(social 

adequacy)을 의미하고(Ozawa, 1974: 24～28), 그 수 은 빈곤선 는 최

생계비로 규정됨

⧠자활조성이란 국가(사회)가 수 자 는 빈곤층에게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

원을 함으로써 탈수   탈빈곤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 탈수   탈빈곤은 개인 으로는 낙인(stigma),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자존감을 높여

○ 그리고 사회 으로는 불평등  빈곤 문제를 개선시키고, 사회통합을 높이며, 

5) 회의  담공무원들이 제기한 문제의 근 에는 공공부조제도의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성 문제임. 이
에 하여 정리된 연구(김미곤, 2010)를 제시한다.  

6)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1조(목 )에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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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으로 공공부조 산을 감시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그 

 핵심은 근로유인(work incentive)임

－근로유인이 핵심인 이유는 공공부조의 제도  특성-보충 여-에 기인함. 공

공부조 수 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여가 주어짐. 반

로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의 부 는 일부가 감소됨. 결국 공공부조제도

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체효과(substitution effect)를 통해 수

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Cain and Watts, 1973)

－그러므로 공공부조에서 근로유인은 공공부조가 짊어지고 있는 숙명이자 목

표 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

⧠한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세 으로 운 됨. 일반세 이나, 사회보험의 경우 비

례하지는 않지만, 납세자가 수혜자가 되고, 기여자가 여자가 되는 구조임.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 납세자와 수혜자가 다른 집단임

○ 그러므로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은 다른 어떤 제도보다 강조되

고 있음(Bell and Bushe, 1975)

⧠앞서 언 한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 외에도 공공부조제도의 목표

로 평등, 공평, 인간의 존엄성, 국민연 의식, 운 의 효율성, 가족구조의 안정 등

을 제시하고 있지만(이두호 외, 1991), 평등, 공평7), 인간의 존엄성, 국민연 의식, 

가족구조의 안정은 사회  성과, 운 의 효율성은 경제  효율성과 한 

계에 있음

⧠그러므로 공공부조의 목표를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으로 한정하

여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7) 공평이란 개인의 욕구(needs)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력에 무

게 심을 두면 효율과, 욕구에 무게 심을 두면 사회  성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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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성(social adequacy)

－시민권론에서 가장 리 인용되는 마샬(Marshall)의 삼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모든 시민에 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의 보장’이라는 사회(복지)권은 20세기 들어 형성됨

∙ 1905년 국 왕립빈민법 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 and Relief of Distress)의 소수  보고서, 1942년의 베버리지 보

고서, 1948년의 국민부조법 등의 일련의 흐름은 시민권 형성에 지 한 

역할을 함

－이에 비해,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빈곤을 해결하기 한 공공부조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복지제도 의 하나임8)9). 이러한 시간상의 역

은 공공부조제도가 그 기부터 국민의 최 소득보장을 기본 목표로 형

성된 것은 아니었고, 웹 부부(Sidney & Beatrice Webb)가 언 한 바와 

같이 ‘억압을 통한 구제’ 음을 시사함

∙ 어도 19세기 후반까지는 빈민을 통제함으로써 빈민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 근로능력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기 한 억

압장치의 일환으로서 기능함

∙ “이러한 의미에서 1948년 국 사회부조법의 성립이 빈민법 종식과 동

시에 복지국가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은 공공부조제도가 억압과 통제장치

에서 시민권  최 보장 장치로의 환을 의미한다는 것과 동치될 수 있

다”(여유진, 2005: 161)

－시민권  최 보장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 한의 생활보장을 의미

8) 공공부조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빈민법(poor law)은 세 건사회의 몰락과 거의 궤를 같이하여 등장하

다. 그 최 의 형태로 알려진 노동자조례(Statute of Laborers)는 스튜어트 II세 12년인 1388년에 등장

하 으며,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되었다(원석조, 2001).
9) 三國史記 第三篇 高句麗 本紀에 의하면 고구려 9 왕 고국천왕은 재  16년(194년) 10월 을 소의 도움

을 받아 다음과 같이 명하 다고 한다. “ 리 조사하여 고독한 홀아비와 과부와 노인 병자 가난한자 모자

라는 자 스스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도와주도록 하고(博問鰥寡孤獨 病貧乏 不能自存  救恤之), 매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곡을 풀어 백성들의 식구가 많고 음에 따라 차등하여 빌려주었다가 겨울 

10월에 이르러 환납하도록 하여라(每年自春三月至秋七月 出官穀以百姓家口多  賑貸有差 至冬十月還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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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그러므로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목표인 사회  성(social adequacy)

을 담보한다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님

∙여기서 ‘어떤 수 의 보장이 최 한의 생활보장인가’ 는 ‘사회  

성을 담보하는 수 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함. 이를 살펴보기 해서는 

빈곤  빈곤선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임10). 왜냐하면 복지

국가의 주요한 목표 의 하나가 빈곤의 퇴치이고, 이는 곧 공공부조제

도의 목 이기 때문임

－빈곤(poverty)이란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를 내리를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아름다움(美)이 보는 사람의 에 달렸듯이 빈곤도 그와 같이 하나의 

가치 단”이기 때문(Orshansky, 1969: 37)이고, “가치 단으로부터 자

유로운 빈곤개념은 있을 수 없기”(OECD, 1976: 62) 때문이기도 함

∙ 한 “빈곤이란 항상 몇 가지 상호 연 되는 의미를 가져왔으며, 한 

그것이 발생하는 특정한 사회의 행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임

(Hobsbawm, 1974: 389). 따라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 자의 돌

(philosopher's stone)11)'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 있음(Rein, 1968)

∙그럼에도 빈곤을 개념 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작 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기본 이고 일차 인 과업  하나이며, 사회  

성을 논하는 출발선이 됨

－먼 , 빈곤의 사  의미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 인 물질 인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없는 상태’임

∙빈곤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 개발 국가의 빈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

10) 빈곤선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 한의 수 을 의미하므로 사회  성으로 보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빈곤한 사람에게 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의 목 이라는 을 감안

하여 본 논문에서는 빈곤선을 사회  성 기 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 빈곤선과 최 생계비는 엄

한 의미에서는 다른 개념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1) ‘ 자의 돌’은 세 연 술사들이 찾으려 했던 신비의 돌을 말하며, 모차르트가 5명의 작곡가와 더불어 

작곡했던 오페라 곡 이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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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반 인 생산력의 수 이 모든 국민을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

음이 있는 선진국에서도 빈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사실임

∙이는 빈곤의 문제가 분배의 불평등과 한 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 즉, 빈곤의 정의는 특정 시 와 사회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빈곤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내려져 왔음

∙ “내가 이해하기에 필수품은 생활의 유지를 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화

뿐만 아니라, 습상 최하 층의 사람일지라도 그것 없이는 신망있는 사

람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재화이다. 컨 , 린넨셔츠

는 엄격히 말해서 생활필수품은 아니다. 그러나 재 신망 있는 일용노

동자라면 린넨셔츠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기에 남부끄러울 것이며, 린

넨셔츠가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Smith, 

A., 1776: 351)

∙ “어떤 가족의 총소득이 단순히 물리  효율성을 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Rowntree, S., 

1901. Sen, 1981: 11에서 재인용)

∙ “인구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한 

양을 섭취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습 인 혹은 최소한으로 리 장려

되거나 인정되는 생활조건과 설비를 갖추기 한 자원이 결여될 때 빈곤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Townsend P., 1962: 225)

∙ “빈곤은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수 에 도달하기 한 기본

 능력(capability)의 결여(failure)이다”(Sen, A., 1983: 153～169)

∙ “빈곤은 정치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 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이 없는 상태이다” World Bank(Liu & Wu: 2, 1998)

－빈곤 개념을 언 한 학자들의 견해에서 1960～70년 후12)로 그 개념이 

12)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을 한 것은 상 빈곤 개념의 최  공헌자인 Townsend를 기 으로 설정하 음을 밝

힌다. Townsend(1962, p. 219)에서 “인간은 로빈슨 크루소(Robison Crusoe)가 아니라 사회  동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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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 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라운트리(Rowntree, 1901) 이후의 빈곤개념이  빈곤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타운젠드(Townsend, 1979) 등 부분 연구

자의 빈곤개념은 상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혼재된 빈곤개념

은 학자들 간 - 특히 Sen과 Townsend - 빈곤의 성과 상 성에 

한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짐13)

－엄 한 의미에서 시공을 월한 가치 립 인 빈곤개념은 존재할 수 없음. 

따라서 빈곤은 그 자체로 상  개념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14). 특

히, 빈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상 이라 할 수 있음

∙첫째, 기본욕구조차도 상 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임.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은 사회규범과 경제  조건을 반 함으로써 특정

한 장소와 특정 시 에서만 답되어질 수 있는 질문임

∙둘째, 공동체 인식을 반 하는 어떠한 빈곤 개념도 한 상 임. 왜냐

하면 그러한 인식들은 특정 사회규범과 태도를 체 한 산물이기 때문임

∙따라서 이후에 언 되는  빈곤조차도 시간‧공간 특수 이라는 의

미에서는 상 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빈곤의 개념  정의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잠재  측정 범주들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첫째, 객 으로 정의된  최소보다 게 가지고 있는 것, 둘째, 

때문에 빈곤은 정태 인 개념이 아니라 동태 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는 이미 1952년 연구에서 빈곤 개념은 고정 인 것이 아니라 극히 사회 인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Townsend, 1952.). 하지만, 상  박탈 개념은 Townsend 이 에도 제기되었다. 미국 군인들

의 생활행태를 연구한 Stouffer, et. al.,(1949)년 연구가 그 표 인 이다. 그리고 Townsend와 비슷

한 시기에 상  박탈과 정의를 다루고 있는 W. G. Runciman(1996)의 연구도 있다.
13) Sen(1983: 153～169)은 “빈곤에는 일 수 없는 인 핵심(irreducible absolutist core)- 컨 , 기

아(starvation), 배고픔(hunger)-이 존재하기 때문에 궁극 으로 빈곤을 인 것으로 야 한다”고 주

장하 다. 이러한 Sen의 주장은 당시 압도  상 론의 우세를 극복하고  빈곤의 개념의 복권을 시

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Townsend는 1985년 Sen의 주장에 하여 반비 하 고, 다시 Sen은 

Townsend의 논지에 하여 1985년 반반비 을 제기한 것이 빈곤 개념에서의 -상  논쟁이다.
14) Sen이 빈곤을 인 측면으로 해석한 것은 빈곤을 잠재  능력(capability)의 측면에서 보았기 때문

이다. 그도 빈곤을 재화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 성을 인정하고 있다(Sen, 198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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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스

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임

∙이러한 잠재  범주에 기 해서 빈곤의 개념은 주로  빈곤, 상

 빈곤, 주  빈곤으로 구분되어 개념화되고 측정되어 옴

－빈곤선(poverty line)은 지 까지 논의된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 여부

를 확정하기 해 거가 되는 기 선이라 할 수 있음. 빈곤선은 에서 

제시된 빈곤의 개념  구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근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음(Saunders, 2004)

∙첫 번째 방식은 재화의 장바구니 측면에서 욕구를 확인한 다음 그것을 

사기 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산기 (Budget standard)임

∙두 번째 방식은 (혹은 평균) 소득의 특정 비율과 같이 명시 으로 

상  방식으로 기 을 설정하는 소득기 (Low income standard)임

∙세 번째 방식은 최소소득기 에 한 공동체 인식에 기 한 주  기

(Subjective standard)임

∙마지막 방식은 (소득지원 여에서 반 되는 것과 같이) 소득에 한 

공식  혹은 승인된 기 에 기 한 공식  기 (Official standard)임

∙이는 각각 , 상 , 주 , 그리고 정책  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기 임. 그러나 네 가지 방법 모두 비 에서 자유롭지 못함. 그 이유

는 빈곤선에 부여된 많은 (때로 갈등 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

일한 빈곤기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비록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단일한 빈곤개념  빈곤선은 존재하지 않지

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 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빈곤선임에

는 틀림이 없음

∙그러므로 공공부조제도에서 사회  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빈곤한 자

에게 최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됨

∙그리고 한 사회의 이론  는 사회  합의에 의한 빈곤선의 높낮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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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을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왜냐하면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여기 으로 빈곤선을 직․간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15)

○ 2)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경제  효율성의 개념은 “상 인 에서 보면, 다른 방식에 비하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을 공 할 수 있는 있는 

방식을 의미함. 반면, 인 으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

지 않으면 좋아질 수 없는 상태, 추가 인 자원 투입 없이는 어떠한 추가

인 산출이 없는 상태, 생산단 당 가장 낮은 비용 등의 의미를 지닌다”

고 할 수 있음(Sullivan and Sheffrinm, 2003: 15)

∙이러한 경제  효율성은 다시 상 효율성과 산 효율성으로 구분됨

－먼 , 상 효율성(target efficiency)은 수 률(take-up rate)과 련됨

∙공공부조제도에서 수 여부(수 , 비수 ), 표 여부( 상집단, 비 상집

단)를 기 으로 나 면, 다음과 같은 세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함(〔그림 

2-1〕 참조)

∙A 그룹은 상집단이 아니나 수 하고 있는 집단이고, B 그룹은 상집

단으로서 수 하고 있는 집단이며, C 그룹은 상집단이지만 수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임

∙여기서, 수 률은 상집단(표 집단)  여를 받는 자의 비율을 의미

하므로 제도가 설계한 로 성공 으로 집행되었는지에 한 지표로서, 

수평  상 효율성(horizontal targeting efficiency, = B/(B+C))이라고

도 함. 그러므로 기 보장 사각지  비율은 1 - B/(B+C)=C/(B+C)로 

표 할 수 있음

－반면 수 집단에서 유자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수직  상 효율성

15) 여유진 연구(2005)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 소득기 (MIS), 최 소득보장(MIP), 빈곤선, 공
공부조 선정  여기 선이 직 인 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간 인 계를 보이

고 있다’라고 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규범  혹은 경험  빈곤선≒최 소득기 (MIS)≒공

공부조기 선≒최 소득보장(MIP)의 계에 있고, 미국, 국의 경우 규범  혹은 경험  빈곤선≠최 소

득기 (MIS)≠공공부조기 선≠최 소득보장(MIP)의 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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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targeting efficiency, = B/(A+B))이라고 하며, 이의 여집합이 

부정수 과 련된 지표임

∙여기서 부정 수 률은 1 - B/(A+B)= A/(A+B)로 표 됨

－한편, 산 효율성도 수평  산 효율성(horizontal budget efficiency, = 

BR/(BR+CR))과 수직  산 효율성(vertical  budget efficiency, = 

BR/(AR+BR))으로 구분되며, 그 의미는 상 효율성과 동일함. 그리고 수

평  산 효율성과 수직  산 효율성의 곱을 로그램 효율성이라고 함

(Walker, 2005)

∙ programme efficiency = 


× 




－ 부분의 복지국가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엄격한 자산조사(means test)와 보충 여(supplementary benefit) 등을 실

시하고 있음. 여기서 자산조사는 상효율성과 련되고, 보충 여는 수

자간의 형평성  로그램 효율성과 련됨

〔그림 2-1〕 대상 효율성에 대한 기본개념

A
AR B

C

CR
BR

수혜인구 표적인구

총인구

A:표적인구가 아닌 수혜자 AR:표적인구에게 가지 않은 자원

B:표적인구인 수혜자 BR:표적인구에게 가는 자원

C:표적인구인 비수혜자 CR:표적인구가 받지 못한 자원

출처: Walker, Rober (200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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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율성 개념을 공공부조제도에 교조 으로 용하

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왜냐하면 오늘날 공공부조 여는 사회권의 하

나로 정착되었거나 되어가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어떠한 사회에서나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됨. 

특히 빈곤층을 한 공공부조제도에 사용될 자원은 더욱 제한되어 있음

∙그러므로 교조 인 경제  효율성과 사회권 간의 타 이 필요함. 타 의 

산물로 정리된 경제  효율성은 “제한된 비용 하에서 공공부조제도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낭비 없이 집 으로 여혜택이 

주어지는 것”임(이두호 외, 1991: 153)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부조제도 목표로서의 경제  효율성은 경제학 인 

효율성 개념과 사회권 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3) 근로유인(work incentive)

－공공부조에서 근로유인(work incentive)은 근로능력자를 보호하기 시작한 

1795년 스핀엄랜드 제도(Speenhamland system) 이후 공공부조에서 해결

하기 어려운 숙명  과제 의 하나임

∙오늘날 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게 공공부조 는 공공부조와 유사한 소득보장 로그램으로 그들의 삶

을 일정정도 보장하고 있음

∙여기서 공공부조 수 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효용수 을 높일 

수 있는 합리 인 선택이 됨16). 그 이유는 일반 으로 여가(leisure)가 

정상재(normal goods)이기 때문임

∙반면, 일을 할 경우 근로유인 장치가 없는 순수 보충 여방식에서는 근

로소득의 부가 보충 여로 인해 감소됨. 결국 순수 보충 여17)에서 근

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 자의 경우 부(-)의 소득효과(income effect)

16) 그러나 보장하는 수 (최 생계비)이 낮을 경우 수 자들은 일을 하게 된다.
17) 본 논문에서는 근로유인 장치가 없는 보충 여방식을 순수 보충 여라고 개념 정의한다.



118∙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와 부(-)의 체효과(substitution effect)로 인하여 근로의욕을 약화시킴. 

이러한 이유에서 근로유인은 공공부조제도의 주요한 목표가 됨

－공공부조 수 자의 근로동기, 즉 노동공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경기

변동모델(Blank & Blinder, 1986), 빈곤문화이론(Banfield, 1968; 

Rosenbaum & Popkin, 1991; Spicker, 1993), 합리  선택이론(Moffitt, 

1992; Edin & Lein, 1997) 등이 있음(박능후, 2005). 이 에서 수 자

의 근로동기 강화를 해 직  정책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은 

합리  선택이론임

∙합리  선택이론(rational choice model)은 노동을 통해 얻는 이익

(benefits)과 그 가로 지불하는 비용(costs)을 효용의 개념으로 일원화

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효용이 최 가 되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 진입과 노동시간을 결정한다고 설명함. 여기서 노동을 통해 얻는 

이익의 본원 인 형태는  보상인 소득이며, 비용은 여가의 상실임

∙따라서 근로에 참가하는 수 자의 소득을 높여 으로써, 수 자의 근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  주장이 가능해짐. 이 을 감안하여 오

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 공공부조제도의 목표간 상충

⧠사회  성(social adequacy), 근로유인(work incentive), 경제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이라는 공공부조제도의 목표는 서로 상충하고 있음(Ozawa, 

1978; 이두호 외, 1991; Schiller, 1995; Blank, et al., 1999)

○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 간의 상충

계를 다음과 같이 매우 유사한 표 으로 지 하고 있음

－ “이상 인 소득층의 소득보장 로그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경제  효율성), 한 여를 주되(사회  성), 수혜자 혹은 

비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크게 하시키지 않는 방안이다(근로의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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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어진 비용 내에서 이러한 세 가지 목표들을 모두 이루는 것은 불

가능하며, 어느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하여 다른 목표가 회생되어야 한

다(Ozawa, 1978: 37～55).”

－ “빈곤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해서는 높은 수 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며, 빈민 스스로의 지  향상과 고용을 진하기를 원한다면 보다 낮은 

한계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한 복지 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한 수

으로 낮추고 싶다면 빈민에 한 로그램 용 범 를 제한해야만 한다. 

이 모든 목표들- 소득보장, 근로의욕 제고, 비용의 최소화-은 가치 있는 것

이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목표들은 

상호배타 이다(Schiller, 1995: 221～223).”

－ “다시 말하면, 근로의욕과 사회  성의 목표를 이루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경제  효율성이 악화된다. 반면, 경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근로의욕 혹은 사회  성 둘  하나가 반드시 희생되

어야 한다(이두호 외, 1991: 154).”

○ 1) 사회  성과 경제  효율성의 상충

－사회  성(social adequacy)과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은 

공공부조제도가 추구해야만 하는 목표들임

∙하지만, 이 목표들의 이면에는 분배정의에 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와 

간의 이념 립이 존재하며, 공공부조의 욕구 충족원칙과 자본주의  효

율원칙 간의 립이 놓여있음

－평등주의자인 코헨(G. Cohen, 1978)은 양실조 어린이에게 우유를 사주

기 하여 백만장자에게 조세라는 강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소극  자

유를 제약하나 실질  자유(effective liberty)를 증진시킨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극단  평등주의자인 닐슨(K. Nielsen, 1978)은 기회의 평등을 동

등한 자유, 동등한 자존심 내지는 도덕  자주성(moral autonomy)을 보장

해 주는 포  개념으로 해석함. 왜냐하면 소득과 재산의 편 은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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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을 창출하고 이는 기회 균등을 원 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임

∙그러므로 필요나 기호의 차이에 의한 약간의 조정은 인정하지만, 균등한 

재산  소득의 분배를 주장함. 결국 기회의 평등과 소득․재산의 평등

한 분배는 동일하다는 결론임

∙이러한 평등주의 은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

지고, 이는 사회  성의 철학  기반이 됨

－반면, 우  “자유주의18)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

들만을 소유’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이므로 정의라는 이름하에 개인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구, 1990: 44). 

표 인 자유주의 철학자인 노직(R. Nozick, 1974)은 그 서『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사람은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목  

그 자체여야만 한다는 칸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인의 권리는 어떠

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떤 목 의 달성을 

해 희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그러므로 최소한의 정부

(minimal state)가 최선이라고 주장함

∙이러한 우  자유주의 은 경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하여 기회

의 균등은 인정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부정함. 그러므로 사회  성

이라는 공공부조의 목표는 우  자유주의 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가 됨19)

－한편, 효율의 원칙을 교조 으로 용하면 공공부조제도 존립 자체를 부정

18) 자유주의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그 이(J. Gray)는 자유주의를 17․8세기 자연권 사상에 기 하여 형

성된 ‘자연권 자유주의(natural rights liberalism)',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도덕철학에 기 하여 형성된 '
칸트  자율주의(Kantian liberalism)', 그리고 벤담과 의 공리주의 사상에 기 한 '공리  자유주의'로 

분류하고 있다(Gray, 1986). 김비환(2005)은 민주주의보다는 시장에 더 근본 인 요성을 부여하는 ‘우
익 자유주의’와 시장경쟁에서 래되는 부의 불평등이 민주  평등원리를 지나치게 왜곡시키지 않도록 제

한 이나마 국가의 개입주의  분배정책을 지지하는 ‘좌익 자유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극

단 인 평등주의와 우  자유주의를 립각으로 세워 사회  성과 경제  효율성을 기술한다. 
19) 노직은 분배  정의를 달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서,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는 용어 자체가 립 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격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하면서 '소유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justice in holdings)'이라는 용어로 체할 것

을 주장하 다(Nozick,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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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음. 공공부조에 투입되는 산이 공공부조 비수 자의 세 이므

로, 경제  효율성의 개념 의 하나인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없는 상태’와 상충하기 때문임

∙공공부조와 효율성의 타 지  의 하나가 신빈민법 이후의 공공부조의 

여액이 최소 근로소득－오늘날로 보면 최 임 －보다 낮아야 한다는 

소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임20)

－이에 비해, 욕구(needs)의 원칙은 사회 인 ‘기본욕구’(basic needs)를 충

족시키기에 한 수 -사회  성-과 련됨. 여기에서 공공부조 여

는 시장의 교환원리와는 다른 ‘욕구’에 기 해야 한다는 것임21). 그러나 

사회 인 기본욕구가 무엇인가에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다만, “이때의 ‘사회  기본욕구’란 단순한 ‘신체 인 효율’(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  욕구 수 을 넘어서 그 사회의 사회경제

 수 에 비추어 최소한의 품 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 인 

상  욕구를 반 하여야 한다는 에 해서는 － 어도 시민권론을 

옹호하는 입장 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여유진, 2005)

－이러한 효율기 과 욕구기 은 실에서 실질 인 상충(trade-offs)으로 나

타날 수 있음

20) 이와 련하여, 네오맑스주의자들은 공공부조 여가 자본주의 체제의 기능에 필수 인 규모의 산업

비군을 확보하기 해 낮게 설정되지만, 여는 노동의 재생산을 보장할 정도로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체로 한 공공부조 여는 개인의 근로동기를 침해하며, 고용주의 노동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 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경제의 기능을 왜곡하지 않기 해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ehrehdt, 2001).
21) 구딘(Goodin, 1988)에 의하면 시장은 ‘원함’(wants) 혹은 ‘바램’(desires)의 만족에서 출발하지만, 복지

국가는 ‘필요’(needs)의 만족에서 출발한다. 이 때 필요가 원함이나 바람보다 우선성을 가진다는 근거로

는 첫째, 객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에 비해 우선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순한 바램에 비해 비의지 인 필요에 우선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

가 사람들의 객  필요에 여하는 한에 있어 사람들의 주 인 바램에만 응하는 시장보다 우월한 

근거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이로운 것을 충족하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더 큰 효율을 

가지며, 따라서 해로움을 피하는데 일차  목 을 가지는 필요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단순히 필수 이

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는데에만 목 을 두는 바램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필요는 원함이나 바램보다는 상 으로 더 긴 한 요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는 

어떤 사람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어떤 혹은 모든 최종목 (ends)을 달성하기 한 필수  제조건 혹은 

도구인 재화, 조건 혹은 환경, 즉 ‘보편 으로 필수 인 도구’가 된다는 이다(여유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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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 만약 최 임 이 ‘어떤 사회에서 단신 노동자가 최소한의 건강

하고 문화 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이라는 개념에 기 해 있

다고 가정한다면, 욕구기 과 효율기 은 종종 상충할 수 있음. 즉, 효율

기 의 최소비용 원칙에 의하면 최 생계비는 최 임  미만이어야 하는 

반면, 욕구기 의 기본욕구 충족 원칙( 정보장)에 의하면 최 생계비는 

어도 최 임 과 동일수 이어야 함22)

∙  다른 로, 만성질환으로 인해 의료욕구가 높은 노인의 경우 건강한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욕구 수 을 가지며, 따라서 욕구기 에 의하면 

실질 인 복지 여의 수 이 노동자의 임 보다 높아야 하지만 이는 효

율기 을 반하는 것이 됨. 이러한 상충성의 요소  후자의 욕구기

은  복지국가에서 비교  쉽게 용인되는 반면, 자의 에서는 효

율기 이 욕구기 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보통임23)

－결국 “오늘날의 공공부조제도는 자조(self-help)라는 자본주의의 근본가치

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시민권 간에 매우 아슬아슬한 타기

를 하고 있다”(여유진, 2005)고 볼 수 있음

∙ 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 한의 생활

보장을 의미하는 사회  성과 빈곤층만을 상으로 낭비 없이 여

를 제공하여야 높아지는 경제  효율성 간에는 분배  정의, 이념  배

경, 기본가치, 원칙 등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임

∙이상의 사회  성과 경제  효율성 간의 상충성을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음

22) 이 때 유의할 은 흔히 효율의 기 은 개인단 로 설정되지만, 욕구의 기 은 경제  공동체, 즉 가족

이나 가구단 로 설정된다는 이다. 컨 , 최 임 은 1인 근로자 단 로 설정되는 경우가 부분이지

만, 공공부조의 선정  여 기 이 되는 최 생계비는 가구단 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 이러한 

이유로 1인 최 임 과 표 가구 4인 최 생계비를 비교하여 최 생계비 수 이 과 하다고 평가하는 연

구자가 있는데 이는 상이한 기 을 동일 수 으로 가정하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3) 이러한 이유로 노령자에 한 최 소득보장(주로 기 연  혹은 최소연 )의 수 은 노동자에 한 최

소득보장(주로 공공부조 혹은 실업 여)의 수 보다 높은 것이 일반 인 추세이다. 한 극단으로, 미국의 

경우 노인․맹인 등에 해 SSI와 같은 범주  공공부조가 주어지지만, 근로연령의 빈민에 해서는 

외 인 편모가구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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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사회적 적절성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상충성

공공부조제도 목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분배적 정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이념적 배경 효율성 연대성

기본가치 자조 기본욕구충족

원    칙 최소비용 적정보장

○ 2) 경제  효율성과 근로유인의 상충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특히 로그램 효율성-을 담보하기 

하여 공공부조에서는 보충 여를 실시하고 있음

∙근로유인(work incentive) 장치가 없는 순수한 보충 여 하에서는 공공

부조 수 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액수만큼 여

가 삭감됨. 즉, 수 자의 근로소득이 여상한선(국민기 생활보제도의 

경우 여기 선) 이하에 있는 한 추가 인 근로소득에 한 한계세

율이 100%(근로장려  0%)에 해당하여 합리  선택이론(rational 

choice model)에 의하면 수 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동기가 심각하

게 훼손됨. 이 이 일반 인 노동시장과 다른 임

∙일반 인 노동시장에서는 체효과는 정(+)의 값을 보이나 근로유인 장

치가 없는 공공부조에서는 보충 여 때문에 체효과가 부(-)로 나타남

(정갑원․정균승 외, 1989)

－ [그림 2-3]은 보충 여방식 하에서 공공부조 수 자의 노동시장 참여시간

과 소득변화간의 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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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선분 AB는 노동공 이 0인 상태의 비근로소득, 선분 AC는 

소득보장수 (guaranteed income), 선분 BC는 보충 여액을 나타냄. 선

분 BF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임 소득선임

∙근로 유인장치가 없는 순수 보충 여하에서 수 자가 OD' 이내의 근로

를 하면 임 은 선분 BD를 따라 증가하지만 그 액수만큼 공공부조 

여가 삭감되므로 수 자의 가처분소득은 CD로 고정됨. 그러므로 이 범

 내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려도 수 자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지 않음

∙수 자가 OD'를 과하여 노동을 하게 되면, 임 소득이 수 요건을 

과하게 되어 수 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부터 가처분소득은 근로시간

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됨

∙그러므로  수 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OD' 범 내에 있으면 굳이 근로시

간을 늘릴 이유가 없으며, 아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단념할 수도 있음

－여기서 수 자의 근로소득에 하여 일정비율(r)을 공제하여 비용처리 해주

거나, 일정비율(r)에 해당하는 근로장려 을 지 하는 경우 수 자의 가처

분소득선은 CGEF로 바뀜

∙새로운 가처분소득선이 주어졌을 때 수 자가 어느 수 의 노동공 을 

결정할지 사 으로 알 수는 없음. 하지만, 그 효과는 기 보다는 낮을 

것으로 단됨. 그 이유는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는 언제나24) 부(-)

이기 때문임

∙그리고 보충 여 하에서 일정 정도의 근로장려 을 받더라도 근로시간 

증가 시 여를 포함한 시간당 임 률은 감소함. 시간당 임 률이 감소

할 경우 체효과는 부(-)로 나타남

∙결국 근로장려  비율(r)이 100% 미만일 경우 근로유인을 한 추가 

산이 투입될지라도(경제  효율성을 상실할 지라도) 근로유인을 기 하

기 어려움

24) 이하의 본 논문에서는 여가를 정상재(normal good)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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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력한 근로유인 정책 등으로 공공부조 수 자의 임 률이 상승하

면, 노동자의 노동공 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체효과(substitution effect)  보다 큰 효과에 의해 좌우됨

(Moffitt, 1992)

∙ 컨 , 보충 여 하에서 시간당 임 률을 상승시키기 해서는 근로장

려 률이 100% 이상25)이어야 가능함. 이 경우 체효과가 정(+)으로 

나타남. 여기서 정(+) 체효과가 부(-)의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이 의 

수평 인 가처분소득선에 비해 새로운 가처분소득선이 상방이동 하고, 

노동-여가의 무차별곡선과의 도 좌상향 이동할 것으로 기 됨

∙만약 노동-여가 무차별곡선이 그림과 같이 주어진다면 균형 은 G에서 

이 지고 수 자는 OG' 만큼의 노동을 공 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됨

∙따라서 이 에 노동을  하지 않거나 OD' 이내의 범 에서 노동을 

하던 수 자는 OG' 만큼 노동공 을 하고자 의도하게 되므로 근로유인

이 제고될 것임

가처분

0

근 로

E' D'

E

D
C

B

A

slope=-

slope=

slope=-W(1

〔그림 2-3〕 공공부조 수급자의 노동공급 이론모형

F

G'

G

출처: 박능후(2005).

25) 공공부조제도에서 100% 이상의 근로장려  비율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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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로그램 효율성-을 담보

하기 한 보충 여는 공공부조 수 자의 근로유인을 해함. 다만, 강력한 

근로유인 정책 등으로 정(+) 체효과가 부(-)의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만 

근로유인이 기 됨

∙반면 상 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이기 한 자산조사(means 

test)는 수 자뿐만 아니라 비수 자의 노동을 해할 가능성이 높음

∙차상  계층의 경우 수 자 선정기 을 감안하여 노동시간을 임으로써 

수 자가 될 수 있고, 수 자의 경우 자산조사의 결과가 보충 여로 나

타나므로 앞의 논리에 따라 근로 하가 발생할 수 있음

○ 3) 근로유인과 사회  성의 상충

－ 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 여기 으로 최 생계비가 직

간 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므로 사회  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측

정도구 의 하나는 최 생계비 수 임. 그리고 술한 바와 같이 근로의

욕은 소득효과와 체효과의 크기로 결정됨

∙여기서 만약 최 생계비 수 이 매우 높다면 공공부조 수 자의 근로의

욕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높은 수 의 소득보장은 소득효

과로 인하여 근로의욕이 감소할 수 있음

∙그리고 보충 여 하에서 시간당 임 률은 감소하므로 체효과도 부(-)

로 나타남. 결국 높은 수 의 최 생계비하에서는 근로유인은 기 할 수 

없음. 이러한 상충 계가 발생하는 것은 공 이 이 수 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여가의 가격은 하락시키는데서 찾을 수 있음

∙반 로 최 생계비 수 을 낮게 설정하면 근로유인은 제고되지만, 사회

 성을 훼손하게 됨26)

26) 엄 한 의미에서 근로유인과 사회  성 간 상충 계는 소득효과에 보다 무게 심을 두고 있는 반

면에, 앞에서 논의한 근로유인과 경제  효율성 간의 상충 계는 체효과에 무게 심을 두고 있다. 그
러나 설명에서는 두 효과를 분리하여 기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효과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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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노동공 함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함. 먼  일반노동시장을 살펴

본 후 공공부조 수 자의 노동공 함수를 살펴보도록 함

∙개인들의 노동공  수 은 본인의 효용을 극 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됨. 

식 (1)은 소비와 여가의 극 화 과정에서 최  여가시간  노동시간이 

결정됨을 보여 주고 있음

∙          ..............................(1)

     여기서, C : 소비, L : 여가, w : 임금률,  H : 근로시간, Y : 비근로소득, T : 총부존시간

－한편, 노동공 시간(H)은 식 (2)와 같이 임 률( w)과 비근로소득(Y)의 함

수로 표 할 수 있음. 진 인 조세체계의 경우 한계세율이 변화하는 지

에서 굴곡이 발생하여 비선형 산집합에서 노동공 에 한 의사결정을 

해야 함. 비선형 산제약조건에서는 개인 선택이 선형제약과는 다르기 때

문에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한데 그러한 방법  하나로 Hall(1973)은 

‘가상 인 소득27)’의 개념을 사용하 음. 동 개념을 용하면 진 인 과

세가 부과될 경우의 노동공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됨

∙ H i=h ( w ij, y ij,X i, ε i).........................................................(2)

     (i = 1,2,3...n명  j = 1,2,3...J개 한계세율)

－  식의 H i, w ij, y ij에 해 로그 선형화하면 추정을 한 기본방정식

을 얻을 수 있음

∙ lnH i=β 0+β 1lnw ij+β 2lny ij+β 3X i+ ε i....................(3)

－ 의 식에서 β은 임 탄력성으로 시간당 임 의 1%변화에 의해 유발되

는 노동시간의 변화율을 의미함. β의 기울기에 따라 노동공 곡선의 형태

가 결정됨

∙β이 양(+)의 값을 가지면 노동공 곡선은 우상향하며, 음(-)의 값을 가

27) 가상 인 소득이란 어떤 개인이 노동공 을 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 는 비근로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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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경우 노동공 곡선은 후방굴  형태를 지님. 여기서, β을 슬러츠키

(slutsky) 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함

－슬러츠키 방정식은 임 변화로 인한 근로시간의 변화를 체효과와 소득효

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두 효과의 차이에 의해 임 변화에 한 

근로시간의 변화를 악할 수 있는 방정식임. 슬러츠키 방정식 양변에 

/H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됨

∙

∂∂  

  =   

U = U

∂∂ ․

  + ․

∂∂  ...............(4)

∙여기서 좌변은 임 탄력성, 즉 비보상임 탄력성(uncompensated wage 

elasticity)을 나타냄. 이는 (3)식의 β을 나타낸 것임

∙우변의 첫째항은 체효과를 반 하는 것으로 흔히 보상임 탄력성

(compensated wage elasticity)이라 함. 이는 효용이 U 로 일정한 상

태에서 임 변화 시 노동의 변화를 탄력성으로 나타낸 것임

∙우변 둘째 항은 소득효과를 나타냄. 체효과의 경우 동일 무차별곡선상

에서 임 변화 시 노동공 시간변화를 나타내며 소득효과의 경우 임  

불변을 가정할 때 소득의 증 가 노동공 시간에 미치는 변화를 나타냄

∙일반노동시장에서 체효과는 임 의 변화방향과 노동공 시간의 변화 

방향이 항상 같기 때문에 늘, 양(+)의 부호를 가지게 되지만, 소득효과

는 통상 여가를 정상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됨

－그러나 공공부조제도에서는 달라짐. 그 핵심 이유는 공공부조의 여 방식

이 보충 여이기 때문임. 보충 여를 식 (3)에 반 하면 다음과 같은 식 

(5)의 공공부조 수 자 노동공 함수가 유도됨. 이는 식 (3)의 임 률( w)

을 보충 여하의 임 률((p-rE)/t)로 체한 것임

∙ ln   lnln  ..........................(5) 

     여기서, p: 현금급여기준선, r: 한계세율, E: 근로소득, t: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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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서 보충 여 하의 임 률((p-rE)/t)은 노동시간이 증가할 경우 감

소함. 이 결과 일반노동시장과는 달리 보충 여 하에서는 체효과마 도 

기 할 수 없음. 이때 만약, 여기 선이 높을 경우 소득효과는 상

으로 더 증가하고, 임 률을 감소시키는 소득구간을 증가시키므로 노동

공 은 더 어들게 됨. 따라서 사회  성과 근로유인은 서로 상충됨

∙한편 ‘근로능력 있는 빈자의 높은 공공부조 여액’은 수 자뿐 아니라 

비수 자의 근로동기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됨. 이에 편승한 논리가 공공

부조의 여액이 최소 근로소득－오늘날로 보면 최 임 －보다 낮아야 

한다는 소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임28)

○ 4) 종합: 목표들 간의 상충

－이상의 논의에서 공공부조 목표간 상충 계를 심으로 살펴보았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공공부조에서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해서는 근로장려 시스템을 두고, 

여감소율(benefit reduction rate)을 낮게(근로소득공제 비율을 높게) 

설정하여야 함. 여감소율이 낮을 경우 공공부조 산이 증가되어 산 

효율성을 훼손하게 됨

∙그리고 여감소율(근로소득공제율)을 선정에서 용하면29) 근로소득공

제제도를 두지 않을 경우 수 자가 되지 않던 가구들이 수 자로 선정

됨. 이는 상 효율성을 하시킴. 결국 근로유인을 한 근로소득공제

는 경제  효율성을 해함

－경제  효율성을 견지하기 해 공공부조 선정  여기 을 낮추면 사회

 성을 훼손하게 됨. 그리고 사회  성을 담보하기 하여 높은 

28) 열등처우의 원칙은 경제  효율성과 사회  성 간의 타 지 이자, 사회  성과 근로유인 간의 

타 지 이라고 볼 수 있다.
29)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선정에 용하지 않을 경우 수 자와 비수 자간의 가처분 소득차이가 커져 탈수

을 해하는 효과 즉, 빈곤함정(poverty trap)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선정에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서도 선정에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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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수 자 선정  여기 을 용하면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근로 하를 야기함. 이들 목표 상충성 계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음

〈표 2-5〉 공공부조 목표 간 상충성

목표 의의 및 조건 정책 수단 다른 목표와의 상충성

사회적 적절성

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수준 보장
적정 선정․급여기준선 적용 

경제적 효율성 훼손

근로저하(소득효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낮은 

급여 제공

낮은 선정․급여기준선 적용 사회적 적절성 훼손

보충급여 실시, 자산조사 강화 
근로저하(소득효과 및 

대체효과) 
낮은 선정․급여기준선 

적용(우파적 정책수단) 사회적 적절성 훼손 
근로유인

제고

노동능력자의 노동활동 

유도 낮은 급여감소율(예, 0～50%) 
적용(중도 좌파적 정책수단) 경제적 효율성 훼손

－더 나아가 이러한 목표 상충성은 정책결정자들을 딜 마에 빠지게 만듬. 

복지국가 기 이후 정책결정자들은 이른바 ‘복지개 의 철의 삼각(the iron 

triangle of welfare reform)30)’으로 불리는 상충 인 3  정책목표들 사

이에서 고심하고 있음(Blank. et al., 1999)

∙이는 마치 “빈곤지수가 지녀야 할 세 가지의 기본공리를 만족하는 빈곤

지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Kundu and Smith(1983: 423～434)의 

‘불가능성 정리’를 연상  함31)

∙이 결과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목표 가운데 어느 것이 강조되느냐 하

는 것은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인 제 상황 속에서의 선택일 뿐

30) Blank. et al.은 철의 삼각의 축으로「 소득계층의 생활수  향상」,「근로동기와 자립의 강조」,「정부

재정부담의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을 의미한다.
31) A. kundu and T. Smith가 1983년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에 발표한 그들의 논문 An 

Impossibility Theorem Poverty Indices에서 ‘상방이 의 공리’, ‘빈곤증가의 공리’, ‘비빈곤 증가의 공

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존의 빈곤지수는 없고, 기존의 빈곤지수들을 어떻게 수정하여도 세 가지 공리

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불가능성 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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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음(Leman and Townsend, 1974: 205～211)

－공공부조 목표들은 마치 고르디아스의 매듭(Gordian knot)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음. 이를 풀기 하여 인류는 근로능력자에게 낮은 정책빈

곤선 용, 수 제한, NIT, EITC, 여기간제한 등의 다양한 실험을 해 

왔고, 오늘에도 이 실험들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에 한 

해답을 명쾌하게 얻을 것은 아님. 그러나 이에 한 해결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함. 이것이 본 논문을 시작하게 된 동기임

∙하지만 이 한 ‘ 자의 돌(philosopher's stone)’을 찾는 행 일지도 모

름. 그러나 재로서는 ‘ 자의 돌’을 찾는 과정에서 고르디아스의 매듭

(Gordian knot)을 완 하게는 풀지 못하더라도 푸는 단 만이라도 얻는

다면 그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임

  3. 공공부조제도 시행상의 한계

⧠공공부조제도의 황

○ 사회복지사(史)에서 커다란 환 이 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는 5  사회

악-궁핍(want),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

(squalor)-을 사회보장제도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여기서 궁핍이란 빈곤을 의미하며, 빈곤해소를 한 직 인 책이 소득

보장정책임. 빈곤에 처하는 소득보장정책은 체로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 조세제도로 범주화될 수 있음

○ 기여(contribution)․비자산조사(non-means test)가 특징인 사회보험은 연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표 으로 꼽을 수 있음

－비기여‧비자산조사를 특성으로 하는 사회수당은 외형 으로 드러난 인구학

 요건만으로 여가 주어짐. 사회수당으로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

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를 제로 한 수당은 도입되고 있으나, 진정

한 의미의 사회수당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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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공공부조제도에 선행하여 수 받는다는 에서 

방  차원의 빈곤 책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공공부조는 비기여․자산조사를 특징으로 한 최후의 사회안 망(last 

social safety nets)임. 즉, 이미 빈곤에 빠진 계층을 상으로 직 인 빈곤

해소를 목 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이 공공부조제도임

○ 공공부조제도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자산조사(means test)를 한 

후 개별가구의 능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  이하일 경우 수 자

로 선정함. 기 선으로 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정책 빈곤선을 용하고 있

으며, 이는 사회  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우리나라의 정책 빈곤선은 3년 단 로 계측되는 최 생계비임. 비계측연도

에는 주로 물가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최 생계비를 사용하고 있음. 최

생계비는 이론 으로 지역, 가구규모,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짐. 그러나 

재 우리나라에서 용되고 있는 정책 빈곤선은 소도시 세기  가구규

모별 최 생계비임

○ 이와 같이 공공부조에서 경제  효율성과 사회  성을 담보하기 한 노

력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의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그러나 근로유인 정책의 경우 다양한 근들이 시도되고 있음

－미국· 국처럼 근로능력자를 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운 하거나,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같이 근로능력자들을 아  선정· 여에서 배제하기도 함

－ 행 우리나라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지 않

고 수 자로 선정한 후 조건부 수 자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자에 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조건부 수 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여를 

지원하지 않고,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여액을 감액시키고 있음

－이러한 시도는 사회  성의 수 을 낮추어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임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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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한계

○ 사회  성(social adequacy)을 담보하기 하여 부분의 국가들은 정책 

빈곤선을 설정하고, 이를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여기 으로 사용하고 있

음. 1980년  빈곤에 한 -상  논쟁에서 빈곤의 상 성이 인 우

를 한 것과는 조 으로 복지국가 기 이후 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책 

빈곤선은 상 으로 낮아지고 있음(Nelson, 2004)

－이러한 은 우리나라도 외가 아님. 정책 빈곤선이 상 으로 낮아지고 

있는 요인을 공공부조 외 인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공공부조 내부

의 사회  성이 경제  효율성  근로유인과 상충하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술한 바와 같이 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로그램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빈곤선과 가구소득과의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보충 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보충 여는 소득의 하향신고, 근로 하 등의 문제 을 야기함. 보충

여의 경우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여가 늘어나는 구조임. 그러

므로 행정 으로 실제소득 악이 매우 어려운 실에서 합리 인 수 자

라면 소득신고를 낮게 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경제  효율성을 해함

－다음으로 근로 하에 하여 살펴보도록 함. 공공부조 상 계층이 부분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다수가 근로가능인구

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공부조에서 수 자의 근로동기를 어떻게 고양하느냐 

하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됨. 우리나라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한 

동일한 문제 을 안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스펙트럼의 양 극단 정책의 수단은 당근과 채 (carrot and stick)임. 이를 유

형화해보면,  제재형(sanction type), 리형(management type)32), 인센티

32) 리형은 제재형과 인센티 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재형과 인센티 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리형은 인 지원이 없다는 에서 그리고 채 의 성격이 약하다는 에서 본 논문에서는 3
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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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incentive type)으로 범주화됨

－제재형(sanction type)은 근로능력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여자

격을 제한하여 근로를 유인하는 체계로서 일종의 근로강제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33)

－ 리형(management type)은 근로능력 별을 통해서 수 자 에서 근로

능력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도

록 리하는 행정 지도형 체계를 의미함. 이러한 형태의 로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 제도(자활사업)를 들 수 있음

－인센티 형(incentive type)은 근로소득에 해 재정  인센티 를 제공하

는 형태임. 미국 공공부조 로그램에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취업장려 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근로장려 제 등이 이에 해당됨

○ 이와 같은 다양한 근로유인  강제정책을 통해 부분 인 는 어느 정도의 

근로를 기 할 수 있지만, 경제  효율성 는 사회  성을 훼손하는 결

과를 래함

－ 컨 , 수 자격 제한이라는 극단 인 근로강제정책은 최 생활을 보장하

지 못하는 결과를 래함. 그러므로 사회  성을 훼손하게 됨. 그리고 

근로장려  지원은 이론  측면에서 산 비 그 효과가 미미함. 결국 낮

은 근로유인과 높은 경제  효율성 훼손이라는 결과를 래함

－근로유인제도의 유형별 장단 을 살펴보면 아래 <표 2-6>과 같음

33) 제재형을 다시 분류하면 공공부조 수 자격 제한형, 수 기간 제한형, 여 제한형, 여 수  

제한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공공부조 수 자격 제한형은 근로능력자에게 공공부조 수   자활사업

에 먼  참여토록 하는 형태이고(work first), 수 기간 제한형은 수 자 특히 근로능력자에게 수 기간을 

제한하는 형태이다. 컨 ,  생애에 걸쳐서 5년 이상, 연속해서는 2년 이상 수 할 수 없는 미국의 

TANF가 이에 해당된다. 여 자격 제한형은 근로능력자에게는 아  여를 하지 않는 형태이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여 수  제한형은 여상한액을 여기 선 이하로 

설정하는 형태이다. NIT( 튼 리드만(안))와 행 국민기 보장제도의 조건부 수 제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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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근로유인제도 유형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제재형 가장 강한 근로유인
가장 저급한 정책수단으로서 기초보장이 

되지 못함

관리형 관리에 의한 근로참여 가능

보충급여 체제하에서는 근로유인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듦. 관리비용의 

증가

단순 인센티브형
근로유인이라는 부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수급자의 근로유인 정책으로서는 예산 

투입대비 효과 미흡

출처: 김미곤 외(2008).

○ 한편, 행 공공부조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탈수 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이 있음. 원활한 탈수 을 해서는 근로능력

자에 한 체계 인 인 ․물  자본 확충과 함께, ‘탈수  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함

－이를 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수 자

부터 차상  계층까지를 그 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할지라도 ‘탈수  후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장려세제(EITC) 여율, 여기 선 등의 다양한 변

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함

－그런데, 부분의 국가들의 근로장려세제(EITC) 여율은 공공부조 수 자

와 비수 자 모두 동일하고, 공공부조 수 자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공

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를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진 인 가처분소득 증가체계 구축은 지난한 작업이 됨

－ 2010년 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수 자는 근로장려세제(EITC) 

상이 아님. 그러므로 진 인 가처분소득 증가체계 구축은 외국보다 쉬울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의 여수 이 여기 선에 비하

여 무 낮아 동 체계 구축은 어려움

○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수 자가 탈수 을 하게 되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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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부분의 물 여 수 자격도 상실하게 됨. 이 결과 빈곤함정

(poverty trap)을 악화시킴

－빈곤함정이 존재할 경우 수 자는 탈수 을 기피하게 되고, 차상  계층은 

수 자로 편입되려는 욕구가 강해짐

제3절 재산의 소득환산제34)

  1. 공공부조제도와 재산기준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에 한 최종 인 사회안 망(last social safety net)임. 

그러므로 공공부조제도와 선정기 으로서의 재산기 의 계를 살펴보기 해

서는 빈곤에 한 개념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임

○ 빈곤을 엄격하게 정의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님. 그럼에도 빈곤을 개념 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작 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기본 이고 

일차 인 과업 의 하나이며,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  의 하나인 재산기

을 논하는 출발선이 되기 때문임

○ 스미스(Smith, 1776), 라운트리(Rowntree, 1901), 타운젠드(Townsend, 

1962), 센(Sen, 1981) 등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1960~70년 후로 

빈곤 개념은  개념에서 상  개념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빈곤의 개념  정의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잠재  측정범주들이 

포함됨. 첫째 ‘객 으로 정의된  최소보다 게 가지고 있는 것’, 둘

째 ‘상 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스

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구분됨

34) 회의  담공무원들이 제기한 문제의 근 에는 공공부조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련된 문제임. 
이에 하여 정리된 연구(김미곤 외, 2011)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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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빈곤선(poverty line)이란 빈곤 개념을 화폐 단 로 나타낸 수치이며, 

계측방식에 따라 빈곤선, 상 빈곤선, 주  빈곤선으로 나 어짐

○ 비록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단일한 빈곤개념  빈곤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 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빈곤선임에는 틀

림이 없음. 그리고 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여기 으

로 빈곤선을 직·간 으로 활용하고 있음

⧠공공부조제도 수 자 선정· 여기

○ 공공부조제도 선정  여방식은 그리스 신화의 ‘Dike의 천칭’과 유사함

－ 컨 , 천칭의 한축에 객  기 인 빈곤선(≒최 생계비)을 두고, 다른 

한축에 개별가구 능력이 얼마인지 비교하여, 개별가구의 능력이 최 생계

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기 을 충족하면 수 자로 선정되는 체계

임. 그리고 여는 천칭이 기울어지는 만큼 여함. 이를 보충 여라고 함

－그러므로 엄 한 의미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여기 은 최 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 이 되고, 소득이나 재산수 은 개별가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됨. 이들에 해 기 과 능력지료로 나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함

○ 기   빈곤선(≒최 생계비)에 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논외로 함. 

선정기  의 하나인 부양의무자기 은 가족부양우선 원칙을 반 한 기 임. 

가족부양원칙이란 잘사는 가족이 있을 경우 국가의 도움 에 이들이 수 권

자를 우선 으로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임. 그러나 모든 국가의 공

공부조제도에 부양의무자기 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님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공공부조제도에 부양의무

자기 이 아  없음. 반면, 가족 간의 유 계를 상 으로 강조하는 

륙국가(독일, 오스트리아 등)와 동 아시아 국가들은 부양의무자기 을 두고 

있음. 동 기 을 두는 나라에서도 부양의무자의 범 , 부양능력 정기  

등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라 다름

－우리나라의 경우 상 으로 매우 강한 부양의무자기 을 두고 있음(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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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외, 2003)

○ 다음으로 개별가구의 능력 지표에 하여 살펴보도록 함. 개별가구의 능력지

표에는 소득(income), 소비(consumption), 부(wealth), 근로소득획득능력

(earnings capacity), 선택집합(choice sets), 수행능력(capabilities) 등 매우 

다양함. 그러나 일부 지표들은 양화(量化)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

－첫째, 측정상의 문제임. 를 들어 근로소득획득능력, 수행능력 등의 경우 

정확한 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움. 한 소비의 경우에도 신뢰성 있는 자료

를 구하기 어려움. 컨 , 내구재의 소비를 어떻게 계산하고, 서비스에 

한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착하게 됨

－둘째, 다양한 자원들 각각을 정확히 측정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자원들을 

동일척도로의 환산(commensurability)하기 어려움. 컨 , 유량(flow)으

로서의 소득과 량(stock)으로서의 부를 동일한 척도로 환산하기 어려움

○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부분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에

서는 소득기 과 재산기 을 각각 용하고 있음. 즉, 소득과 재산이 각각의 

기  이하일 경우 수 권자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도 2002년까지 수 자 선정기 으로 소득기 과 재산기 을 각각 

두는 방식을 채택하다가,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기 35)으로 체하 음

－선정․ 여 련하여 소득기 과 재산기 을 각각 두는 방식과 소득인정액 

방식 간의 주된 차이 은 자의 경우 재산수 이 선정에만 향을 미치

나, 후자의 경우 선정과 여에 동시에 향을 다는 임

⧠공공부조의 원리와 재산기

○ 앞에서 재산이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여에 향을 주는 논거로 개별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을 들었음. 즉, 객 인 기 인 최 생계비에 

칭되는 개별가구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의 하나가 재산이므로 이를 공

35) 소득인정액은 기 이라기 보다는 개별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나 『국민기 생활보장사업

안내』를 비롯하여 일반 으로 소득인정액기 이라고 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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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조제도의 선정․ 여에 반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논리에 하여 

살펴보았음

－논리의 흐름상 그 다음 단계는(반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가

구까지를 공공부조의 상으로 선정하고 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됨. 이

는 재산기 의 높고 낮음- 정성-의 문제와 련됨. 사회과학에서 어려운 

난제 의 하나가 정, 용, 도 등의 수 을 설정하는 것임. 그러므로 

재산기 의 높낮이에 한 문제도 외가 아님

○ 재산기 의 수 과 련지어 살펴보면, 국민기 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부분 

국가의 공공부조법에는 립되는 두 원칙이 존재함. ‘보충성 원칙’과 ‘최 생

활보장 원칙’이 그것임

－최 생활보장의 원칙은 여수 이 ‘건강하고 문화 인 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사회  성(social 

adequacy)과 련됨. 만약 어떤 국가가 ‘최 생활보장 원칙’을 ‘보충성 원

칙’보다 우선시하면 재산기 이 다소 높게 설정될 것임

－반면, 보충성 원칙은 여는 수 자 자신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

하여 최 한 노력하는 것을 제로 여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지칭하는  다른 표 에 불과함

－자명한 이야기이지만 어떤 국가가 ‘보충성 원칙’을 ‘최 생활보장 원칙’보

다 우선시하면 재산기 이 다소 낮게 설정될 것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

회  성과 경제  효율성은 서로 상충되는(trade-off) 개념임. 그러므

로 논리  근으로는 불가능함

○ 역사 으로 볼 때 상충되는 가치  개념들을 녹여내는 방법  하나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  특성, 제도  특성을 반 한 양보와 타 임. 이를 반 하

듯 주요국의 재산기 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사회경제  조건,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의 특성에 따라 그 수 이 달라짐을 볼 수 있음

－일례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서 4인가구의 최 거주면 ( 용면  약 

37m2)에 해당되는 세가격을 기본공제액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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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라기보다는 사회  타 의 산물임

⧠재산기  설정방식

○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기 을 고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소  

‘cut-off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임

－두 방식은 각기 나름 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그러므로 양 방식에 

한 지지자들도 갈라짐. 각각의 논거를 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cut-off 방식’이란 소득기 과 재산기 을 각각 두고,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

산이 각각의 기 이하일 경우 수 자로 선정하는 체계를 말함. 미국, 독일, 일

본 등의 부분 복지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동 방식의 장 은 제도가 단순하다는 임. 그리고 유량(flow)인 소득과 

량(stock)인 재산을 하나의 척도로 통일하여야 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 만약, 동일 척도로 통합 한다면, 량(stock)인 재산을 유량으로 환

산(commensurability)하여야 함. 그 이유는 최 생계비가 유량이기 때문임. 

즉, 단일 개념의 개별가구 능력을 보여주는 종합지표( , 소득인정액)는 객

인 기 인 최 생계비와 동일차원이어야 만이 비교 가능하기 때문임

－여기서 량인 재산을 유량인 소득으로 환산하려면 ‘재산 환산율’이 결정

되어야 함. 그러나 정 환산율, 특히 재산 종류별 환산율 산정이 어려움

○ 그 이유는 재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종류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임. 공공

부조제도의 목 ,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성 등과 련하여 재산을 단순하게 구

분해 보아도 복잡함

－ 를 들면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재산, 

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할 수 있음. 최 생활이라는 에서는 필수재산

과 비필수 재산으로도 구분될 수 있음. 그리고 일부재산은 소득이 창출되

는 재산( , 답, , 월세  주택)이고, 그 지 않고 효용(utility)만 향

유할 수 있는 재산도 있음

－ 한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처럼 주거용 재산과 비(非)주거용 재산으로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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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필요도 있음. 일부 재산은 사용권만 있는 재산( , 보증 )이 있는 반

면, 부분의 재산은 사용권뿐만 아니라 매도권이 있는 재산임

－마지막으로 근로유인(work incentive)과 련이 있는 재산( , 답)과 

련 없는 재산( , 나 지)으로도 구분이 가능함

○ 이와 같이 다양한 재산  ‘cut-off 방식’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효용(utility)

만 있는 재산을 무리하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논리  

결함이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함. 를 들면 세보증 의 경우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것을 릴 수 있는 효용만 있는 재산임. 이를 무리하게 소

득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논리  비약이라는 것임

－이 비 에 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함. 왜냐하면 오늘날의 발달된 경제학에서도 효용을 가격이

나 소득으로 환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개별가구 능력

을 하나의 지표( , 소득인정액)로 통일하는 방식임. 그러므로 동 방식에는 재

산기 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음. 선정과 여는 객 인 최 생계비와 

통합된 능력지표( , 소득인정액)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일 

경우 수 자로 선정하고, 여는 최 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계산됨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을 공공부조제도에 용하고 있는 나라로는 우리나라, 

국, 벨기에, 호주 등임. 그러나 용양태는 다소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

액’을 최 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 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 국, 벨기에, 호주)는 선정에는 용하지 않

고 여에만 용하거나, 환산 상 재산을 융재산으로 국한하거나, 환산

은 하되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완 한 환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타 나라들

은 부분 인 환산방식을 용하고 있음

○ 동 방식의 표 인 장 은 수 자 선정  여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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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임. 컨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용하지 않고, ‘cut-off 방식’을 

용하 던 2002년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기 과 재산기 은 각각 4인가구의 

경우 99만원과 3,600만원 이하 음

－여기서 극단  를 들면,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601만원인 가구

(A)는 수 을 받지 못함. 반면 소득이 99만원, 재산이 3,600만원인 가구

(B)는 수 가능함. 직 으로 보아도 자 가구(A)가 후자 가구(B)보다 

열악한 가구이나 수 에서 탈락됨. 한 여에서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601만원인 가구(A)는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여액이 0임. 그러나 

이와 생활수 이 유사한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600만원인 가구

(C)는 선정되어 최 생계비 수 의 여(99만원)를 받음

－그러므로 재산 1만원 차이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99만원 차이가 나게 됨. 

이는 수 자와 비수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제도에 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

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최 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 여하면 해결됨

－앞의 에서 소득인정액 개념을 용하면, B가구(재산 3,600만원, 소득 99

만원)는 선정에서 탈락되고, A 가구(재산 3,601만원, 소득 0원)는 새로이 

선정되는 결과를 래함. 그리고 C가구(재산 3,600만원, 소득 0원)와 새로

이 선정되는 A가구(재산 3,601만원, 소득 0원) 간의 여 차이는 재산 1

만원의 환산액만큼 차이가 발생함

－이는 ‘cut-off 방식’에서 A가구(재산 3,601만원, 소득 0원)는 여가 없고, 

C가구는 여로 최 생계비 수 인 99만원을 받았던 을 감안하면 형평

성이 매우 큰 폭으로 제고된 결과임

○ 그리고 ‘cut-off 방식’을 선호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의 논리  결함(효용만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무리하게 환산한다는 결함)이라

는 부분은 이들 한 자유롭지 못함

－왜냐하면 ‘cut-off 방식’에서 재산기  후에 있는 두 가구, 즉 B가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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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3,600만원, 소득 99만원)와 A가구(재산 3,601만원, 소득 0원) 간에 한 

가구는 선정되고, 다른 한 가구는 탈락되는 논리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

펴보면 자명해짐

－단순하게 보면 재산기 이 3,600만원이기 때문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재

산 1만원을 소득 99만원보다 더 높게 평가(환산)하고 있기 때문에 A가구

는 선정에서 탈락되고, B가구는 선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엄 하게 보면 

‘cut-off 방식’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는 것임. 즉, ‘cut-off 방식’

은 재산기 을 과하는 재산에 하여 무한 (∞)의 환산율을 용하고 

있는 것임. 그러므로 ‘cut-off 방식’은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의 극단 인 

한 방식에 불과한 부분집합(sub-set)임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의 논리  결함은 ‘cut-off 방식’에서도 여

히 결함으로 존재함

○ 결국 ‘cut-off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간에 어느 방식이 더 타당하냐

는 문제는 논리  결함이라는 잣 로 재단할 수 없음. 다만, 앞서 살펴본 바

처럼 ‘cut-off 방식’은 제도가 단순하다는 이 장 이고, ‘재산의 소득환산방

식’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이 장 임

－그러므로 양자 간 선택의 문제는 어느 장 을 그 사회가 더 우선 인 가치

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임

○ 아울러 재 재산기 의 ‘높낮이’와 기 보장 사각지 도 양자 간 선택의 문

제에 고려 상이 될 수 있음. ‘cut-off 방식’은 재 재산기 이 높은 수 일 

경우 형평성 문제를 많이 야기하나, 그 수 이 낮을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재의 재산기 이 낮을 

경우 효용성이 떨어지고, 재산기 이 높을 경우 그 효용성이 높아짐. 이러

한 경우의 표 인 가 일본과 호주의 경우임

－일본은 보충성의 원리를 강조하여 재산기 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굳이 ‘재

산의 소득환산방식’을 용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낮은 재산기 을 용하

고 있기 때문에 기 보장의 사각지 는 그만큼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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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호주의 경우 최 생활보장의 원리를 더 우선 인 가치로 간주하여 매

우 한 재산기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이 필요하

게 됨. 그 결과 호주의 한 재산기 은 기 보장의 사각지 를 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2. 재산 소득환산의 이론적 배경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의 논거

○ 가. 최 생계비 구조와 재산

－공공부조제도는 부양의무자기 을 논외로 한다면, 객 인 기 인 최 생

계비와 개별가구의 능력(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개별가

구의 능력이 최 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 자로 선정하고 차액을 여하는 

제도임. 양자 간의 비교는 동일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

므로 최 생계비의 개념  차원에 하여 먼  살펴보도록 함

－최 생계비는 최소한의 건 하고 문화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한 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need)’를 충족시키는 데 소

요되는 액임. 산정 단 (기간)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라 달라

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월 단 로 산출하고 있음

∙최 생계비 산정(특히 물량 방식의 최 생계비36))시 그 핵심 개념인 

‘최소한의 욕구’를 반 한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은 식료품, 

열․수도비, 교통비 등 일상 으로 지출되는 유량(flow) 성격의 필수지

출과 TV, 장롱, 주택 등의 량(stock) 성격의 필수재산으로 구성됨

∙그러므로 최 생계비 자체에 다른 차원인 유량과 량이 포함되어 있음. 

36) 다른 방식의 최 생계비 산정, 즉 상 방식, 반물량 방식 등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욕구’를 액화할 경

우에는 계측방식이 다르므로 유량과 량이 명시 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그 이면에는 유량인 필수지출과 

량인 필수재산이 ‘최소한의 욕구’에 포 되고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145

차원이 다른 유량과 량은 단순 합산될 수 없음. 따라서 최 생계비 계

측에서는 필수재산(stock)을 비용으로 환산하여(flow로 환) 필수지출

과 합산함.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음

최 생계비= ∑유량(flow)+∑ { 량(stock)의 유량화 값}

－공공부조제도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Dike 천칭’과 유사하므로 울

의 한 축인 최 생계비 구조(내용)를 감안하여, 개별가구의 능력 단도 동

일 차원 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왜냐하면, 개별가구의 물  능력 한 

유량 성격의 소득과 량 성격의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즉, 소득은 최 생계비의 필수지출(flow)과 응되고, 재산은 최 생계비

의 필수재산(stock)과 응됨. 그러므로 최 생계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기서 통일하는 방향의 문제에 직면함. 즉,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할 수

도 있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수도 있음. 그러나 최 생계비가 유량

이므로 당연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형평성과 재산

－여기서는 수 자와 비수 자, 수 자간의 자산 소유형태별 형평성 문제를 

심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의 당 성을 살펴보고자 함

∙앞서 ‘cut-off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의 장 을 비교하면서, 형평

성 문제를 언 한 바 있음. 여기서는 형평성과 함께, 형평성과 련되는 

기 보장의 사각지 , 과잉 여 등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함

－과거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와 2002년까지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그

리고 행 부분의 외국 공공부조제도는 ‘cut-off 방식’으로 수 자를 선

정․ 여하고 있음. ‘cut-off 방식’이란 술한 바와 같이 소득기 과 재산

기 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수 자로 선정하고, 최 생계비와 소득의 차액

을 지 하는 체계임. 이러한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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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이 낮으면서 재산이 기 을 과하여 탈락한 가구  일부는 

실질 인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될 수 없음. 이는 기 보장의 사각

지 와 련되는 문제임

∙둘째, 개별가구의 소득이 거의 최 생계비 수 이고, 재산이 재산기 에 

거의 도달하는 가구는 실질 인 빈곤층이 아님에도 수 자로 선정됨. 이 

계층이 실질 인 빈곤층이 아니라는 은 최 생계비 개념과 련됨. 엄

한 의미의 최 생계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임. 그러므로 이 가구는 빈곤하지 않은 가구임.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게 공공부조를 다는 것은 산 낭비라는 비 을 받게 됨

∙셋째, 최 생계비와 소득간의 차액을 지 하는 ‘cut-off 방식’은 재산보

유 정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재산이 기 에 거의 도달하는 가

구와 재산이 없는 가구 간에는 소득이 동일할지라도 생활수 이 다름. 

그럼에도 동일한 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넷째, 소득이  없는 가구로서 재산보유 정도가 재산기  바로 의 

가구와 바로 의 가구는 생활수 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자는 수

자로 선정되고, 후자는 탈락함. ‘cut-off 방식’은 선정 후 여에는 재산

수 이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정된 가구는 최 생계비 수 의 여

를 받게 됨. 이 결과 공공부조 에는 생활수 이 비슷한 두 가구가 공

공부조 후에는 가처분 소득이 최 생계비 수 만큼 차이가 나게 됨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그림 2-4〕는 하나의 시로서, 

‘cut-off 방식’이 용되었던, 2002년 기 보장제도를 도식화한 것임. 2002

년의 기 보장제도 수 자 소득기 은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1～2인가구 3,300만원, 3～4인가구 3,600만원, 5인이상 4,000만원 

이하 음. 그러므로 4인가구로서 소득이 99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600만

원 이하이면, 수 자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의 역에 있는 가구, 즉 소득과 재산이 최 생계비 수   재

산기 에 가까운 가구들은 실질  빈곤층이 아님37)에도 불구하고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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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에 있는 가구, 즉 소득수 은 낮으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가

구들은 과잉 여의 문제가 발생함. 이들 가구들은 재산이 일정정도 이상 

있는 가구들이므로 선정될지라도 최 생계비 구성항목  필수재산에 해당

되는 생계비를 지 하지 않는 것이 이론 으로 타당함. 그러나 재산을 고

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고려하여 최 생계비와의 차액을 여하므로 과잉

여의 문제가 발생함. ㉰의 역, 즉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기 을 과

한 가구들은 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선정될 수 없음. 한 ㉮의 

역에 있는 가구들보다 생활형편이 더 열악함에도 이들은 선정될 수 없음

〔그림 2-4〕 2002년까지의 선정 급여(2002년 4인가구 기준)

소득

최저생계비

(4인가구:99만원)     ㉮

    ㉰
   ㉯

          재산기준

           (※ 4인가구 : 3,600만원) 재산

           

－이러한 문제 들이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나아가 소득인정액 개념 도입

37) 이론 인 최 생계비는 재산이 없는 가구가 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 이다. 그러므로 일정정도의 

재산( , 자가소유)이 있는 가구는 그 품목만큼 생계비가 어들기 때문에 동 가구의 이론 인 최 생계

비는 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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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 .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2조에는 소득인

정액을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평

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되고, 재

산의 소득환산액은((재산 - 기 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됨

－이 게 산정된 소득인정액 개념을 용할 경우 선정  여는〔그림 2-

5〕와 같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 공제와 부채를 감한 후 남는 재산에 

하여 환산율을 용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최 생계비와〔그림 2-

5〕의 선 간의 차액으로 계산됨

∙ 컨 ,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보유 재산이 최고재산액 정도일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최 생계비가 됨. 그러므로 재산이 기 공제수

을 과하고 소득이 최 생계비에 가까운 ㉮의 역에 있는 가구들은 

선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탈락하게 됨

∙이러한 결과는 이들 계층은 실질 인 빈곤층이 아니므로 공공부조가 빈

곤에 한 최종 인 사회안 망(last social safety net)이라는 에서 

바람직한 제도 변화를 의미함

－소득수 은 낮으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가구들인 ㉯의 역에 있는 가

구들은 최 생계비와〔그림 2-5〕의 선 간의 차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만큼 여가 감소하므로 과잉 여의 문제가 해결됨. 이는 한 수 자간 

재산수 별 형평성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함. 왜냐하면, ㉯의 역 있는 가구

와 ㉱의 역에 있는 가구는 재산 보유정도가 다르기 때문임

∙극단 인 경우, ㉯의 역에 있는 가구는 필수재산 이상의 재산을 보유

하고 있는 반면, ㉱의 역에 있는 가구는 필수재산 미만의 재산을 보유

하고 있거나 재산이 없는 가구임. 이러한 두 가구 간의 여차이는 분배

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그리고 ㉰의 역, 즉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기 을 과한 가구들은 

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선정될 수 없었던 가구들은 제도 변화로 

선정될 수 있음. 이 결과 그동안 기 보장의 사각지 에 머물고 있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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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신규로 기 보장 여를 받게 되므로 기 보장의 사각지 가 어들게 

됨. ㉰의 역에 있는 가구들은 선정될지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최 생계

비와 선 간의 차액)이 있으므로 그만큼 여는 어들게 됨

－한편, ‘cut-off 방식’에서는 ㉯의 역에 있는 가구들의 여수 은 최 생

계비 수 이었고, ㉰의 역에 있는 가구들은 선정에서 탈락하는 가구이므

로 여가 없었음.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서는 ㉰의 역에 있는 

가구들이 선정됨. 이 때 ㉰의 역에 있는 가구들은 ㉯의 역에 있는 가

구들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많으므로 여수 은 ㉯의 역에 있는 가

구보다 어짐. 이 결과는 재산보유 정도별 형평성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함

〔그림 2-5〕 소득인정액 적용시 선정 및 급여

소득

최저생계비

                  
     A    A'

㉮

  

  ㉰     ㉱   ㉯

   (기초공제액) 재산기준    B     B'  재산
  (최고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 련 이론

○ 가. 피구의 자산효과

－재산은 축의 분임(W=∑S). 즉, 소득  소비를 제외한 부분이 축

이고(S=Y-C) 축이 된 부분이 재산임. 이러한 재산은 실에서는 이

자율이라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소득으로 환됨(Y= i × W). 그러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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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재산은 서로 변환될 수 있는 가역성을 지니고 있음

－이를 감안하면,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방식’이 경제학 으로 볼 때 근거 없는 것은 아님

∙일 이 국의 경제학자 피구는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 음(피구(Pigou)의 자산효과). 자산효과는 재의 소비가 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는 에 근거를 

두고 있음. 원래 자산가격이란 자산보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소

득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재가치화한 것이기 때문임

∙즉, 주가는 미래의 배당소득을 재 가치화한 것이고, 부동산가격은 미

래의 임 료를 재 가치화한 것임. 따라서 주가나 땅값이 올라 주식이

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그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되므로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것임38)

－피구의 자산효과는 어도 재산이 많은 가구가 은 가구보다 지출로 시

되는39) 재의 삶의 수 (well-bing)이 높다는 것을 말함. 여기서 상

으로 열악한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분배정의에도 부합됨. 따

라서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은 분배  정의와도 맥을 같이 함

○ 나. 기척도(Crisis measure)40)

－우리는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실업, 질병, 산재, 노령, 사망 등의 다양한 사

회  험에 직면하게 됨. 사회  험에 직면한 가구들은 소득이 단 되

38) 2001∼07년 3/4분기 동안 가계소비에 한 주택가격의 장·단기 향력은 각각 0.50%와 0.11%, 주가의 

장·단기 향력은 각각 0.10%와 0.021%로 추정된 바 있다.(「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향」, 
LG Business Insight ,2007.11.7, LG경제연구원)

39) 공공부조제도에서 객 인 기 인 최 생계비에 상응하는 이상 인 측정치는 각 개인의 ‘생활수

’(standard of living), 좀 더 궁극 으로는 ‘복지’(welfare)의 수 이다. 그러나 ‘생활수 ’ 혹은 ‘복지’
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고, 무엇이 생활수 (복지)을 구성하는지에 해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들 간에 

어떠한 동의도 존재하지 않음(Goodman, 1997).소득과 소비  소비는 개인 혹은 가구의 안녕

(well-being)에 한 더 직 인 측정치라는 과 장기 인 복지의 실질 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많은 학자들은 소득보다 더 나은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Culter & Katz, 1991, 1992 등). 맥
그 거와 바루아(McGregor & Barooha, 1992)는 소득이 자원의 수 에 한 측정치로 바람직한 반면, 
소비는 생활수 에 한 측정치로 바람직한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40) 기척도, 연 화 방법, 추정임 료 부분은 홍경  외,『재산의 소득환산제에 한 장기 추진 략』, 
2004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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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어들게 됨. 이 때 가용할 수 있는 1차 인 자원은 타 가구원의 소

득과 재산임

∙이러한 에서 David and Fitzgerald(1987)는 어떤 가구의 빈곤여부

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정의(crisis definition)를 제안하 음

∙이 기정의에 따르면 일시 인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유량

(flow)으로서의 정규 인 소득뿐만 아니라 량(stock)로서의 그들이 이

용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재산을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임

－그리고 소득과 함께 합산되는 재산의 범 와 련하여, 빈곤의 측정 시에 

주택 등의 필수 인 재산을 제외하고 은행 축 과 같이 즉각 으로 

화될 수 있는 재산을 포함시켰음

∙즉, 그들은 소득액에 주택 등의 필수재산을 제외한 재산액을 합산한 

기척도(Crisis measure)를 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하 음

－구체 으로 David and Fitzgerald(1987)은 SIPP 1984 패 자료를 이용

하여 이  인터뷰에서 보고된 이자(interest)에 이자율 6%를 용하여 자

본화된 가치(capitalized value)를 추정하고 이를 소득에 더하여 기척도

에 따른 빈곤율을 계산하 음

∙그 결과 월별 단 (monthly basis)로 빈곤율을 측정하 을 때 소득이 

공식  빈곤선 미만인 소득기  빈곤율보다 기척도에 따른 경우 빈곤

율이 3%포인트(21%) 감소되고, 4개월 단 의 경우 2%포인트(14%), 

그리고 연도 단 의 경우 1%포인트(8%)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 음. 

그리고 채권이나 임 재산의 자본화된 가치를 더하는 것은 빈곤율에 거

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음

∙이는 미국의 경우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들이 이러한 재산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함

○ 다. 연 화의 방법(annu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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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brod and Hansen(1968)은 재산이 수학 으로 연 으로 환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순재산(net worth)을 일정기간 동안의 연 으

로 환하는 다음과 같은 이론  모델을 제시하 음

－어떤 개인이나 가구의 특정연도에 있어서의 경제  지 , Y*는 그 기간의 

연간소득과 그 재 순재산의 연간생애연 가치(annual lifetime annuity 

value)의 합으로 구성됨.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 식(1)과 같음

∙ Y *
t= Y t+ NW t A n= Y t+ NW t

r

1-( 1+r ) - n
................(1)

  (여기서, 수식(1)에서  
 는 t 시점에서의 경제적 지위(economic position),  는 현재의 연간소득, 는 t시점에서의 재

산(net worth), 은 현재가치가 1인 n 연도동안의 연금, 그리고 은 이자율이다). 

－이 기본모델을 이용하여 순재산이 연 화되는 두 극단 인 기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먼  순재산이 무한의 기간 동안 연 화된다면, 재산의 생애 

연 가치가 0에 수렴하므로 그 개인 는 가구의 경제  지 는 재의 

연간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됨. 즉,

∙ Y
*
t= Y t

 ........................................................................................(2) 

－다음으로 순재산이 재년도 동안에만 으로 연 화된다면 재의 경제

 지 는 재의 연간소득과 재의 순재산액의 합으로 구성됨

∙ Y *
t= Y t+ NW t

 ...........................................................................(3) 

－Weisbrod and Hansen(1968)은 축이 일반 인 생애기간동안의 소비패

턴을 스무드하게 만들고 의료지출과 같은 기치 않은 욕구에 비하기 

해 이루어진다는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순재산이 연 화되는 기간을 성

별 연령별 기 수명으로 설정하 음

－이후 Moon(1977)은 노인들의 경제  복지(economic well-being)를 측정

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했음. 그러나 이 순재산의 연 화의 방법에 있어서 

핵심은 연 화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것임

∙Weisbrod and Hansen(1968)에 의해 사용된 기 수명까지의 잔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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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순재산의 연 화는 노인과 은이의 경제  지 에 상당히 다른 

향을 미치게 됨. 노인의 경우 상 으로 재산이 많고 잔여기 여명이 

짧으므로 재산의 연 화에 따른 경제  지 의 향상이 큰 반면, 은이

의 경우 상 으로 재산이 고 잔여기 수명은 길므로 재산의 연 화

에 따른 경제  지 변화의 정도가 작음

∙그러므로 잔여기 수명기간 동안의 순재산 연 화방법을 용하면 노인

의 경제  지 가 상 으로 고평가되고 은이의 경제  지 가 상

으로 평가됨. 이 방법을 공 부조제도에 용할 경우 노인들의 공공

부조 탈락률이 높아져 은이에 비해 노인이 상  불이익을 당하게 됨

－Weisbrod and Hansen(1968)의 이러한 순재산의 연 화의 방법은 량인 

재산을 유량인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짐. 한 Weisbrod and Hansen의 연 화 방법은 어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일지라도 재산이 많은 가구가 기시 처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함

○ 라. 추정임 료 (Imputed rent)

－개별가구의 능력을 단함에 있어서 소득만을 기 으로 할 경우 임차인에 

비하여 주택소유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즉, 임차인(renters)과 주

택소유자(homeowners)의 경제  자원의 정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소득만

을 측정하게 되면 주택소유자의 경제  자원을 상 으로 평가하게 됨

∙그러므로 주택소유자들이 집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유량(flow of 

services)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주택소유자들이 집

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유량을 평가하기 하여 그 주택에 한 임 료 

비용을 추정하여 이를 소득에 포함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음

∙그 기본논리는 주택소유자들은 임 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임 자에 

비해 그 임 료만큼 다른 항목의 소비를 한 소득을 더 가지므로 주택

소유자들의 소득에 추정임 료(imputed rent)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임. 

즉, 소득에 추정임 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택소유자들의 실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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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것임

－주택소유자들의 추정임 료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되어 옴

∙첫째, 주택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주택을 임 할 경우 어느 정도 임 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 것임

∙둘째, 주택의 특성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택의 

특성(방수 등)에 따른 임 료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임

∙그러나 각각의 방법은 임 료의 추정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를 가짐. 

자의 방법은 응답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후자의 방법은 임 자와 

주택소유자 모두의 주택의 특성 등에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한 회귀분석 결과에 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음

－한편 Ruggles(1990)는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재 욕구보다는 더 큰 주택

에 계속 거주한다는 을 지 하면서 주택의 특성 자체로부터 추정된 임

료를 그 로 소득에 추가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  자원의 정도를 과 평가

하는 문제를 가진다고 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추정임 료에 한 일정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음

○ 마. 련이론의 함의

－앞에서 몇 가지의 재산의 소득환산 련 이론들을 살펴보았음. 각 이론들은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씩 상이하나, 흐르는 맥을 유사함

∙ ‘재산이 많으면 소비가 많아진다(피구 자산효과)’. ‘동일소득을 지닌 가

구일지라도 재산이 많은 가구가 기 시 처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척

도)’는 것임.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은 임 료만큼을 소득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과 주택소유자를 소득만으로 능력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임(추정임 료). 더 나아가 Weisbrod and 

Hansen(1968)의 량인 재산을 유량인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수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cut-off 방식’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효용(utility)만 있

는 재산을 무리하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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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재산을 효용으로 국한하여 생각하면, 이러한 비 은 어느 정도 수 이 

되는 측면도 있음. 효용이 가격이나 소득으로 환되는 방법은 아직 개

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재산을 ‘효용만 있는 객체’라고 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

제도 살펴보아야 함

∙재산은 소득이 창출되는 재산(농지 등), 인간의 기본  생활을 한 서

비스를 발생시키는 재산(주택 등),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한 재산(은

행 축 등),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나 지와 같이 서비스를 생산

하지도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하지도 않은 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러한 재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이라는 에서 살펴보도록 함

－첫째, ‘소득이 창출되는 재산’의 경우 공공부조제도 원리  최 생활보장

의 원리를 교조 으로 용하면, 재산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41). 

만약, 재산소득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게 되면, 이  계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42)

∙그러나 공공부조제도에는 최 생활보장의 원리에 립되는 보충성의 원

리가 있음. 보충성의 원리를 감안하면 재산소득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

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해짐. 결국 우선순  문제(양자 간의 선택)에 

직면하게 됨. 여기에서 실과 이론 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됨

∙ ‘소득이 창출되는 재산’의 경우 소득인정액 제도가 도입되기 의 국민

기 생활보장제도나 생활보호제도에서 재산소득과 함께 재산을 동시에 

고려하 음. 제도변경 시 고려할 요소는 이론  타당성과 함께 연착륙 

가능성임. 어떤 제도변경이 이론 으로 타당할지라도 그 변경으로 경착

41) 이는 ‘cut-off 방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모두에 용되는 논리이다. 즉, 재산 고려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의 범 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42) 한 근로 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를 들어 보자. 나 지와 농지의 경우 나 지는 재산의 소득환

산액만 존재한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농업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근로 하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아울러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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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므로 제도 발  단계에 따라 기에는 보충성 원리를 우선 으로 

용하다가, ․장기 으로 최 생활보장의 원리로 무게 심을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

－둘째,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의 경우 그 부분만큼 서비스를 구입할 지출

수요가 없으므로 그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추정임 료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소유자는 임 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

음. 그러므로 임차인과 비교할 때 임 료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음. 일부 재산 특히, 세 의 경우 주거라는 효용과 동일한 수

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함. 이 경우 서비스는 효용과 거의 유사한 개념

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재산을 ‘효용만 있는 객체’로 개념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이를 역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함. 실에서는 세에 

상응하는 월세가 존재함. 그리고 최  주거비 계측에서는 최 주거면

에 해당되는 세 을 비용으로 환하고 있음. 만약, 세 이 효용이

기 때문에 소득으로 환될 수 없다면, 세 에 상응하는 월세도 존재

할 수 없고, 최  주거비 계측에서는 최 주거면 에 해당되는 세 을 

비용으로 환할 수도 없음. 그러나 실과 최 생계비 계측이론에서는 

이와 같지 않음

－셋째,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한 개인이나 가구가 빈곤

에 빠질 험에 처하게 될 때 즉각 화하여 소득부족을 보완할 수 있음

∙이는 기척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음. 즉, David and Fitzgerald(1987)

는 어떤 가구의 빈곤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하 음. 이 기척도에 따르면 일시 인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유량(flow)으로서의 정규 인 소득뿐만 아니라 량

(stock)로서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재

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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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고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하지도 않은 재

산의 경우, 장기 으로 일단 매각되면 일시 으로 목돈(lumpsum money)

이 발생되지만, 단기 으로는 즉각 인 화가 어려우므로 소득부족을 

체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러한 이 재산을 담보로 한 출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종류의 

재산의 화에 있어서 제기되는 시간  갭은 출에 의하여 스무드

(smooth)해질 수 있음

－정리해 보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이나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한 재

산은 일종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 서비스를 생산하

지도 않고 즉각 으로 화가 가능하지도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이 재산

을 담보로 한 출의 가능성을 제하면 이 재산은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경제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재산의 소유는 단순히 개인에게 주 인 효용만을 제공한다기보다

는 실질 인 경제  자원 특히 소득(money income)을 발생시킴. 

따라서 재산수 을 고려하지 않는 ‘cut-off 방식’ 보다는 재산의 소득환

산제를 용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3. 재산의 소득환산 모형

⧠ 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재산의 소득환산 련 이론들은 모두 개인 는 가구의 

경제  자원을 평가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

에 기반하고 있음

○ 그러나 각각의 방법들은 나름 로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시도하거나 논리  기

반을 제공하지만, 공공부조제도에 바로 용되기에는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

음. 기존의 논의들의 이론  근 를 바탕으로 공공부조제도에 용될 수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에 한 모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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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1: 재산의 매각 후 사용 모형

－재산의 매각 후 사용 모델이란 공공부조제도 원리  보충성 원리를 최

생활보장의 원리보다 강조한 모델임. 보충성 원리를 강조할 경우 빈곤선의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매각

하여 소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됨. 앞의 련 이론 검토에서 

살펴본 이론  Weisbrod and Hansen(1968)의 연 화 방법이나 David 

and Fitzgerald(1987)의 기척도가 여기에 가까운 이론임. 그리고 피구

(Pigou, 1943)의 자산효과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의 논의와 련하여 재산의 매각 후 사용을 제할 경우, 세 

가지의 주요 이슈가 제기됨

－첫째, 어떤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가의 이슈임

∙David and Fitzgerald(1987)는 그들의 기척도에서 어떤 개인이나 가

구가 기상황에 있는지( 는 공공부조 수 자로 선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 등의 필수 인 재산을 제외하고 즉각 으

로 화될 수 있는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 음. 이들의 분석

에서는 필수재산의 여부와 즉각  화의 정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

는 것으로 보임. 양자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

∙필수재산을 재산 매각 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기본 으로 필요한 재산이라면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도록 요구

하기는 어렵다는 을 반 함. 를 들어 주택의 경우 인간에게 있어서 

주거는 기본 인 것이므로 자신의 집을 매각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그리고 즉각  화가 어려운 재산을 재산 매각 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실제로 화가 어려운데 이를 가능한 것처럼 제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는 을 반 하고 있음

－둘째, 매각한 재산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균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가의 이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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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brod and Hansen(1968)는 재산을 매각하여 잔여기 수명 동안 연

화하여 균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음. 이 방법은 은이에 비

해 노인들의 소득을 과 평가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실 으로 

용되기는 어려움. 그러나 그들의 기본모델은 사용기간에 다양한 변화

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

∙따라서 재산을 매각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모델에 기반할 경우, 

재산의 성격(필수재산, 즉각  화 가능성)에 따른 매각 상 재산의 

설정과 매각된 재산의 사용기간의 설정을 둘러싼 정책  단의 문제가 

제기됨. 이는 결국 사회  합의의 역임. 우리나라의 국민기 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기 공제액을 과하는 재산을 2년간 균분 사용을 가정함

－셋째, 재산 매각 후 사용모델은 매각을 제로 함. 하지만 실 으로는 

매각되지 않고 재산은 그 로 유지됨. 이 결과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함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기 공제액을 과하는 재산은 2년간 균분 사용하

는 것으로 가정하여 선정이나 여에 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론 으

로 2년 후는 균분 사용할 과재산이 없어짐. 따라서 2년 후에는 이를 

제도에 반 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2년 후에도 제도에서 이를 반 하고 

있음. 이는 논리  모순임. 이러한 모순은 매각 후 사용 모델의 한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 되고 있음

∙반면, 이후에 살펴볼 재산으로부터 생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하

는 모델이나 최 생계비 역환산 모델에서는 이 문제 이 발생하지 않음

○ 모형2: 재산으로부터 생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 모형

－모형1이 공공부조제도 원리  보충성 원리를 강조한 모형이라면, 최 생

활보장의 원리에 보다 무게 심을 두고 있는 것이 모형2임

∙모형2의 경우 모형1과는 달리 재산 매각을 제로 하지 않음. 단지, 재

산으로부터 생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이를 개별가구의 능력 

악에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 두 모델 간에는 일정한 갈등 계가 

존재함. 이는 결국 공공부조제도의 립되는 두 원리(보충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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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생활보장의 원리)간의 상충성의 문제이기도 함

－앞에서 살펴본 추정임 료 모델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의 한 종류로서 

주택의 경우 임차인에 비해 자가 소유자는 임 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소득액이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같

이 재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재산이 어떠한 서비스를 창출하는지 그 서비스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련된 기술  어려움이 존재함

∙그러나 모형2의 경우 소진된 재산의 환산이라는 모형1의 단 을 극복할 

수 있음. 하지만, 보충성의 원리에 보다 무게 심을 두는 나라의 경우 

동 모델의 유용성은 그만큼 낮아짐

○ 모형3: 최 생계비 사정 역환산 모형

－최 생계비 산정 역환산 모델이란 최 생계비 산정 방식에서 착안된 모델

임. 최 생계비는 ∑유량(flow)과 ∑ { 량(stock)의 유량화 값}의 합임. 

여기서, ∑유량(flow)은 소득에 응되고, ∑ { 량(stock)의 유량화 값}은 

재산에 응됨. 그러므로 ∑ { 량(stock)의 유량화 값}의 방식을 역으로 

용하자는 것이 동 모델의 기본 발상임

∙이러한 방식은 이론  장 뿐만 아니라 실 인 장 도 지니고 있음. 

기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과 최 생계

비를 비교하여 선정하고 여하는 구조임. 그러므로 동 모형은 소득인정

액을 최 생계비와 동일 차원으로 환하여 비교할 수 있음

∙ 한 이론 인 재산 환산율도 동 모델에서 산출 가능함. 즉, 최 생계비 

산정시 용된 이자율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계시켜 이자율에 상응하

는 환산율 산출이 가능함. 상응하는 환산율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최 생계비에서 용한 이자율43)(이하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행 재산의 소득환산모형44)에서는 기본

43) 2010년 소도시 최 생계비의 경우 최 주거비 산정시 최 거주 면 에 해당되는 세가격을 설정하고, 
자기자본에 해서는 은행 이자율, 타인자본에 해서는 출이자율을 곱하여 비용으로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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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있으므로45) ‘이자율’을 그 로 용하면 과소환산의 문제가 발생함

∙ 컨 , 최 주거기  이상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주택의 재산 환

산율은 최 주거비 이상이 되어야 하나, 기본공제 후 재산가격에 이자율

을 용할 경우 최 주거비 이하가 됨. 즉, 수 (권)자의 주택가격이 

5,000만원일 경우 3,400만원(2010년 소도시 기 공제액)을 기본공제

하고 남은 액 1,600만원에 하여 ‘이자율’을 용한 재산의 소득환산

액은 최 생계비의 최 주거비 이하가 됨

∙하지만 정 환산율은 최  주거기 에 해당되는 주택가격(2010년 소

도시의 경우 3,400만원)의 소득환산액이 최 주거비가 되어야 함

－그러므로 환산율 산정은 ‘이자율’을 기 로 하되, 기 공제액이 감안되어야 

함. 즉, 기본공제 前 재산액에 ‘이자율’을 곱한 액이 기본공제 後 재산에 

환산율을 곱한 액과 같도록 모형을 구성함

∙  W× r = w × x ........................①

∙  x = (W×r) /w  .........................②
      여기서  W:기본공제 前 재산

                     r: 최저생계비 산출시 전세자금 월 이자율

                     w: 기본공제 後 재산(=W - 기본공제액)
                     x: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  식을 이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구하면 다음과 같음. 2010년 재 

소도시46)의 기본공제액은 3,400만원이므로 기 공제 후 재산은 

(w=W-3,400만원)이 되고, 최 주거비 산출시 용한 세자  출이자

율47)은 약 연 6%이므로(김미곤 외, 2010년 최 생계비) 이를  식에 

입하여 월 소득환산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됨

4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 공제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45) 기 공제는 이론 인 에서는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두지 않을 경우 기존의 수 자들 부분이 탈

락하거나 여가 감소하게 됨. 이는 제도의 연착륙이 불가능하므로 설정한 것이다. 
46) 환산율이 지역별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경계선 문제, 동일 가격의 재산이 지역마다 환산액이 

달라지는 문제 등) 소도시를 기 으로 하 다.
47) 이 시에서는 출이자율만 용하 으나, 이자율과 가 평균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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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재산(만원)  월 환산율(%)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0배 3,400 -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1배 3,740 5.500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2배 4,080 3.000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3배 4,420 2.167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4배 4,760 1.750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5배 5,100 1.500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6배 5,440 1.333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7배 5,780 1.214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8배 6,120 1.125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9배 6,460 1.056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0배 6,800 1.000 

∙ x = (W×6/12) /(W-3,400만원)  .........................③

－동 논리를 바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구한다면 개별가구 재산수 (W)

에 따라 환산율(x값)이 달리 산출됨. 그러나 개별가구마다 다른 환산율을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4인 가구 표재산( w̄ )을 정하고 

이 값을 기 으로 산출된 환산율을 모든 가구에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재산은 4인 가구로서 그 소득이 4인 가구 최 생계비 수 인 가구

들의 평균재산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최 생계비수 의 소득

에 응되는 재산수 을 용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임. 그리고 표재

산 추정은 회귀분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함

∙ x = ( w̄ ×6/12) /( w̄ -3,400만원)  .........................④

－동 모델을 이용하여 4인가구 표재산별 환산율을 산출해 보면 〈표 2-

7〉과 같음. 표재산이 연도마다 달라지므로48) 여기서는 표재산별 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만약, 어느 특정 연도에 표재산이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1.5배 수

인 5,100만원으로 밝 지면 월 환산율(x값)은 1.50%가 되고, 2.0배 

수 인 6,800만원이 표재산으로 밝 지면 환산율(x값)은 1.00%가 됨

  

〈표 2-7〉 대표재산별 월 환산율

48) 달라지는 이유는 매년 최 생계비가 변하고, 재산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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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재산(만원)  월 환산율(%)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1배 7,140 0.955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2배 7,480 0.917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3배 7,820 0.885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4배 8,160 0.857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5배 8,500 0.833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6배 8,840 0.813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7배 9,180 0.794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8배 9,520 0.778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2.9배 9,860 0.763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0배 10,200 0.750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1배 10,540 0.738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2배 10,880 0.727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3배 11,220 0.717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4배 11,560 0.708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5배 11,900 0.700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6배 12,240 0.692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7배 12,580 0.685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8배 12,920 0.679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3.9배 13,260 0.672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0배 13,600 0.667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1배 13,940 0.661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2배 14,280 0.656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3배 14,620 0.652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4배 14,960 0.647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5배 15,300 0.643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6배 15,640 0.639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7배 15,980 0.635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8배 16,320 0.632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4.9배 16,660 0.628 
기본공제액(3,400만원)의 5.0배 17,000 0.625 

－동 모델은 엄 한 의미에서 모형2와 유사한 이 있지만, 실 으로 최

생계비에 상응하는 구조  환산율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즉, 

모형2의 단 인 서비스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그러므로 공공부조제도에 용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짐

∙하지만, 모형3의 경우도 모형2와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제도의 원리  최

생활보장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보충성 원리에 보다 무게 

심을 두는 경우 그 의미가 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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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양의무자 기준49)

  1.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관계

⧠빈곤의 발견과 재발견

○ 인류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사회과학의 심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다도 훨씬 더 늦어서 1960년 에 들어와서야 조

씩 시작되었음. 먼 옛날에는 빈곤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 그 반 로 빈곤이 팽배해 있었던 나머지 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빈곤

을 마치 자연 상처럼 인식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임

○ 더욱이, 당시에는 인 인 노력에 의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 그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빈곤완화 정책의 우선순

가 높지 않았음. 빈곤퇴치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음. 한마디로, 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빈곤은 운명 혹은 일상생활의 

일부나 다름없었음

○ 빈곤에 한 패배주의  사고방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이유는 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정책을 통해 그것도 단기간 내에 국부를 창출하거나 가

난한 자들의 수를 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다시 말해, 

국가가 나서서 빈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제한 일 수밖에 없었음

○ 이상과 같이 오랜 기간 빈곤의 늪에 빠져 있던 인간들을 량으로 구조할 수 

있었던 계기는 산업 명에 의해 마련되었음. 생산성과 생산 계의 획기  변

화로 인해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잉여자본이 격하게 증 될 수 있었기 때

문임. 즉, “경제  풍요의 시 ”가 도래하 던 것임

○ 상황이 변하자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음. 산업 명은 인류 모두를 풍요하게 

만들 것으로 기 되었음. 그리고 상당 부분 그 기 는 실로 나타나기도 하

49) 회의  담공무원들이 제기한 문제의 근 에는 부양의무자기  련 다양한 이론  논의와 련되어 

있음. 이에 하여 정리된 연구(여유진 외, 200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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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에 없던 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는가 하면, 

량생산이 량소비로 연결될 것 같은 낙 론이 속속 등장하 음

○ 낙 론이 등장할 즈음 드디어 사회과학의 선각자들이 빈곤을 연구하기 시작하

음. 그리하여 빈곤의 실태, 원인, 결과 등에 한 기  지식이 지속 으로 

축 되었음. 발 을 거듭하던 빈곤연구는 기야 다음 단계의 빈곤 해소에 

한 연구로 이어졌음

○ 사회보험과 같은 신기술이나 ‘사회개발론’과 같은 새로운 주장들이 빈곤을 인

류사회에서 원히 몰아낼 수 있다는 기 감을 높이기도 하 음. 그와 같은 

낙 론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이 인류사

회의 이상향으로 자리를 잡았음. 그리고 사회과학은「복지국가론」이란 이름

으로 복지국가의 존재가치에 한 이론  뒷받침을 제공하 음

○ 사회과학에서 빈곤연구가 발 할 수 있었던 1차 동인은 산업 명이었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기반조성의 역할에 불과하 음. 결정  동인은 사람의 생각 

즉, 불평등 상에 한 새로운 인식이었음. 모두가 빈곤할 때에는 모두가 평

등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움. 그러나 부자가 등장한 시 에 다수의 빈자

가 잔존한다면 사정은 달라짐

○ 인간에게는 ‘형평성’을 인식할 수 있는 본능이 있음. 따라서 평등해야 할 상

황이 평등하지 않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도덕  비 을 받게 됨. 풍

요의 시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빈곤 계층이 상시 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회정의의 문제를 생시켰음. 그 결과, 빈곤은 부정의로 인식되기 시작함

○ 더욱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구조  원인에서 찾아야 한

다는 새로운 발상이 설득력을 얻게 됨으로써 빈곤완화의 문제는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로 격상되었음.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로 나타났음. 

복지지출의 지속  증가가 복지국가 국정의 세를 형성하게 되자 그런 경향

은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 음

○ 그러나 1970년  이후 복지국가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게 되자 낙  분

기는 쇠퇴하기 시작하 음.「복지국가론」의 사회과학  상 추락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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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음. 안타까운 사실은 낙 론을 체할  다른 낙 론이 없었다는 것임

○ 미래를 밝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그 공백을 꿰차고 등장한 것이「신자유주의」임. 미 심의「신자유주의」

가「복지국가론」으로부터 크게 다른 부분은 불평등에 한 기본 시각임

○ 경쟁의 이 을 과신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쟁의 부산물인 불평등의 심화에 해 

둔감할 수밖에 없음. 왜냐하면, 결과인 불평등을 걱정하다 보면, 그 원인인 경

쟁 자체를 부정할 험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하기 힘들게 됨

○ 1980년 부터 본격 으로 세를 떨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이후 20여 년

간 인류사회를 지배하 음. 신기술과 신 성장 동력의 발견, 경제성장과 소득

의 증 , 국제무역의 확장 등 신자유주의가 인류사회에 던진 혜택이 지 않

음. 그러나 잃은 것은 더 많음. 환경 괴, 국제간 무력충돌, 경제 기, 탐욕  

경제활동 등이 표 인 폐해임

○ 그러한 폐해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불평등의 속성이 도사리고 있

음. 불평등은 그것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한 없이 확 되는 악성 행을 보

임. ‘양극화’ 상이 무통제 불평등의 표  사례임.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풍요를 리면서 그에 못지않은 빈곤이 도처에서 공존하

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양극화임

○ 사회과학이 빈곤연구를 심화시킨 결과의 하나는 빈곤의 정의를 다양화 시킨 

것임. 한 때 사용되었던  빈곤 개념이 상  빈곤으로 바  지 오래 

되었음. 소득과 같은 경제  지표들을 심으로 단되는 경제  빈곤개념이 

있는가 하면, 고용, 사회  정치활동 등 더 넓은 역에 걸친 지표들까지 사

용하는 ‘사회  배제’ 라는 개념도 있음

○ 빈자를 최 일선에서 직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빈

곤정의와 일반 사람들의 빈곤정의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함. 빈자의 욕구를 반

시킨 물곤(物困, material hardships) 개념은 경제  빈곤개념에 한 안

임. 이와 같이 빈곤의 정의가 달라지면 빈자의 수자도 달라짐. 그 결과, 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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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에 한 객 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됨

○ 빈곤개념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회과학자만이 아님. 세 을 내는 일반 시민들

도 여론형성의 과정을 통해 빈곤 결정에 참여함. 그래서 만약 국가가 부자에

게 불필요한 원조를 한 결과 산낭비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반기를 들 것

임. 따라서 상황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빈곤 결정의 변수가 됨

○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복지 수 자들 에는 부정 수 자가 존재함. 어쩌다

가 언론에서 부정수 의 문제가 보도되면, 시민들의 반응은 수 자의 도덕  

해이 문제로 쏠리게 됨. 그리고 책은 빈곤의 정의를 더욱더 엄격하게 내려

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남

○ 와는 정반 의 상황이 개될 때도 있음.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실직

상태에 있던 아이들이 며칠 씩 굶던 끝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기사가 알려지

면, 여론은 허술한 정부 복지행정에 한 질타 일색임. 그리고 그와 같은 사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빈곤의 정의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게 됨

○ 재 우리 사회에서 가 빈자이고 가 빈자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 즉 

복지 수 자의 선정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일차 으로 해결의 책임을 짐..「국

민기 생활보장법」의 운 이 표 인 사례임. 이 법에 따라 복지부는 매년 

수 자 선정 기 을 공표함

○ 정부와 국회가「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라 수 자 선정기 을 결정함에 있

어 고려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임. 에서 언 한 과학  측정, 사회‧경제  

상황변화, 국민여론의 향방 등이 주요 변수가 됨

○ 그러나 가장 비 이 큰 변수는 역시 정부의 재정조달 능력임.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빈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비교  용이함. 그러나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복지 산이 없으면, 늘릴 수 없게 됨.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

실은 정부 재정이란 것도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 이란 것임

○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이 한창 지속되던 1960년 에서 1980년 까지 역  

정부는 복지지출에 해서는 극도의 긴축정책을 썼음. 정부재정 형편이 나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산을 늘릴 만큼의 여유는 아직 없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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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던 것임. 그런 상황은 1990년 에 들어와서 조 씩 나아지다가 1997년 

외환 기를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음.「국민기 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도 

바로 그 시기이었음

○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 발 세계 융 기로 인한 빈곤 문제는 1997년 외환

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우리에게 가할 것으로 상됨. 따라서 정부의 

책도 이 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극 이고 선제 인 자세로 바 고 있음

○ 그리하여 례가 없는 거액의 추경 산을 수립하거나 천문  수자의 공  자

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새로운 정부 재정의 일정 부분이 가난한 사

람들을 겨냥하고 있음. 그 결과, 빈곤정의가 해지고 따라서 빈자의 수자

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상됨. 통령, 정부, 국회는 물론이고 일반 국

민들의 여론이 과는 사뭇 다름

○ 인류사회의 역사를 보면, 빈곤의 정의가 엄격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해

질 때도 있음. 집권정당이 구인가에 다라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실업자가 양산되고 사회  불안이 고조되면, 

빈곤개념은 완화되고 빈곤자의 숫자도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남

○ 이 게 빈곤 개념이 늘었다 었다하는 상에 따라 빈곤이 발견되기도 사라

지기도 하는 묘한 상이 나타남. 마치 음주 단속이 강화되면, 음주 운 자의 

수가 늘어나는 상과 유사함. 특히, 풍요 속에서 발견되는 빈곤을 의외라는 

뜻에서 ‘빈곤의 재발견’이라고 표 하는가 하면, 갑작스런 경제 기 상황에서 

에 없던 빈곤층이 출 하면 ‘신빈곤’이란 말을 사용함

○ 빈곤퇴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에서 복지 산 논쟁은 빈곤의 정의와 

연 되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빈곤 정의를 하게 하면 복지 산은 증

액되어야 하고 반 로 산을 감하려면, 빈곤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하면 되

기 때문임. 재 우리 상황은 복지 산 증액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

○ 빈곤정의에 향을 주는  다른 변수는 빈곤 원인에 한 개인책임 논쟁임. 

이 때, 빈곤원인의 성격이 당사자 개인의 귀책사유 성격이 강할수록 국가 책

임은 어드는 반면, 사회구조  특성에 기인할수록 늘어남. 컨 ,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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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빈곤이 그 사람의 나태, 음주, 범죄, 비리 등과 같은 원인 때문이라면, 

국가가 도와  책임을 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짐. 반 로 열심히 정직하

게 노력하 음에도 불운이나 불가항력  사고에 의해 가난해졌다면, 국가가 

도와야한다는 생각이 강해짐. 이를 역으로 표 하면, 국가가 빈곤퇴치를 해 

복지 산을 늘리고 싶으면, 개인 책임 보다 사회책임을 더 강조해야 하고 반

로 이고 싶으면, 개인책임을 더 물어야 함

⧠부양의 역사  개에 한 일반론

○ 국민의 일부 는 다수가 빈곤 상태에 있다고 정되는 경우, 그 문제를 가 

해결할 것인가에 한 논란 즉「부양 논란」은 서구의 산업화 사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음.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 이  사회에서 빈곤해소의 책임은 당연히 

개인 는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몫이었음

○ 오히려 근  사회에서는 빈곤해소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는 표 이 더 

정확함.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빈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가 속한 가족이나 인근 지역사회 내에

서 처리하는 둥 마는 둥 하 던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임

○ 그러나 산업화가 생시킨 임 노동자 계 의 등장과 19세기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20세기 물질의 풍요는 빈곤을 집단 단 가 아닌 개인 단 로 보는

「빈곤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of poverty)」 상을 발하 음. 개인이면 

구나 릴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의 천부  권리로 보는 새로운 사상은 사회 

반에 개인주의 사고방식을 하 음

○ 따라서 빈곤의 개인화는 빈곤원인은 물론 빈곤해소의 책임까지도 개인단 로 

처리하는 경향을 조성했던 것임

○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는 하나의 인격체인 개별 노동자의 자유에 기

하 음.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한 가장 효율 인 가족구조는 가족이 

아닌 핵가족이었음. 따라서 부와 빈곤을 측정하는 단 도 차 가족에서 핵

가족으로 다시 핵가족으로부터 당사자 주로 바 게 되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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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핵가족화의 역기능이 나타남으로써 산업화 사회는 새로운 어려움에 처

하게 되었음. 즉, 핵가족화는 통사회의 가족이 수행했던 구성원의 보호와 

상부상조라는 필수 기능을 무력화시켰음. 그 결과, 국가의 사회부조제도와 같

이 통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체하는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게 된 

것임. 이처럼 국가나 사회가 통  가족기능의 일부를 체하는 상을「부

양의 탈가족화(defamilization of support)」라고 부름

○ 통사회에서 가족제도가 수행하 던 주요 기능 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빈

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음. 그러나 산업사회의 핵가족제도

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 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임

○ 따라서 산업사회가 제 로 작동하려면 국가가 핵가족제도의 약 을 보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임. 그와 같은 논리가 집 성된 것이「복지국가(welfare stat

e)」론임. 그리고 한 때는 복지국가가 인류사회 최고의 모범 국가로 칭송되었

음. 그리하여, 개인의 빈곤해소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른바「공  부양론」은 

복지국가론 핵심 원리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 그러나「공  부양론」 득세 과정이 단선 인 변화과정을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님. 그 반 가 되는「사  부양론」의 반격도 만만찮았음. 왜냐하면,「빈곤

의 개인화」와 「부양의 탈가족화」 상은「공  부양론」보다 오히려「사  

부양론」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논리를 부분 으로 갖고 있기 때문임

○ 그리하여, 복지 산을 이거나 빈자의 수자를 과소평가한 시기에는 오히려 

「사  부양론」이 더 우세한 시기가 있었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류의 

사는「공  부양론」과 「사  부양론」의 경쟁역사이며, 어느 쪽도 원한 

승자일 수 없음

○「사  부양론」은 도덕  해이라는 인간본성에서 출발함. 그것에 의하면, 만

일 사회가 빈곤책임을 타인에게 가하도록 허용하면 그 사회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사회는 끝내 붕괴할 것으로 . 한마디로, 

「공  부양론」은 반인륜 이고 반문명 이란 것임

○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시하는「사  부양론」은 설사 국가가 빈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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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더라도 당사자나 그의 가족에 한 책임추궁은 포

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자산

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거나 도덕 으로 문제가 없는지 시험해보거나(음주나 

도벽)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시험하가나 가족 는 친지 에 도와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함

○ 빈곤퇴치에 한 책임공방에 한 인류 역사를 보면,「사  부양론」의 거센 

반격에도 불구하고 체  경향은「공  부양론」의 상승세로 요약됨. 즉, 산

업사회가 유지되려면, 산업화 이  시 의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국

가의 책임으로 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다시 말하자면, 풍요의 시 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빈곤계층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그것 역시 반인륜 이고 반

문명 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책임 사회는 지속불가능이라고 주장함

○「공  부양론」이 득세하면 그 반 의「사  부양론」이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그래서「사  부양론」에서 주장되던 자산조사, 도덕조사, 근로조사 

등에서 규제완화 조치가 나오게 됨. 컨 , 자산조사 시 자산범주에 포함하

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의 범 를 확 시키거나 도덕조사와 근로조사를 폐지하

거나 자산조사의 단 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것들임

○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산업화 사회가 다시 후기 산업화 과정을 거쳐 차 

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복지국가의 효용이 하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유지하던 복지국가가 어느 시 부터 불균형에 빠져든 

것임. 복지국가에 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가 쇠퇴로 돌아선 것임

○ 그리하여 국가 재정능력이 약화되면서 반 의 주장이 득세하게 됨. 즉, 복지

지출이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수  이상으로 넘어감으로써(과부하) 사회체계 

체의 작동이 비정상상태에 빠졌다는 것임. 정부재정의 자규모가 덩이처

럼 늘어나자 복지 산 감요구가 드세졌고「공  부양론」 인기도 시들해짐

○ 그런 과정에서「신빈곤」 상 즉, 량실업에 의한 빈곤과 같이 개인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이 출 함으로써 복지국가에 한 신뢰는 더욱 더 하락

하 음. 그 결과,「공  부양론」의 세는「복지국가 기론」의 등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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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약화되고 말았음

○ 이 틈을 타「사  부양론」과 신자유주의 사상이 반격을 가하고 나섬. 국가의 

복지행정에서 자산조사가 강화되었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 국가원

조는 근로  훈련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등 도덕  조치를 강화시키고 있음

○ 그 다고 해서「사  부양론」이「공  부양론」을 완 히 몰아낸 것은 아님. 

재는 개인빈곤의 해결책임을 어느 한 쪽에 묻기보다 公과 私 모두에게 묻

고 있음.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의 다변화를「복지 배합(welfare mix)」 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고 부름

○ 복지배합의 시 에서 「공  부양론」의 세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긴 하 지

만, 그 다고「사  부양론」즉, 개인의 빈곤은 개인 는 그가 속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체된 것은 결코 아님. 오히려 「공  부양론」과 

「사  부양론」을 혼합시켜 제3의 논리를 개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

○ 복지배합 시 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 는 시민단체가 과거 복지국가 성

기  국가가 맡았던 책임의 일부를 떠맡게 되었다는 임. 기업의 “사회  

책임” 는 “사회공헌” 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

이 국민복지에 한 국가 역할의 감소를 기업이나 민간단체들이 일정부분 보

완하고 있는 것임

○ 동시에 빈곤자 개인의 도덕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도 복지배합시 의 

한 특징임.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 수 자가 복지수 을 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도록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 한 가 됨

○「사  부양론」 에서 비교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론이「의존 문화론(the 

dependency theory)」임.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과도하게 높은 수 의 

여를 제공한 결과, 복지수 자의 나태와 도덕  해이를 부추긴다고 주장함

○ 그런데, 그와 같은「의존 문화론」에서 조차 한편으로는 사 부양을 강조하면

서도 동시에 빈곤자의 도덕심 강화에 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음.「복지 배합」 는「복지 다원주의」의 극치임

○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을 심으로 1990년  말부터 두되기 시작한 物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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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hardships) 개념에 입각한 빈곤선의 측정 결과는 노인이나 장애인

과 같은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일반 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보여 . 이는 기존의 경제  개념에 기 한 빈곤선이 빈곤자 당사자들의 실

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요한 자료임

○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 발 세계경제의 기 경보는 각국 정부들로 하여  경

기침체의 우려를 낳고 있음. 그 결과, 나라마다 소비 진작을 한 비상조치가 

경쟁하듯 발표되고 있음. 이런 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소비 진작의 상  

효과가 클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이 소득층과 빈곤계층임

○ 최근에는 아  그들에게 을 지 하거나(cash back) 소비 쿠폰

(consumption coupon)을 나 어주는 로그램까지 등장하 음. 새로운 시책

의 등장뿐만 아니라 수 자의 범 를 폭 확 하는 빈곤정책의 규제완화 

상이 나타난 것임. 단 1년이란 짧은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임

⧠부양의 역사  개에 한 우리의 실

○ 우리 사회와 서구사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회구조가 통사회로

부터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 이 발견됨.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여러 변화단계가 동시

에 혼재하는 등의 특징이 있음

○「부양 논란」에 한 사회  합의 도출의 과정 역시 그러한 차이가 보임. 우

리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성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상 으

로 부족하 음. 그래서 「부양 논란」의 해결 양상 한 서구와 차이가 남

○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한국형 국가발 모형은 빈곤문제 해결의 근본 구도를 

취업이나 소득향상을 통한 시장주의  방법을 통하도록 되어 있었음. 그 기 

때문에 약자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조차 생산자 주의 사회보

험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자연히 사회부조 방식은 홀 를 받았고「사회부조 홀

」 상은「사  부양론」에 의해 지지되었음

○ 더욱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승되고 있는「효 문화」 는「가문 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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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사  부양론」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화성을 가짐. 따라서 빈곤의 개인

화와 부양의 탈가족화는 억제되고「공  부양론」세력은 확장되기 힘들었음

○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1990년  후반은「사  부양

론」의 부 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산층 몰락과 

량실업의 발생은 에 없던 신빈곤을 출 시켰음. 개인의 결함 때문에 빈곤하

게 되었다는 주장이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는「국민기 생활보장법」

의 제정으로 이어졌음

○ 한민족 역사에서 이처럼 국가에게 국민의 빈곤을 해결할 책임을 부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음. 21세기의 환 에서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비로소 복지

국가 수 으로 진입하 지만, 2차  직후의 서구와 달리「사  부양론」에 

한「공  부양론」의 압도  우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 생활보장법」으로 바 었음에도  

부양자 의무에 한 규정은 여 히 살아 있었던 것임「국민기 생활보장법」

제4조에 있는데, 이 규정은 개인의 빈곤에 한 가족의 연  책임을 묻는 취

지임.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반공법」의 연좌제를 연상하게 하는 규정임

○ 우리나라에서 이처럼「공  부양론」의 세력 확장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

은 사회복지제도의 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킴. 하지

만, 1980년  후반 등장한 서구 복지국가 기론을 검토해보면, 보다 건실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  측면도 제공하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더 복지국가 방향으로 나아갈

지 단언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경제성장의 장기 측에 따르면, 앞으로 상당

기간 성장은 지속되는 것으로 기 됨. 그 게 되면, 복지국가의 가능성과「공

 부양론」의 세력 확장에 한 미래 망은 낙 인 쪽임

○ 한편, 단기  측면에서 보면, 2008년 이후 악화일로에 있는 미국 발 융 기 

는 세계  경제 기 상은 그 강도가 상상을 월할 정도임. 그래서 빈곤

책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에 참고된「사  부양론」과「공  부양론」에 

기반한 규범론  논의의 합성이 속도로 하됨. 빈곤층이 속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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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에 公이냐 는 私냐를 따지고 앉아 있을 겨를이 없기 때문임

○ 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정책의 주도권은 당연히 공부문인 국가가 행사

해야 함. 즉, 우리가 재 직면하는 빈곤자 문제의 해결은 공부문의 선제 개

입에 의해 실마리를 풀어야 함. 추가 소요 재원의 확보, 수 자격 요건의 완

화, 복지행정의 규제완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 해 있음

○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에 한 완화조치는 최우선 정책과제임. 왜냐하

면,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빈곤하면서도 국가지원의 사각지 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부분은 최빈층에 속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들이기 때문임. 

국가지원의 상을 소득층에게까지 확 하고 있는 마당에 실효성이 없는 

근 「복지 연좌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가에 한 검토가 실한 때임

⧠부양의무자 기 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성

○「국민기 생활보장법」이「생활보호법」을 화시킨 것은 사실임. 하지만, 

그 변화 폭은 2차  후 서구 복지국가 출범으로 나타난 「사회부조

법」이 과거의「빈민법」을 체하 던 만큼의 수 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음

○ 서구의 경우「사  부양론」의 표  사례가 가구 단  자산조사(household 

means tests)이었는데, 그 제도는 복지국가 시작과 함께 철폐되었음. 빈곤의 

개인화가 복지정책에도 반 되었던 것임. 그리하여 빈곤 책에서 부양가족의 

개념이 사라졌으며, 신 자산조사 시, 가족들 사이의 사  이 소득의 일부

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음

○ 우리의 경우「국민기 생활보장법」의 실시와 함께 복지국가에 진입하 지만 

사  부양론의 표  사례인 부양의무자 기 은 완  삭제되지 않고 있음. 

그 법이 제정되었던 1999년 9월7일 당시 동법에서 부양의무자는 “수 권자

의 직계 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  이내의 족”과 같이 매우 

포 으로 정의되었음. 2차  이  서구 국가들이 사용하던 가구단  자산

조사에 버 가는 수 이었음

○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재 그 범 가 많이 축소됨. 200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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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일의 법 개정 시 부양의무자는 “수 권자의 1 의 직계 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  이내의 족”으로 완화되었음. 이어 2005년 12월 23

일의 법개정은 “수 권자의 1 의 직계 족  그 배우자”로 더 축소시켰음

○ 부양 논란 즉,「사  부양론」과「공  부양론」에 한 근은 크게 규범  

근과 기능주의  근이 있는데, 복지행  측면에서는 기능주의  근의 

설득력이 더 우세함. 사회변동과 사실(facts)을 시하는 기능주의 시각에서 

보면, 공공부조 사각지 의 과소측정, 친․인척의 부양의식 약화, 가족구조의 

변화, 부양의무자 기  용을 한 행정비용 과다 등 상들은 우리나라에서

도 이미「사  부양론」의 정당성이 상실되었음을 보여

○ 한마디로 요약하자면,「국민기 생활보장법의」존재 가치는 빈곤문제의 해결

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 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사각지 가 발생하

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임.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호 상의 자녀 는 주

민등록상의 자녀존재 때문에 수 자격을 상실하고 있음

○ 사태가 이 게 진행된다면, 빈곤 해결을 목 으로 하는 법의 목 과 그 법의 

취지를 성취하기 해 마련된 규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임. 이와 같이 

법의 하  규정과 법의 존재가치가 상호 모순 계에 빠질 경우, 정당한 해결

책은 법의 하  규정을 법의 목 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임

○ 기능주의  시각에서 평가한 결과, 부양자 의무 규정이 아무리 부 하더라

도, 그것을 지지하는 통과 문화의 향을 일시에 무시하기가 쉽지 않음. 따

라서 부양의무자 기 을 처리하는 정책  방향은 진  폐지보다 단계  완

화를 통한 궁극  폐지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 임

○ 그와 같은 큰 틀에서 본다면「국민기 생활보장법」이 2000년에 실시되기 시

작한 이후 2005년에 있었던 동법의 개정을 통해 부양자의무자의 범 를 축소

시킨 것은 련 규정의 궁극  폐지를 향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2009년 시 은 부양자의무자 규정의 재개정을 한 기라고 단됨. 

더욱이,  경제 기로 인한 빈곤의 폭주 상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한시  

는 일부 수 자에 한 부양의무자 규정의 폐지조치는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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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자의무 규정의 완화조치를 고려할 때, 막 한 소요 산은 빼놓을 수 없

는 요한 요소임. 다행히 재의 경제 기 분 기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기조는 산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문제는 경제가 정상을 회복한 이

후에도 한번 완화된 부양자의무 규정을 그 로 유지할 것인가에 한 장기 

정책 방향임

  2.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에 대한 외국의 접근방식50)

⧠서구 각국은 그들의 역사  발달과정에 기 하여 상이한 복지국가의 통, 정치, 

사회, 문화 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부양책임에 한 인식과 국가정책의 형

성에 향을 미침. 부양책임과 련하여 국가, 시장, 가족 그리고 시민사회에 부여

된 역할은 각 국가들마다 다양함

○ 이런 맥락에서 가족 책임  의무에 한 법  정의, 사회  돌 (social 

care)의 조직 방식, 가족 구성원  국가의 부양책임에 한 인식에 따라 다

섯 가지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함

⧠ 1. 가족책임에 한 강조

○ 남부 유럽에서는 부양에 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가 법 으로 명시되어 있음. 

컨  그리스의 경우 피부양 부모와 피부양 자녀에 한 동일 면세 기 을 

용함으로써 가족 상호 간 부양의무에 해 규정하고 있음. 한 이탈리아의 

경우 4  이내 가족구성원에 한 부양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스페인의 경우

도 수에 따른 가족 상호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가족은 아동과 노인에 한 경제  부양  돌 (care)의 주요한 제공자로써 

50) 본 의 내용은 Ingrid Jonsson, "Policy Perspectives on Changing Intergenerational Relations", 
Social Policy and Society, 241-248.와 Millor, Jane and Andrea Warman, "Family Obligations in 
Europe", Social Policy Research, 107, Nov, 1996.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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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궁에 처한 사람은 일차 으로 그들 가족에게서 우선 도움을 받고자 함. 공

 서비스(공보육  노인 돌 )는 일반 으로 미발달되어 있고, 국가에 의한 

서비스는 가족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용가능함

○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가족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하고, 정책은 일반 으로 개

입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가족 라이버시 념이 있음. 이는 배우자 

간 혹은 부모-자식 간의 라이버시가 아닌 확 가족 내에 존재하는 라이버

시라고 볼 수 있음. 를 들면, 가족 구성원들이 피부양 성인과 부모에게 돌

(care)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인 인식임. 따라서 개인  자율성이 

정책의 심 목표는 아님. 신 피부양 계의 가정이 이 과 돌 (care)

을 제공하도록 정책이 편재되어 있음

⧠ 2. 규제화된 공동책임

○ 랑스와 독일은 민법(civil law)에서 친척들에 한 부양책임을 규정하고 있

음. 랑스의 민법 (civil code)에서는 배우자, 존속과 비속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 상호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독일의 기본법(basic law)에서는 보충

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용하고 있다. 가령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자녀, 25세 이내의 미취업․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 한 돌 (care)  재정  지원에 한 책임이 있음

○ 이들 국가에서는 가족, 국가, 지역사회가 규제된 형태로 사회  돌 (social 

care)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식에 해 주요한 돌

(care)을 제공함. 공  서비스는 이러한 가족 돌 (care)을 보충 으로 지원

하려는 의도로 제공됨. 한 지역사회(community)  자원 사단체

(voluntary organizations)도 노인돌 에 한 서비스를 보완 인 측면에서 

제공하면서, 돌  제공(care provision)의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개인주의  가치가 상 으로 발달되어 있음. 이런 

측면에서 부양책임에 해 가족의 역할만 강조하지 않음. 따라서 국가가 부양

책임의 주된 제공자여야 하며, 지역사회는 부양에 한 보완  역할을 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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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인식함

⧠ 3. 규제되지 않은 책임의 공유

○ 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가족과 국가의 부양책임에 해 법 으로 명확하게 명

시하고 있지 않음. 국가의 부양책임은 국가 법령으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의 부양책임(부양을 제공해야 할 법  의무)은 비속 쪽으로만(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요구되고 있음

○ 이들 국가에서는 가족, 국가, 지역사회가 규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회  돌

(social care)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일례로 1998년 도입된 국의 아동보

호 략(The National Childcare Strategy)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면 으로는 

부양에 한 국가개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 으로 국가는 돌 의 핵심

인 역할을 가족에게 부여하고 있음. 아일랜드의 경우 정치 역에 한 교회의 

주요한 역할로 인하여 가족생활에 한 국가 개입은 제한 임. 이로 인해 공

 서비스(공보육  노인 돌 )의 제공이 부족하여 가족 내 여성들의 부양 

부담은 증가되고 있음

○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부양책임에 한 필요성에 해 소극 으로 인정

하나 기본 으로 부양책임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부

양책임에 한 인식은 청장년층과 년층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돌  

제공의 일차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국가는 가족들이 책임지기 어려운 사

회  약자(노인, 장애인)에 한 부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 동의함

⧠ 4. 부양에 한 국가책임

○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에서는 일반 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 에 해 국

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있음. 보육  노인 돌 은 가족보다는 국가를 통해 

제공받으며, 가족이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  요건은 거의 없음51). 가족

51) 스웨덴의 경우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에 한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으로 1956년 이래 부모부양에 한 비용은 자녀가 아닌 지자체(Municipalities)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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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책임에 한 규정 자체는 존재하나, 아동이나 노인에 한 돌 서비스

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권리  성격이 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가 사회  돌 (social care)의 주요한 제공자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 아동보육은 국가가 제공하며, 노인돌 도 국가에서 제공

하는 공공가사도우미(public home help)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짐. 물론 경제

재편(economic restructuring)의 시기에 부양에 한 가족의 역할이 지속 으

로 확 되었으나, 실질 으로 부양책임의 주된 역할은 국가가 수행해 왔음

○ 이러한 나라들은 국가 부양책임의 필요성에 해 극 으로 인정하며, 다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노부모 부양에 해 가족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공공가사도우미 등의 문 인 사회서비스)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은 

부양에 한 책임과 의무가 개인  권리  시민권에 기 하고 있기 때문임

⧠ 5. 국가부양의 철회

○ 동유럽 국가들은 1989년 구소련 붕괴 이후 정치경제  환기에 놓여 있음.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된 사회서비스 공 은 축소되고, 부양책임에 한 국가, 

시장,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분담이 불가피하게 재조정되는 상황에 놓

여 있음. 국가가 기존에 제공했던 주거, 건강, 아동보호에 련된 사회  서비

스는 빈약하 고, 부양에 한 가족의 비공식  역할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음. 1989년 이후 이러한 사회서비스마 도 보수  보충성의 원칙(국가는 

단지 가족의 부양책임 실패에 해서만 개입)에 의해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가족 책임  의무에 한 법  정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을 한 도덕

, 공식  의무를 가진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가족은 노인과 장애인 돌 에 

한 주된 제공자이며, 국가의 본래 역할은 아동돌 과 최 임 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  돌 (social care)에 한 국가책임이 약화된 상황임. 

여성은 가족 내 장애인, 아동, 그리고 노인에 한 주된 책임을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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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가족 계망은 경제  필요(economic necessity)에 의해 유지되고, 국가는 

단지 부양의 주된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있음

○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부양에 한 가족의 일차  책임을 강조하지만, 가족의 

책임과 의무가 오로지 경제  필요의 결과로서 간주되는 에 해서는 동의

하지 않음. 즉 가족에 한 부양은 세  간 연 감(intergenerational 

solidarity)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 임

⧠ 6. 시사

○ 사 부양과 공 부양의 계는 각 국가의 역사 ․제도  맥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본고에서는 사회  돌 (social care)에 

한 제공주체 간 역할  인식에 따라 다섯 가지 국가군으로 범주화하여 살

펴보았음.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공  부양(public support)은 여 혹은 사

회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가 아동  노인에 한 부양을 책

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돌  제공자에 한 일

반  흐름은 국가에서 가족, 자원섹터, 그리고 시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만,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체재(substitute)가 아닌 단

지 보완재(supplement)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인식함

○ 둘째, 돌  제공과 련된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이 지배 이나 

돌  책임에 한 역할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여성의 경제활

동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노부모 돌 에 한 남성의 역할 확 를 기 하지만, 

개인주의  가치가 차 확 됨에 따라 돌 의 주축세 (pivot generation)에

게만 부양책임을 기 하기는 어려운 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구조  부양의식의 변화는 공 부양과 사 부양 의 새

로운 역할 정립을 요구함. 에서 살펴본 다수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이 의 

사  부양의 역할 부분을 국가가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은 차 확 되고 있

는 추세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용되고 있는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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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기 은 공  부양의 역할이 증 되는 실을 감안하여 행보다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제5절 탈빈곤 및 탈수급52)

  1. 빈곤원인에 대한 논의53)

⧠빈곤원인과 련한 기존 연구에서 공통 인 논의사항은 크게 2가지임

○ 첫째, 빈곤의 원인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발생한다는 것임. 둘째, 빈곤의 원인을 과거의 경우 개인

책임으로 악하 다면 지 에 와서는 개인과 더불어 사회 혹은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김 모, 1992; 황청일, 1997)

⧠빈곤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사회 , 개인  구조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며 혹

은 경제 , 사회  그리고 심리 으로 바라볼 수도 있음

○ 그러나 빈곤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 으며, 그 원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에 합한 복지정책, 빈곤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즉 

재에 있어 빈곤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 경제‧사회‧심리 인 요인들이 복합

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첫 번째는 개

인과 사회의 책임측면에서 살펴보는 과 두 번째는 계층 인 측면에서 빈곤원

인을 악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론 인 측면에서 분석한 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음54)

52) 회의  담공무원들이 제기한 문제의 근 에는 탈빈곤  탈수  련 다양한 이론  논의와 련되어 

있음. 이에 하여 정리된 연구(김미곤 외, 2008)를 제시한다.  
53) 빈곤원인에 한 본 부문은 주로 이두호(1991), 이정우(1997), 김태성‧손병돈(2002)를 참조하 으며, 빈

곤문화론은 박윤 (1998)의 연구를 참조하 다.
54) 황 청(1997)의 경우 기존에 논의되었던 빈곤원인과 한 이론과 경향들을 설명하면서 추가 으로 Paul 

Picker가 주장한 병리학  설명(Pathological explanations)과 구조  설명(Structural explanations)을 추

가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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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은 낙인이론으로 기능  부 응을 

요시하는 기능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음. 즉 개인  동기부족, 게으름, 나태, 

사회 부 응 등 주로 낙인주의 인 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으

며, 가구주의 사망, 이혼, 장애, 노령, 낮은 교육수  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기능주의  이라 할 수 있음

－반면 사회  책임으로 설명하는 측면은 구조  으로 갈등이론에서 찾

아볼 수 있음. 갈등이론은 재산, 권력, 지식, 자원 등의 소유여부를 기 으

로 빈곤원인을 악하고자 하는 것임(김 모, 1992; 조흥식, 1996)55)

○ 두 번째는 사회계층 인 측면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마르크스주의  

과 베버  을 들 수 있음

－먼  마르크스  의 경우 생산수단에 한 사 소유가 인정되며, 시장

에서 소득과 자원이 분배됨에 따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층 

 실업과 노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임 이 낮거나 소득

으로 인해 빈곤이 발생한다고 보는 임

－반면에 베버주의는 개인에 나타나는 계  상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층이 변할 수 있다는 임. 개

인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써 더 나은 계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하

며, 이에 못 미치는 노령, 장애, 편부모가족의 경우 시장에서 자원을 획득

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빈곤하게 된다는 것임

○ 셋째, 학문 인 측면에서 빈곤원인을 악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인 자본

(Human Capital), 선발(Screening), 직무경쟁(Job Competition), 노동시장분

(Segmented Labor market), 계 이론(Marxist theory), 빈곤문화론 등을 

들 수 있음(이두호외, 1991; 이정우, 1997; 김태성‧손병돈, 2002)

⧠여기서는 셋째 분야인 학문 인 측면에서의 빈곤원인에 해 살펴보고자 함.

55) 조흥식(1996)의 연구에서는 빈곤원인 분석시 개인주의  과 사회구조  에서 분석을 시도함. 개
인주의  으로는 ① 가족배경을 시하는 측면, ② 인 자본 특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구분하 으며, 
구조주의  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향, 성별 차이에 따른 향으로 나 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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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발생 원인 및 탈피에 대한 이론

⧠인 자본(Human Capital) 이론

○ 인 자본은 경제학의 주요이론인 한계생산성이론이 노동의 공 과 임 변화를 

주로 설명되는 한계를 지 하며 노동에 한 질  차이에 의한 생산성 차

이를 설명하고자 이는 이론임

－인 자본은 1960년  미국 시카고 학의 슐츠(Theodore W. Schultz), 베

커(Gary S. Becker), 콜롬비아 학의 민서(Jacob Mincer) 등에 의해 발

된 이론임56)

○ 인 자본의 핵심은 임 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생산성은 

숙련된 기술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다시 공식, 비공식훈련과 같은 인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임

－동 이론에 의할 경우 빈곤은 낮은 생산성의 결과이며, 이는 인 자본에의 

낮은 투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음

－인 자본의 표 인 로는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직업훈

련을 통한 기능의 습득,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을 통한 문지식의 습득 등

이라 할 수 있음

○ 1960, 70년  요한 치를 유하던 인 자본은 이후 빈곤층에 한 교육, 

훈련 로그램 성과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인 자본의 비 실성에 한 

비 이 제기됨.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인 자본은 노동의 질을 강조하다보니 노동의 공 측면만을 강조하

고 노동수요의 요성을 간과함. 즉 동일수 의 노동의 질을 가지고 있더

라도, 노동시장구조, 수요, 산업발  등에 따라 임 의 수 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임. 이는 주로 노동시장 분 론에서 비 이 제기됨

56) Schultz는 인 자본론발 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197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 다. Becker는 1992
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 으며, 민서는 비록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지 않았지만 20세기를 표하는 

경제학자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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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 자본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임. 즉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녀 간 임 격차, 인종

인 차이, 제도 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임

－셋째, 개인 능력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단순히 학력 혹은 교육만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학력이라도 높은 

생산성을 지닐 수 있는 시장상황에 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임

－넷째,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회경제 인 배경이 소득 혹은 임 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임. 보울즈(Samuel Bowles)에 의하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향도 요하지만 실제 으로는 사회경제  배경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설명함

－ 한 바그와트(Jagdish Bhawati)는 인도의 를 통해 이를 설명함. 즉 후

진국의 경우 자본시장이 불완 하여 교육자 의 차입비용에서 가난한 사람

들이 불리하게 되며, 이는 교육을 받고자 해도 교육을 받을 수 없음에 따

라 계속 으로 낮은 소득수 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임

－다섯째, 인 자본은 환경  요인, 제도  요인, 가정 내에서의 자녀에 한 

투자, 양육방법 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임57)

⧠선발(Screening) 이론

○ 선발(Screening) 이론은 인 자본에 한 반론의 하나로 1970년  등장함

－선발가설은 교육수 이 잠재 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골라내는데 필

요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므로 보상을 받는다는 가설임. 즉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 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배경  

특성( , 학력 등)을 기 으로 사람을 선발하게 된다는 것임

－동 가설은 선별(Screening), 신호(Signal), 체(Filter) 등의 용어로 사용되

기도 함. 선발가설에서 고용주는 노동자에 해 지표(Index)와 신호

57) 이외에 인 자본이론에 한 비 은 이정우(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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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라는 2가지 특징을 찰하게 됨

∙지표란 성별, 인종, 나이 따 와 같이 개인이 의도 으로 바꿀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하며, 신호는 교육, 건강과 같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투자하

고 바꿀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함

∙따라서 노동자는 지표는 있는 그 로 받아들인다면, 신호는 자신의 투자

의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극 으로 투자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기 으로 선발하고 높은 임 을 주게 된다는 것임

－ 와 같은 선발가설에 의할 경우, 사회가 학력사회(Credential Society)로 

흐를 수가 있음. 즉 교육이 단순히 높은 임 을 보장하고 선발을 한 기

본 조건이 된다면,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계없이 학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며, 기업은 한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많은 임 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임

－여기서 빈곤과 련하여 사회 내 모든 교육조건이 고정되어 있다는 제가 

있거나 빈곤층에 한 교육여건이 월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빈곤층에 

한 교육, 직업훈련 등은 탈빈곤을 한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직무경쟁(Job Competition) 이론

○ 직무경쟁은 미국의 Lester C. Thurow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노동자들이 일

자리를 찾을 때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임 경쟁(Wage Competition)을 통해 

직무가 결정된다는 인 자본론의 내용을 비 하면서 노동자들은 취업기회를 

두고 경쟁한다고 강조함

－즉 노동시장에서 임 경쟁은 거의 없고 실제 노동시장의 경쟁은 기업이 제

공하는 직무를 두고 노동자들 간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 직무경쟁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음

－첫째, 한 사회의 일자리 숫자와 형태는 그 사회의 기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됨. 둘째, 노동자들의 기술과 임  제시는 실제로 충원되는 일자리 숫

자와 형태에 향을 주지 않고 사회  습이나 제도  요인들에 의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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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됨. 셋째, 이러한 임 은 직무별로 엄격히 고정되어 있어 상  

임 의 개념이 요함. 넷째, 가 어느 직무를 차지하느냐는 노동자들의 

훈련성과 응성에 의해 결정됨

○ 한 사회 내에 여러 노동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 

Thurow는 이를 서열(Labor queue)이라고 하며, 고용주는 선발의 문제에 직

면함

－이 경우 고용주가 구를 선택하느냐는 훈련가능성 여부, 훈련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게 됨. 그러나 고용주는 선발단계에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간 으로 노동자의 교육수 , 나이, 지능의 정도를 통해 이를 단하게 

됨. 즉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학력수 이 높을수록 훈련이 쉽고, 훈련비용이 

게 들기 때문임

－따라서 고용주는 학력이 높고 배경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학

력이 높을수록 좋은 직무와 높은 임 을 받게 된다는 것임

－ 와 같이 될 경우 사회에서는 교육에 한 과잉 상이 발생하는 단 이 

있음. 즉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 높은 임 을 받기 해 높은 수 의 교

육을 받고자 할 것이며, 이 경우 학졸업자는 좋은 직무를 차지하고 고졸

자는 좀 더 하  직무를 차지하는 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사회  자원의 낭비와 학력간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됨

○ 직무경쟁에 의할 경우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즉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를 벗어나기 해서는 노동자 서열상의 치를 

상향 이동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사회 내에 좋은 직무나 고임 을 주는 직무는 한정되어 있고, 빈곤

층 외의 계층에서도 지속  교육훈련과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 빈곤층의 

서열을 변동시켜 좋은 직무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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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분 (Segmented Labor market) 이론

○ 노동 공 과 개인 인 특성 측면을 강조하는 인 자본 이론과 달리, 노동시장 

분 이론은 노동의 수요와 사회, 기업 등 제도 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나타

나는 임 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임

－즉 인 자본론은 개인에 한 교육, 학력, 사회  배경 등을 통한 단일한 

노동시장에 근거함. 반면 노동시장 분 이론은 개인  특성보다 사회 ·기

업  특성 등 다양한 제도  측면에서 노동시장은 단일하지 않고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서 노동시장 간 임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이러한 노동시장 분 이론은 교육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

자본론의 한계를 일정부문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학뿐 아니라 

사회학 등 다양한 역에서 연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음

－동 이론에 의할 경우, 노동시장은 기존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연

속 이고 경쟁 인 시장이 아님. 노동시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노동

자 간 분단되어 있으며, 분단된 노동시장 상호 간 이동이나 교류가 단 됨

으로써 서로 다른 임 과 근로조건이 성립한다는 임

－따라서 서로 단 된 서로 다른 노동시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노동자들 간에

는 임 과 근무여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빈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노동시장 분 이론은 다시 내부노동시장과 이 노동시장이론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음

○ 1)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내부노동시장은 기업 혹은 사업장내의 규칙과 차에 의해 노동배분과 임

이 결정되는 것으로 외부 인 환경 혹은 외부시장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내부노동시장은 외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기업 혹은 사업

장내에 존재하는 직무 로그램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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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유일한 경로는 신규직원 채용 

뿐 아니라, 엄격한 내부 규칙에 의해 임 , 승진, 직무교육, 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됨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한 번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직무교육

이 이루어지고, 일정부문 노동자에 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노동자의 이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됨

∙즉 고용주는 이직률을 최소화하기 해 높은 임 , 좋은 작업여건, 고용 

안정 등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노동자들은 이직에 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해 지속 으로 근무하고자 하며, 기업 내부에서는 내부노동

자간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상을 래함

∙결론 으로 내부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은 외부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좋아짐. 외부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

은 반 로 임 , 근무여건, 환경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이 발생함

○ 2) 이 노동시장(Dual Laobr market)

－이 노동시장은 다시 1차‧2차 노동시장이론과 진  이 노동시장이론으

로 구분될 수 있음. 먼  1, 2차노동시장이론은 내부노동시장이론을 좀 더 

확 하여 설명하고자 함. 반면, 진  이 노동시장이론은 자본주의 내 계

 차이에 의한 분화된 노동시장을 강조함

－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 1차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연결되어 2차 노동시장에 비해 임 , 작

업여건, 승진 등의 노동여건에서 상 으로 좋은 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음

∙이와 조 으로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 , 낮은 노동자 복지,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놓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2차 노동시장은 주로 여성, 소수민족, 빈민층 등으로 구성되

고 1차 노동시장에 비해 사 인 계가 강조되며, 직무의 안정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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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시장이라 할 수 있음

∙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은 서로 간에 이동이나 교류가 없이 단

됨에 따라 동 시장의 노동자들은 추가 인 직업훈련, 직무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됨. 따라서 인 자본에 한 투자가 1차 노동시장에 비해 낮게 

되고 결국 임 수 도 낮아지는 악순환을 래하게 됨

－ 진  이 노동시장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의 자본축 에 의해 역사 으로 2가지 서로 

다른 경제부문이 형성됨. 즉 자본이 집 되는 독 부문과 그 지 못한 

주변부문의 2가지 노동시장으로 나 어진다는 것임

∙독 부문의 경우 주변부문에 비해 첫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으

며, 둘째 상품에 한 통제가 가능하며, 셋째 자본의 집 으로 생산성이 

주변부문에 높게 되고, 넷째 장기 으로 자본을 통한 기술축 이 가능함

에 따라 주변부문에 비해 좋은 임 과 작업여건을 지닐 수 있다는 임

∙ 한 동이론에 의할 경우 독 자본의 제도 , 료제의 발 에 의해 노

동시장 분 이 더 강화된다고 주장함

∙즉, 독 자본 하에서 료  통제의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조직에 순

응하도록 함. 한 기업에 한 충성심을 높이기 해 내부통제, 승진체

계  임 유인제도를 도입하고, 사내 복지를 강화함. 이는 노동자들 간 

경쟁을 유발하고 개인  경험의 공유를 억제하여 내부노동시장에 집 하

게 함에 따라 노동시장은 더욱 분화된다는 을 강조함

－ 와 같은 진 인 노동시장 분 이론은 다음의 비 을 받게 됨

∙첫째, 노동시장이 독 부문과 주변부문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느냐, 둘째,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임 결정과정은 무엇이고, 셋째, 시장경쟁을 통한 

양시장간의 분화가 약화될 수 있지 않은가 등 여러 가지 이론 인 측면

에서의 문제제기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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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론(Marxist theory)

○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따라 사회주의 계 이론을 설명함(생산수

단을 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 마르크스의 계 이론

을 좀 더 발  분석기법을 통해 정리한 라이트(E. O. Wright)는 계 을 계

층이 아닌 계 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함

－라이트는 자본주의 내에서는 3가지 큰 그룹이 존재하다고 설명. 즉 생산수

단을 경제 으로 소유(경제  소유란 투자  축 과정에 한 지배력 

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힘을 의미), 유( 유란 첫째 

물질  생산에 한 지배력과 둘째, 생산과정에서의 권  즉, 노동과정에서 

타인을 지배하고 감독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는 부르주아와 이를  가

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 소유는 하되 유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쁘띠 부르주아의 3그룹으로 설명함

－이들 사이에는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하게 됨. 첫째는 부르주아 노동자사이

의 리자(manager)  감독그룹, 둘째는 부르주아와 쁘띠 부르주아 사이

의 소고용주, 셋째는 노동자와 쁘띠 부르주아 간에 있는 반자립  피용

자라 할 수 있음

○ 계 이론에 의할 경우 와 같이 생산수단을 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계 이 

분리되며, 임 과 소득이 결정된다고 

－자본가는 모든 생산수단과 노동자에 한 통제력을 지님에 따라 높은 소득

을 가지는 반면 리자의 경우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노동자에 한 

통제력을 지니게 됨에 따라 자본가 다음으로 높은 소득을 지니게 됨

－쁘띠 부르주아는 자신의 생산수단을 직  보유하고 이를 생산에 이용하여 

자본을 축 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에 한 통제수단은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보다 상 으로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됨. 반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는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임

○ 계 이론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후 많은 사회 인 논쟁을 유발하 으나, 사

회, 경제  이론 발 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여 히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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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론은 분석 ․실증 인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

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

○ 빈곤문화론은 미국의 Oscar Lewis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문화와 질 으로 다른 하 문화(sub-culture)에서 살기 때문에 그

들의 태도, 가치, 행동 등에서 다르고 이런 형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세습

된다고 주장함

○ 와 같은 빈곤문화에 해 Lewis는 4가지 체계로 설명하고 있음. 하 문화

와 일반사회와의 계, 슬럼지역의 성격, 가족특성, 개인의 태도와 가치  성

격구조라 할 수 있음

－하 문화와 일반사회의 계에서 빈곤층은 사회 내 일반 인 제도나 문화 

속으로 통합되지 못한다는 임. 즉 빈곤층은 정치조직, 노동조합 등에 포

함되지 않으며, 백화 , 은행, 종합병원 등의 사회제도를 충분히 유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임

－빈곤층은 한 슬럼화된 지역에 모여 살게 됨으로써 지역 으로 고립되고, 

열악한 거주환경, 과 거주지역 등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임

－가족특성으로서 빈곤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아동기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조기 성경험, 결혼생활 불안정으로 모계 심의 생활을 하게 되며, 

생활고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에 직면하고 있음

－개인의 태도와 가치  성격구조에서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경

우 사회  반감, 무력감, 의타심, 강한 재 지향성 등의 성향을 지니게 되

는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함

○ 그러나 Lewis는 빈곤하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빈곤문화 인 특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즉 빈곤과 빈곤문화는 구별되며, 하 문화에 속하지 

않는 생활양식을 지닌 빈민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 , 인도의 빈곤하

고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 동유럽의 유 인들 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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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문화론은 빈곤문화의 존재 여부와 빈곤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빈곤문

화”인지 아니면 “기회의 결여”인지에 따라 보수주의  (문화론  )과 

자유주의  (상황주의  )으로 구분함

－보수주의  에서는 빈곤문화의 심리  측면과 태도에서 빈곤의 원인을 

악, 즉 빈곤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특성에 있어 사회지배계층과는 다

른 행 (약물남용, 범죄 등)와 가치유형(노동에 한 인식차이 등)을 지니

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을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임

－자유주의  은 보수주의  에서 지 된 빈곤원인은 실제 빈곤층에

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빈곤의 원인은 기회의 결여 즉 취업, 교육 등

의 결여 등 사회구조 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와 같이 빈곤문화론은 Lewis가 주장한 이후로 많은 논쟁을 가져오는 분야

로 어떠한 합일 을 도출하고 있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음.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 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음

3. 복지의존 및 탈피 이론

⧠가. 복지의존모델(Models of Welfare Dependency)

○ Bane & Ellwood(1994)는 다양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복지의존을 설명하

는 모형을 3가지(합리  선택 모델, 기  모델, 계 문화 모델)로 유형화함

○ 세 모형은 각각 선택과 인센티 (choice and incentive), 자신감과 통제

(confidence and control), 가치와 문화(values and culture)를 강조함

○ 합리  선택 모델(Rational Choice Models)

－경제학과 정치학의 지배  패러다임

－가정: 개인은 주어진 산 제약 하에서 선호에 따라 효용을 가장 극 화하

는 선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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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과 복지, 그리고 빈곤의 패턴(static work, welfare, and poverty 

patterns)

∙빈곤, 일, 복지수  간의 선택은 교육, 연령, 부양아동 수, 근로경험 등

과 같은 사회경제  변수와 련이 있는데, 수 자는 부분 사회경제  

조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하더라도 최 임  수 의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수 액이 아주 낮거나, 근로에 따른 인센티 가 탁아비용

을 과하지 않는다면 복지수  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은 어짐

－ (2) 수 , 탈피의 동태(the duration and dynamics of welfare)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 (earnings exits)은 거의 불가능함. 그 이유는 소

득증가로 인한 탈수 은 경제  변수와 히 련되기 때문임. 반면 

결혼을 통한 탈수 (marriage exits)은 상 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3) 정책방안(policy influences on work and welfare)

∙탈수 을 유도하는 정책  장치로 인센티  제도를 강조함. 훈련이나 수

자들의 잠재 임 을 높여  수 있는 로그램 등도 유용. 그러나 선택

이론은 강제 ․자발  참여에 한 통찰력은 부족한 편임

－ (4) 가족구조변화의 패턴(patterns of family structure changes)

∙높은 수 액은 이혼, 별거, 미혼여성의 출산 등에 향을 미칠 것임. 남

성의 재정  능력 역시 요한 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임

○ 기  모델(Expectancy Models)

－자신감, 통제, 정보가 이 모델에서 요한 요소임

－가정: 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 가 있을 때에만 어떤 

행동을 취함. 즉, 기 가 재의 행동에 향을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을 주고, 실패가 반복되면 동기를 상실함

－이 에 따르면, 복지의존(dependency)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 상황에 

압도되어 가능한 기회를 찾아볼 능력을 상실할 때 비롯된다고 

∙이는 어떠한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단할 수 있는 

경험을 한 경우에 그들은 반감을 가지거나 학습된 무기력(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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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lessness)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심리학의 논리와 일맥

상통함(Seligman, 1975)

－이혼, 복지수 액의 감소는 수 자들의 미래에 해 통제할 능력을 증가 

혹은 감소시킴

－기 를 변화시키는 것 요. 즉, 정보 제공 등 요

－ (1) 일과 복지, 그리고 빈곤의 패턴(static work, welfare, and poverty 

patterns)

∙이 모형은 사람들의 자신감, 그리고 통제 능력이 인생의 사건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라고 . 경험과 기 가 요한 변수이기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 언제 복지 수 자가 될 것인지에 한 측을 하

기가 상 으로 어려움. 그러나 더 나은 교육과 근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을 것이라고 단함(선택이론과 유사). 이 모형은 결

혼 상태가 일과 복지수 을 측할 것이라고 (선택이론과 차이)

－ (2) 수 , 탈피의 동태(the duration and dynamics of welfare)

∙선택이론과 상반된 결과를 측하고 있음. 즉, 사람들이 탈수 을 할 능

력보다 그들의 자존감과 통제능력이 더 요하기 때문에 보다 역동 인 

수 탈피가 상됨. 어떤 사람들은 기와 스트 스가 왔을 때 이 시스

템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통제 능력을 회복하면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음(탈수 ). 한 선택모형이 측하는 것과 달

리,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 이 통상 으로 이루어질 것임. 그리고 결혼

상태나 자신감과 같은 비경제학  변수들이 복지수 기간이나 소득증가

로 인한 탈수 에 향을  것임. 요한 것은 더 오래 수 자의 지

에 머물수록, 빠져나가기는 더 어려울 것임

－ (3) 정책방안(policy influences on work and welfare)

∙복지 로그램의 인간 인 요소가 재정 인 인센티 보다 더 요한 요

인이 될 것임. 즉, 탈수 을 도우려면 자신감과 통제능력을 키우는 정책

 요소가 요함. 주간보호(day care)나 의료지원, 역량강화,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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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서비스가 요한 역할을 할 것임

－ (4) 가족구조변화의 패턴(patterns of family structure changes)

∙제한된 통제능력, 자신감 결여, 그리고 과거 실패의 경험들이 미혼여성

의 출산과 련이 있을 것임. 출산조 (birth control)에 한 정보가 

향을  것임. 무엇이 가족형태에 향을 주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움. 강

한 통제능력을 가진 여성이 결혼상태에서 더 행복할 수 있고 상황이 악

화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짐

○ 계 문화 모델(Class Cultural Models)

－가정: 문화가 사람의 행동에 향을 .

－빈곤문화(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반사회 , 비생산 인 행동을 보임.

－ Ken Auletta에 따르면 하 계층은 “사회 으로 배제된 것처럼 느끼고, 통

상 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부인하고, 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은 탈선 인 것처럼 보인다.”고 함

－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기 이론과 비슷한 측을 하지만, 기본

으로 복지에 한 시각은 다름. 기 이론에서는 통제능력의 상실과 망을 

강조하지만, 문화이론은 사회  규범이 결여된 사람들이 자신을 부양하기 

한 합리 인 방식으로 수 을 선택한다고 

－ (1) 일과 복지, 그리고 빈곤의 패턴(static work, welfare, and poverty 

patterns)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회 , 경제 으로 빈곤하게 살아감.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빈곤할 가능성이 높음. 

유사한 하 그룹끼리 게토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사회 인 가치

와 태도를 지님

－ (2) 수 , 탈피의 동태(the duration and dynamics of welfare)

∙이 이론에 따르면 하 문화그룹의 사람들은 정체된 수 층을 이룸. 장기 

수 은 빈곤지역, 가족의 수  경험, 반사회  태도와 련됨. 반면, 하

문화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  수 탈피의 역동성이 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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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 , 자신감 등이 복지의존과 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사회 인 

가치와 태도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은 탈수 이 비교  용이함

－ (3) 정책방안(policy influences on work and welfare)

∙하 문화그룹의 문제의 근원을 보는 시각에 따라 정책방안이 달라짐

－ (4) 가족구조변화의 패턴(patterns of family structure changes)

∙하 문화그룹, 가족이력과 태도가 가족형태에 향을 미치는 변수임. 이 

이론의 보수주의자들은 한 복지수 이 복지의존에 향을 미칠 것이

라고 보는데, 그들은 미혼 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임

⧠나. 사회 여 수 률(take-up rate) 련 경제학  모형58)

－효용극 화 과정으로 사회보장제도 수 을 설명하는 모형

○ Moffitt(1983)의 모형

－ Moffitt은 자산조사 제도 참여의 주요 비용으로써 낙인(stigma)을 강조하

나, 거래비용과 같은 여타 비용으로까지 모형을 확장함.

모형: U = U(Y + aPB) - bP

여기서, U: 효용

      Y: 프로그램 참여(수급) 이전의 소득

      B: 프로그램 급여

      P: 프로그램 참여(수급)시 1, 비참여(비수급)시 0
      a: 변동 스티그마(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b: 고정 스티그마(급여수준과 무관하게 프로그램 참여시 발생하는 비용)

－ Moffitt은 로그램 참여에 따른 고정(flat) 스티그마와 여액의 함수인 

변동(variable) 스티그마를 구분하고, 두 가지 스티그마가 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향이 상이함을 밝히고 있음. 즉, 고정스티그마만 있는 경우 참여

는 항상 여수 의 증가함수가 되는 반면, 변동스티그마가 있는 경우는 

그 지 않음

58) J. Currie(2004), The Take-Up Social Benefits, NBER Working Paper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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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B = G - tWH - rN(단, G는 보장수 , t는 한계세율, W는 임 , 

H는 근로시간, r은 비임 소득에 한 한계세율, N은 비임 소득)이라고 

하면 고정스티그마가 의미하는 바는 참여확률은 G의 증가함수, t, W, 

H, r, N의 감소함수

∙만일, 변동스티그마가 있는 경우라면 a〉0일 경우에만 참여

－이 모형의 함의는 스티그마는 제도 참여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수 률을 

해한다는 것임

－스티그마 이외 제도참여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자산조사 제도 수 자격이 있는 개인들은 학습(learning about)과 지원

(applying)과 련된 비용에 직면하고, 이 비용들이 제도 참여선택에 일

정정도 향을 미침

∙더욱이 수 이 가장 실한 개인들에게 이들 비용이 가장 클 것이고, 수

자가 어린이, 노약자일 경우 그 부담이 더욱 커짐

－이 같은 기 인 비용편익 분석틀은 사회제도에 한 비참여에 한 실증

분석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음

○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비용하락과 수

－특정 여의 수 가능성에 한 정보 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스티그마를 

이는 민족 네트워크(ethnic network)의 존재함

∙Bertrand, Luttmer and Mullainathan(2000)에 따르면 제도이용 성향이 

높은 같은 민족의 이웃이 지역에 많을수록 여성의 제도이용성향이 증가

∙Borjas and Hilton(1996)에 따르면 기 이민자의 수 유형이 같은 국

가 출신의 신규 이민자의 수 유형에 향을 미침

－ Manski(1993, 2000), Brock and Dulauf(2001), Moffitt(forthcoming) 

등은 다음과 같이 내생효과(endogenous effect), 외생효과(exogenous 

effect), 상 효과(correlated effect)를 설명함

∙내생효과: 특정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성향은 집단 내 다른 구성원의 

행동에 의해 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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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효과: 집단의 멤버십을 규정하는 외생  특성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향을 받음

∙상 효과: 동일 집단 내 개인들은 유사한 개인특성을 갖거나 혹은 유사

한 제약에 직면함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 검증결과>

• Aizer and Currie(2004)는 패널데이터(Vital Statistics data from California)를 사용하여 위 

효과들을 구분하고 공적제도인 출산전간호서비스(prenatal care service)를 이용하는 상이한 집단의 

여성들의 성향을 관찰함

• 실증분석 결과 공적제도의 이용은 인종/민족, 우편번호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 같은 상관관계

는 다수의 비관측특성을 통제하고, 다른 집단 성원과의 접촉가능성을 고려함에도 여전히 유효함

－정보와 수

∙Duflo and Saez(2001)은 근로자의 retirement plan option59)의 수 에 

있어서 정보가 미치는 향을 실험함

∙ 여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  참여 근로자들  수 자를 무작

로 선정하고, 집단 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정보가 다른 동료에게 향을 

미치는지를 찰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만 미미한 효과를 발견함

○ O'Donoghue and Rabin(1999)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근

－ 통 인 경제학 모형은 지수할인(exponential discounting)에 한 그릇

된 가정을 한다고 주장함. 즉, 한 개인의 웰빙에 한 재(at an earlier 

date)와 미래(at a later date)의 상  선호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임

－보다 엄 한 모형을 통해 사람들이 미래보다 재에 더 가 치를 부여한다

는 에서의 시간불일치(time inconsistency)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서 지수할인이 아닌 곡선할인(hyperbolic discounting)을 채택함

－사회 제도 등록에 한 많은 비용들은 당장 부담을 해야 하지만 수 은 나

에 발생한다는 에서 시간불일치 선호를 가진 개인은 제도 등록을 미루

59) 일종의 직역연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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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당형 사회보험형 조세형 사회부조형

재정 방식 일반 조세 기여 일반 조세 일반 조세

주요 수급요건 인구학적 특성

해당 위험의 발생

기여기간 
기여수준

근로여부 

근로소득 수준

가구내 아동수

자산 수준

커버리지
보편적

(혹은 느슨한 

소득파악)

보편적

(보험가입자)
제한적

(저소득근로자가구)

제한적

(최저생계비 

미만가구)

급여단위 가구(아동) 개인
대체로 가구(일부 

개인)
대체로 가구(일부 

개인)

급여수준
낮음

(아동수에 따라 

높음

(과거 기여력에 따라 

낮음

(근로소득 수준과 

낮음

(소득수준과 

고, 나 에 참여함으로써 효용극 화가 가능해짐을 알게 됨

－공  건강보험과 같이 미래 건강충격(health shock)이 발생하기 까지 

여가 필요치 않은 제도에 잘 용됨

제6절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60)

  1. 주요 OECD 국가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구조

⧠ 소득층 지원제도의 분류

○ 소득층 지원제도란 15~64세의 경제활동연령에 속하는 소득층(과 그 가

족)이 주로 받을 수 있는 성 여를 말함

○ 이 성 여를 재정방식, 자산조사 여부, 지  형태 등에 따라 사회수당형 

여, 사회보험형 여, 조세형 여, 사회부조(자산조사)형 여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함. 각 여 유형의 특성과 형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2-8〉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과 특성

60) 회의  담공무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의 근 에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가 외국의 유사한 제도와의 

유사 과 차이 에 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하여 정리된 연구(여유진 외, 200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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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당형 사회보험형 조세형 사회부조형

다름) 다름: 소득비례) 아동수에 따라 다름) 가구원수에 따라 

다름)

대표적 제도 아동수당 실업보험 EITC 사회부조

－첫째, 사회수당형 여는 특정 인구집단의 필수  욕구에 응하기 한 

보편  성격(일부 자산조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용범 가 매우 넓은 것

이 특징임)의 여를 말함

∙ 표 으로 아동(가족)수당, 주거수당 등이 있음

－둘째, 사회보험형 여는 특정 사회  험에 응해 기여에 한 권리로

서 주어지는 ( )보편  성격의 여로 경제활동 연령에 용되는 표

인 성 사회보험 여는 실업보험 여임

－셋째, 조세형 여는 근로유인과 소득보장의 목 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

는 역소득세 방식의 여로, 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소득가구를 

상으로 하며, 근로소득보 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형

인 조세형 여의 형태임

－넷째, 사회부조형 여는 자산조사(means test)와 같은 수 요건을 충족시

키는 빈곤가구를 상으로 하는 여로, 소득층 지원제도에서 가장 핵심

이고 통 인 여방식이라 할 수 있음61)

－  네 가지 형태의 소득층 지원제도는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

며, 소득층의 경우 한 시 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도로부터 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임

∙ 를 들면,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  사회수당은 모든 여의 추가  수

과 무 하게 기본 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부분임. 실직 상태가 장기

61) 그러나 본 연구의 상인 경제활동인구는 통 으로 ‘undeserving poor'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으로 사회부조에의 근성이 매우 낮다. 보통은 사회보험 등의 자격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과 재산)을 

부분 소진하여야만 수 자격이 주어지며, 일부 국가(한국, 독일)에서는 부양의무자 기  등의 추가 인 

조건을 통해 수 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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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공적사회지출 대비 사회부조 비율

Sweden 31.3 2.2 

Denmark 27.6 3.6 

Belgium 27.2 2.5 

화됨에 따라 실업보험→실업부조→사회부조로 진행되는 나라(독일)도 있

으며, 실업보험→사회부조로 진행되는 나라(한국, 국)도 있음. 많은 나

라에서 핵심  사회부조 여를 받으면서 추가로 사회수당 혹은 사회부

조 형태의 주거 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임(스웨덴, 독일, 국, 한

국). 이와 같이, 소득층은 근로 여부와 근로소득의 수 , 아동과 가족

의 수, 주거 유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되며, 그 형

태와 여 수 , 부가 조건 등은 나라마다 상이함

－특히,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자활하기에 불충분한 자원을 가진 가구

에 해 소득지원을 제공하지만, 자산조사 사회부조 지원의 역할은 OECD 

국가마다 다양함(Adema, 2006)

∙보편  사회복지모델 혹은 포  보험기반 지원 시스템을 가진 유럽 

륙 국가의 경우, 사회부조 지원의 역할은 상 으로 제한되어 있음. 노

르딕 국가, 핀란드, 랑스, 독일, 스 스의 사회부조 지출은 모든 공

사회지출의 5% 미만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함

∙반면 캐나다, 국 등과 같은 자유주의모델과 동구권 국가에서 사회부조 

지원의 역할은 상 으로 큼62). 공  사회지출 비 사회부조의 비율은 

체코 공화국 17.5%, 국 11.8%, 캐나다 11.2%로 10%를 상회하고 있

음. 우리나라의 경우 공 사회지출에서 사회부조이 차지하는 비율은 

7.7%로 유럽 륙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들의 간 정도 수 임

〈표 2-9〉 공적 사회지출과 사회부조 지출(2003년)

62) Esping-Anderson(1990, 1999)은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에 기 한 로그램들에 비해 욕구에 기 한 사

회부조가 차지하는 상  비 이 ‘자유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 인 지표라고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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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공적사회지출 대비 사회부조 비율

Switzerland 26.4 2.4 

France 26.3 2.1 

Germany 25.2 4.2 

Norway 24.8 2.6 

U.K 22.1 11.8 

Netherlands 20.3 5.2 

Czech republic 20.1 17.5 

Canada 16.8 11.2 

Korea 6.1 7.7 
자료: Adema(2006).

  2.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한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체계

○ 한국의 사회복지는 1960년  이래로 최소한의 기본 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상으로 국가의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생활보

호제도)를 한 축으로 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 , 고용보험 등 특정

한 사회  험을 상으로 하고 기여에 기 하여 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발 해 옴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외환 기 이 까지만 해도 공공부조제도는 실질 인 부

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이나 폐질자를 심으로 물 여와 공공근로사업을 

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경제 기로 인한 빈곤의 증 등 사회문제에 한 

응으로 재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었음

○ 한편 사회보험의 경우, 1964년 500인 이상 업과 제조업을 상으로 시작된 

산재보험을 필두로 1995년 고용보험까지 소  4  사회보험의 를 갖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최하  계층을 심으로 상향조정되어

온 공공부조제도와, 안정  일자리를 가진 기업 근로자를 심으로 하향

방식으로 상층을 확 해온 사회보험의 두 축을 심으로 발 해 왔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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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 연구의 주요 심 상인 15∼64세의 경제활동연령에 속하는 소득

층(과 그 가족)이 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실업 여,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임. 뒤에서 살펴보게 될 독일, 스웨덴, 

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보편 인 수당형태로서 아동(가족)수당이 존재하

지 않으며, 실업보험의 수 자격이 없는 실직자나 청년실업자를 상으로 하

는 실업부조도 없음

○ 주거 여 역시 국민기 생활보장 여 수 자만을 상으로 제한 으로 운용된

다는 에서 별도의 주거수당 는 주거 여가 존재하는 여타의 국가와는 차

이가 있음. 근로장려세제 한 최근인 2008년 시행되었다는 에서, 소득 

근로능력자(혹은 그 가족)가 의존할 수 있는 사회보장성 여는 실업 여

와 국민기 생활보장 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는 보건복지부, 고용보험은 노동부, 근로장려세제는 국세

청에서 할하고 있음. 기 보장제도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정책

실 기 보장과에서 선정  여기  마련 등의 총 인 업무를 담당하고, 

시·군·구청에서 수 자 선정과 여 리를 하며, 읍·면·동에서는 수  신청업무 

등을 담당함.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료 징수계획의 수립, 징수제도의 개선 

등의 제도 반에 한 업무는 노동부 근로기 국의 산재보험과에서 담당하

고, 지방노동청 는 지청에서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 에 한 체납처분  

결손처분에 한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용·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 소득

지원국 소득지원과에서 총 인 업무를 담당하고, 일선 세무서에서 여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 가. 수당형 여

63) 이러한 복지체제는 미국을 시한 자유주의 복지 짐과 독일을 심으로 하는 보수주의 복지 짐의 간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발 의 경로나 방향을 볼 때 자에 좀더 친화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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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거나 수당의 형태에 가까운 제도로 장애

수당(장애연 ), 기 노령연  등이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인구학  

특성에 따른 여라는 측면에서는 수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여 

상이 소득층에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수당은 아님

－ 한 본 연구의 목 이 일반 인(general) 소득 근로능력계층 지원

제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므로 이들 제도는 본고에서 논외로 하고자 함

○ 나. 사회보험형 여

－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 여를 지 하는 통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극 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진과 근

로자의 고용안정을 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이  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상으로 하는 표 인 사회보험형 여

제도는 실업 여임. 이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여를 지

하여 실직자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1995년 7월 1일 제도 도입 당시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용되

었으나, 이후 차 으로 용 상범 를 확 하여 1998년 10월 1일부터

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용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

도 모든 공사(단, 개인이 시공하는 총 공사 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등은 

제외)가 용 상임

－실업 여를 지 받기 한 요건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완화되었음. 제도 

도입 당시에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실업 여 수 이 가능하

음. 첫째, 이직  18개월(기 기간)  12월(피보험단 기간) 이상 용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 을 목 으로 근로를 제공하 을 것, 둘

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 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 아닐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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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넷째, 구직노력을 극 으로 할 것임. 

2009년 재 실업 여 수 요건은 상기 요건  둘째, 셋째, 넷째는 동일

하나, 첫째의 요건을 완화하여 피보험단 기간을 180일로 하 음

－ 한 종래에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0월이 경과하면 소정 여일수 여부

에 계없이 그 이후에는 실업 여가 지 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소정 여일수 여부에 계없

이 그 이후에는 실업 여가 지 되지 않도록 함. 이와 같은 변경으로 실업

여의 수혜범 가 과거보다 확 되었음

－실업 여의 핵심은 구직 여와 취업 진수당임. 구직 여는 소정의 수 요

건을 만족시키는 수 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해 지 되는 기본   

여임. 그리고 실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해 부상·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

가능한 수 자격자에 해 구직 여에 갈음하여 지 하는 상병 여제도와 

구직 여를 연장하여 지 하는 연장 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1일분의 실업 여액(구직 여일액)은 이직  사업장에서 지 받던 평균임

( 여기 임 일액)의 50%임. 산정된 여기 임 일액이 8만원을 과

하면 8만원(당  시행당시 7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 다시 7만원으로 조

정, 2006년 1월 1일부터는 8만원)을 여기 임 일액으로 하고 있음

－수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 여는 원칙 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

월의 수 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하여 소정 여일수를 한도

로 지 됨(고용보험법 제48조). 소정 여일수란 하나의 수 자격에 의하여 

구직 여를 지 받을 수 있는 일수로 수 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

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  240일임(고용보험법 제50조).

－한편,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 자격자에 해서는 60일을 

한도로 실업 여를 연장 지 할 수 있게 하고, 실업 여의 수 자격자가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하

면 직업안정기 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기간(최  2년) 동안 실업 여는 계속 지 되도록 함. 사업 활성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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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연장 여액을 당  구직 여일액의 70%에서 

100% 상향 조정하 음

－제도 도입 기 실업 여 총지 액은 약 10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2,865억원으로 증가함. 2008년 실업 여 신규신청자는 838,783명으로 

년 687,765명 비 151,018명(22.0%)이 증가하 음. 실업 여 지 자수

는 990,061명으로 년 854,400명 비 135,661명(15.9%)이 증가함

○ 다. 자산조사형 여

－ 소득 근로가능계층에게 지원하는 표 인 자산조사형 여제도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이하 기 보장제도)는 빈곤에 한 최종 인 안 망

임. 기 보장제도는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IMF경제 기 이후의 시  상

황을 해결하기 하여 1999년 9월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

－기 보장 여는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수 가능함. 이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 있

는 가구도 수 요건을 충족하면 기 보장 수 자가 될 수 있음. 단,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여를 받

을 수 있음. 이들을 조건부수 자라 하며, 만약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

나 기피할 경우 기 보장 여의 일부 는 부를 지할 수 있음

－기 보장제도의 선정  여 기 이 되는 최 생계비는 3년 주기로 물

량 방식으로 계측되며,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

여 사용하고 있음. 2007년 최 생계비는 4인가구 기 으로 1,232,568원으

로,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1.9%, 평균 가계지출의 39.0%임. 

2009년 재 최 생계비는 1인가구 490,845원, 4인가구 1,326,609원임

－기 보장 수 자에게는 생계 여, 주거 여 등의 여와 함께, 자활

여, 교육 여, 의료 여 등의 물 여가 주어짐. 이  여는 

여기 선64)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결정된 여액

64) 최 생계비에서 물 여형태로 지 되는 의료비·교육비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등)을 차감한 

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여(생계·주거 여)를 의미한다. 개별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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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79%는 생계 여로 지 되고, 약 21%는 주거 여로 지 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수 자는 약 152만명에서 149만명으로 

감소하 으나, 생계 여 상자는 50만명에서 149만명으로 증하 음. 이

는 인구학  기 을 철폐하 기 때문임. 2008년 재 수 자수는 약 153

만명임. 이  근로연령에 해당하는 20∼64세가 차지하는 비 은 45.5%

(약 70만명)임. 20∼39세에 해당하는 청년기 인구  1.1.%, 40∼64세에 

해당하는 장년기 인구  2.8%가 기 보장 여를 수 하고 있는 셈임

○ 라. 조세형 여

－우리나라의 소득 근로빈곤층에 한 조세형 여는 근로장려세제임. 근

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근로소

득이 일정수  이하인 가구(면세  이하의 가구)에 해서는 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임. 근로장려세제의 직 인 도입배경은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의 증가임. IMF 경제 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등 사회안 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 에 존재하고 있었

음.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참여복지의 기본 방향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

출’을 설정하고 3  사회안 망 강화방향을 제시하 음65)

－이러한 배경 하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의 상은 매우 소한 범 으나 

2008년 로벌 경제 기 이후 2008년 세법 개정(2009년 여지 부터 

용)으로 선정기 을 완화하고 여수 을 확 하 음. 근로장려세제의 수

상이 되려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② 부부합

산 2008년 근로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며, ③ 2008년 6월 1일 기  무

주택자 혹은 기 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④ 2008년 6월 

이 여기 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액을 매월 생계비  주거비로 지 받게 된다.
65) ① 소득층에게 의료·교육·주거 등 기 , 필수  복지를 지속 으로 확충하여 일할 여건 조성(가족부

양 부담 경감), ② 실직빈곤층에게는 사회  일자리, 자활사업, 창업지원 등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할 기회를 확 하고 빈곤탈출 진, ③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계층에게는 근로소득보 세제(EITC) 도
입을 본격 검토(최 임 의 진  실화 병행)



제2장 이론적 배경∙209

1일 기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세제(EITC)의 여체계는 미국과 유사함. 즉, 부부합산 근로소득 

800만원까지의 증구간, 800∼1,200만원의 평탄구간, 1,200∼1,700만원

의 감구간 체계임

－근로소득이 증구간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15%를 근로장려 으로 지

받게 되고, 평탄구간의 경우 최 여액인 120만원을 받음. 그리고 감구

간에 존재하는 경우 (1,700만원-근로소득)×24%의 근로장려 을 받음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9년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한 결과, 체 신청가구 724천가구  81.5%인 591천가구에 해 

4,537억원을 지 하기로 결정하 음. 가구당 평균 지 액은 77만원 수 임

⧠한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 한국 근로연령 소득층에 한 지원제도의 표 인 최근 변화는 근로장

려세제의 시행과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임.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2005년 8

월 도입 결정으로 2007년 1월부터 시행(‘08년 최  여지 ) 정이었으나, 

2006년 입법과정에서 1년간 제도 시행을 유 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2008년 

1월 시행하여 2009년 최  여가 지 되었음

○ 한편, 2010년에는 자산형성(asset building) 로그램인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가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정임. 동 

로그램의 도입목 은 탈빈곤을 진하고자 함임. 기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보충 여하기 때문에 이론 으로 축을 할 수 없음. 그러므로 

물 자본을 축 할 수 없음. 그러나 물 자본 축 은 인 자본 축 과 함께 

탈빈곤의 양  수단임. 이러한 을 감안하여 빈곤가구가 일정 액을 축하

면 여기에 정부와 민간이 일정 액을 추가로 지원해(matching fund) 주어 목

돈을 만들게 하고, 만들어진 목돈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이나 주택구입,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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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독일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독일 소득층 지원제도의 체계

○ 형 인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어온 독일은 고용 계에 근거한 사회

보험 원칙에 기 해 코포러티즘 인 합의모델을 사회경제  조직원리로 삼아

왔음(이승 , 2008). 그러나 90년  반부터 본격화된 경제 기는 경제성장

률의 둔화, 내수경제와 수출경제의 양극화, 실업의 격한 증가로 이어져 

1998년 집권한 슈뢰더 사민당 정부는 고용 계 심 모델의 기를 사회국가

의 면  개 과 시장주의 확 라는 신자유주의화를 통해 돌 하고자 함

－독일 사민당 정부는 2002년부터 하르츠 개 법안66)과 아젠다 2010의 두 

로그램을 심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와 고용정책의 환을 통해 사회국가

의 개 을 진행시킴. 2003년에 발표된 “Agenda 2010"은 노동시장 유연

성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세제개 , 경제 활성화, 교육훈련 신 등을 

담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제도 축소가 핵심임(안순권, 2006)

○ 이러한 맥락 하에 실업복지혜택의 축소와 국가부조체계의 통합, 활성화 노동

정책으로 구직노력을 강제하기 한 정책  고려로서 이 까지 실업보험 여, 

실업부조, 사회부조의 3단계로 구분되어 연동되던 실업자 지원제도가 실업수

당Ⅰ과 Ⅱ로 개편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실업부조(실업수당

Ⅱ67))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는 사회부조를 통해 수 이 가능하게 되었음. 독

일의 소득층 지원제도의 여 구조68)를 살펴보도록 함

○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 보편  지원으로서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등의 가족

여가 제공됨. 이 외에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에는 이미 주거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업 여Ⅱ를 받지 않는 소득층에 한 주거 지원제도로서 주택수

66) 이는 “노동시장의  서비스를 한 법률(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의 임말이다(이승 , 2008). 

67) 실업수당Ⅱ는 사회부조와 동일한 수 의 지원을 하며, 이에 더하여 각종 노동활성화 정책과 함께 미니잡

(Mini Job)과 같이 근로를 진·장려하는 추가 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68) 본 연구는 근로연령 를 상으로 하므로, 학업 진 수당(BAFÖG)에 한 논의는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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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등이 공공보호(Öffentliche Fürsorge) 맥락에서 제공되고 있음69)

○ 독일은 다원화된 사회보장 달체계를 가짐. 보편 인 제도로서 제공되는 아

동 련 여는 여성청소년노인가족부에서 담당하는데, 사회수당형 제도인 아

동수당(Kidergeld)과 보충 아동수당(kinderzuschlag)은 연방노동청

(Bundesanstatit Für Albeit)과 지역노동사무소를 통해 달되며, 부모 수당

(Elterngeld), 아동양육 수당(Erzie-hungsgeld), 그리고 아동양육 유지 수당 

(Unterhaltsvorschuss)은 각 주(州)사무소를 통해 달됨. 아동 수당

(kindergeld)의 세 공제 형태는 재무부 소 으로서 연방 세 앙사무소와 

노동청(employment agency)과 공공기  내 가족 여국을 통해 달됨. 

한편, 실업 련 보험과 수당, 그리고 사회부조는 노동사회부에서 담당하는데, 

실업수당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용청을 통해, 사회부조는 주 소 으로서 

각 구의 사회부조 사무소를 통해 달됨. 2003~2004년에 시행된 하르츠 법

에 따라 설치된 연방 고용청  고용센터는 정부의 고용알선 기능을 간소화

하 으며, 세 감면  규제완화를 통해 소득 일자리 취업  1인 자 업 

창업을 진시키게 되었음. 한편, 교통건설도시개발부에서 주거수당을 담당하

며, 지방 사무소를 통해 달됨(MISSOC, 2008)

⧠독일 소득층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 가. 수당형 여

－독일은 표  가족 여제도로서 아동수당제도, 부모수당(육아수당)제도를 

갖추고 있음. Kindergeld로 불리우는 아동수당(가족 세 공제)은 자녀를 

둔 가정의 생계와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하여 부모(양육권자)에게 

지 되는 지원 으로서, 월별 세  상환 형태로 보상됨. 아동수당만으로 자

69) 공공보호는 보험(Versicherung), 부양(Versorgung)과 더불어 독일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보호

(Fürsorge) 원칙에 토 를 둔 제도이며 사회부조보다 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Fürsorge)는 일

종의 피해나 곤궁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욕구 조사에 근거하여, 기여(보험료나 사회  희생 등) 없이 

․ 물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미곤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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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양육이 힘든 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보충 아동수당(Kinderzuschlag)과 

자녀 양육을 한 부모수당(Elterngeld)은 으로 지 됨

－ 1954년에 처음 도입된 독일의 아동수당은 소득에 상 없이 월별 지 액이 

정해져 있고, 세 상환 는  형태로 제공되는 보편  제도임70).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용되는 것으로서 25세 이하 아동이 교육을 

계속 받고 있을 경우 는 21세 아동이 직업이 없을 경우 여 연장이 가

능하다. 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연령에 상 없이 

용이 가능하며, 일반 으로 18세 이상 아동의 소득이 7,680유로 이상일 

경우 아동수당에 격하지 않은 것으로 

－ 여액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짐. 2002년 1월부터 용되는 여액은 

첫째아동부터 셋째 아동까지 월 154유로가 제공되며, 넷째 이후로는 월 

179유로가 제공됨. 제도 도입 당시 세 번째 출생아동을 상으로 하 다

가, 이후 범 가 확 되어 1961년에는 두 번째 출생 아동부터, 1975년부

터 첫 번째 아동으로 지  상 범 가 확 되었음

∙제도 도입기에 수 자는 취업노동을 하면서 아동의 생계비를 책임지는 

자로 남성이 부분이었으며, 1964년 연방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버

지의 우선 수 권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 히 아동의 생계비를 주로 담

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 임 보충  성격을 가짐. 아동 수당의 임

보충  성격은 아동수당의 재정을 연방노동청(Bundesanstatit Für 

Albeit)에서 담당하고 있음에서도 드러남(정재훈, 2003). 가족세 공제는 

일반 으로 지역 가족 사무소에서 제공되며, 그 밖에 공  는 사 기

70) 독일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이나 배우자 유무에 상 없이 월 154유로(연 1,848유로)의 보편  

아동 여와 연 5,848유로의 아동 세  수당(tax allowance)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의 여가 공통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higher-yield test(Günstigerprüfung)' 라고 불리는 조사에 따라 더 높은 액의 

여를 받게 된다. 즉, 세  감면(tax relief)액이 아동 여보다 많을 때 세  수당을 받게 되고, 역 한 

마찬가지이다. 를 들어, 아동 1명을 키우는 부부의 경우 아동 세  수당에 비해 아동 여가 높은 것은 

이들의 과세 소득이 연 63,000 유로 미만일 때이다. 소득이 이 이상이어서 소득 분배가 70 퍼센타일을 

과할 경우, 아동 1명을 가진 부부는 세  수당(tax allowance) 혜택을 받는 것이 낫다. 세  수당에서 

가능한 최  세  감면액은 연 과세소득 119,000유로로, 액으로서 보면 연 2,447유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Steiner and Wrohlic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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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기도 함

－한편, 보충 아동수당(Supplementary Child Allowance: Kinderzuschla

g)71)은 아동수당에 한 보조  제도로 2005년 1월부터 용되었음. 부모

의 소득이나 재산이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아동을 양육하기

에 충분하지 않을 때 부가 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임. 보충 아동수당

은 아동 ‘양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수당Ⅱ나 사회부조를 신청하는 부모

들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함임. 아동과 부모의 소득과 자산 모두가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보충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여액은 주

택임 료와 부가욕구수당에 따라 용된 소득의 자격조건에 따라 차등 계

산됨. 주택임 료나 특별 부가욕구수당이 높은 경우 보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이 높아지며, 주택임 료가 낮은 경우 보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도 낮아짐. 아동 1명당 월 140유로까지의 보충 아

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 기간은 총 3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만약 자

격조건이 지속 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수당에 한 격성 없이 마지

막 여 지 달이 역 월까지 연장됨

－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이 다른 부모로부터 기본 생활비를 받지 못

할 경우 추가 인 아동지원 으로서 양육유지수당 는 이혼수당(alimony 

advance: Unterhaltsvorschuss)을 받을 수 있음. 최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월 109유로, 그 이후 월 149유로를 

받음. 아동양육 유지수당은 실업수당Ⅱ나 사회부조 여에서 공제됨

－ 1986년 도입된 아동양육수당(Eriehungsgeld)은 2007년 1월부로 부모수당

(Elterngeld)72)으로 체되면서 신설되었음. 신생아를 부모가 직  양육할 

경우 아동이 14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일반

으로 소득의 67%를 보상해주며(월 1,800 유로의 상한선), 최소 보장액

71) 보충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소득층에게 지 된다는 에서 사회부조  성격이 강하지만, 아동수당의 

연장선상에서 지 되므로 여기에서 설명하 다.
72) 이는 부모수당(Parent Allowance) 외에 육아수당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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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월 300유로임. 한부모의 경우 14개월 모두를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  기간은 12개월임. 따

라서 나머지 2개월은 다른 사람이 보호해야만 받을 수 있음. 자녀를 직  

양육하면서 부분 인 직업 활동으로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이 넘지 않

는 범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나, 주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육아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육아수당은 육아 기간  소득 감소를 보 해주는 부 

형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 는데, 수 권자의 휴직  소득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며, 소득 생활자는 아이의 양육기간 에도 임 의 상

당부분을 보 받을 수 있음(김기선, 2007). 단, 2007년 1월 1일 이 에 

출생된 아이는 종 의 연방양육수당법에 따라 양육 수당이 지 됨

○ 나. 사회보험형 여

－실업보험은 근로능력자를 한 표 인 사회보험형 여임. 실업보험 신

청  수 은 근로가능한 65세 미만의 자로서, 실업자로 등록하 으며, 구

직 이어야 가능함. 최소한 12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자격조건이 주

어지게 되며, 지난 3년간 최소한 12개월 이상 기여를 한 자만이 수  신

청을 할 수 있음

∙개인에게 제공되는 실업보험 여액의 체율은 통상 으로 세 과 사회

보장기여 을 제한 순소득의 60%이며, 1명 이상의 아동이 있을 경우 

67%가 제공됨. 월별 상한(ceiling)은 서독의 경우 월 총소득 5,250 유

로의 60%, 동독의 경우 4,400유로의 67%임

－월 400유로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는 실업보험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됨. 한편, 실업보험을 받는 자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만 가능하며, 

그 이상 일하면 모든 여조건을 박탈당함. 실업보험 여는 비과세소득임. 

독일의 실업보험 여를 수 하기 한 기시간은 없으며, 여기간은 다

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 이  고용 기간에 따라 차등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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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독일의 실업보험 급여기간

기여 기간(개월)  고용기간(년)
급여 지급 기간(개월): 연령에 따라 차등

55세 미만 55세 이상
12 3 6 6
16 3 8 8
20 3 10 10
24 3 12 12
30 3 12 15
36 3 12 18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실업 여Ⅰ(실업보험) 수 자에 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근로연계 로그

램이 제공됨. 자 업자를 한 표 인 제도로 연계수당(Bridging 

Allowance)과 각종 창업보조 (Start-up Subsidy) 제도가 있음73). 주요 

하르츠 개  이후 변화된 고용지원 로그램은 뒷부분의 ‘독일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에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음

○ 다. 자산조사형 여

－ 1) 실업부조(실업수당Ⅱ)  사회부조

∙ 2005년 1월부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가 기  구직자 수당(basic job 

seeker allowance: 실업수당Ⅱ)으로 통합되었음. 실업수당 Ⅱ는 조세형 

제도로서 욕구에 기반하며, 자산조사에 기 한 공  사회복지 여 성격

을 가짐. 수 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가능한 자이며, 일반

으로 독일 내 거주하는 시민이 해당하나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수

 가능함. 한편, 수  신청자 뿐 아니라, 수  신청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기 수당 여 수 이 가능함. 근로가능자에 해서는 실업수

당Ⅱ가 제공되며, 같이 살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사회부조

가 제공됨. 그러나 두 가지 여의 기본 요건은 유사함. 기여조건은 없

으며, 실업 여(실업보험)이 만기된 이후 계속 실업상태이거나, 근로가능

73) 2005년에 신설된 직장진입보조 (Einstiegsgeld)는 실업 여Ⅱ 수 자를 한 것이다. 실업자들을 상

으로 한 자 업지원 로그램의 자격조건과 여수 은 Mosley(2008)를 참고하기 바란다.



216∙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규정 급여율(①)
+ 그밖의 추가 가구원에 따른 기준 급여율(①)
+ 부가 욕구에 따른 추가 수당(②)
+ 렌트비와 난방비(③)

= 사회부조 욕구

순소득(net income)

= 지급되는 실제 생계비 보조

한 자의 수입이 충분치 않은 경우 자격조건을 가짐 

∙실업 여Ⅱ는 ① 규정 여, ② 부가 욕구 수당, ③ 주거  난방 수당, 

④ 그 외 일시 수당74), 시간제 수당(time-limited allowance),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의 기여액으로 구성됨. 기본수당은 아래처럼 구성되며 실

제 수 가능한 생계비 부조액은 사회부조 욕구에서 순소득을 뺀 액임

〔그림 2-6〕 독일 실업부조 및 사회부조의 구성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규정 여(Standard Benefit)는 수 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한 것으로

서 식비, 개인  어 물품비, 가구용품비, 생필품비 등을 포함함. 2006

년 4월 1일부터 25세 미만 아동은 부모 욕구 단 (Parents Need Unit)

로 재통합되었음. 만약 주요한 사회  이유가 있다거나 노동시장 참여의 

통합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 욕구단 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따라서 규

정 여 수 은 각 지역별 물가 수 에 따라 조 씩 차이가 날 수 있으

나, 가장의 기본 규정 여를 100으로 할 때, 배우자의 규정 여는 가장

이 받는 규정 여의 90%, 자녀는 연령에 따라 60-80%선에서 결정됨75) 

74) 기 가구설비를 포함한 면 가구용품, 의류세트, 학교법 규정에 의한 수학여행비를 포함한다.
75) 규정 여 수  결정 차는 소득ㆍ소비 표본조사(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EVS)를 기

반으로 결정한다. 소득ㆍ소비 표본조사(EVS)는 1964년 이래 독일 연방 통계청(das Statistische 
Bundesamt)과 주 통계청(die Statistischen Landesämtern)이 공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최 생계비용 

조사이다.1) 가장 최근 조사는 2008년에 있었다. 조사 상은 독일 체 가구의 0.2%에 해당하는 약 7만
5천 가구를 가계 유형, 주소득자의 사회  지 , 가계순소득(Haushaltsnettoeinkommen) 등을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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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또는 한부모 
욕구 단위의 여타 가구원

만 14세 이하 만 15세 이상 25세 이하 만 19세 이상 배우자
100% 60% SLB 80% SLB 90% SLB

345 유로 207 Euro 276 Euro 311 Euro

∙규정 여 수 은 매년 7월 1일 해당년도의 법정연 액 가치에 따라 조

정됨. 실업부조와 같은 목 으로 사용되는 소득의 경우 추가소득 만큼 

여액이 감소되며, 자산 역시 수 액에 고려되어짐. 실업부조Ⅱ는 비과

세이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한 여기간에 제한이 없음

〈표 2-11〉 실업수당Ⅱ/ 사회수당에 대한 일괄 규정급여(Standard Lump-sum Benefits)

  주: 2007년 기준임.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 2008년 기 , 독신부모, 독신, 자녀양육 가장 등 가구 구성원의 표

(Haushaltsvorstand)가 필요로 하는 규정 여액은 월 351유로이지만, 이

들  임산부, 한부모, 장애를 가진 자, 고가의 식품이 요구되는 자는 규

정 여율에 더하여, 부가 욕구수당을 받게 됨

∙한부모를 한 세  공제(연 1,308유로)에 더하여, 한부모는 어와 교

육비용으로 연 2,160 유로의 수당을 받음. 이것은 실업 여Ⅱ 수 자의 

부가욕구에 한 보충성 여(Mehrbedarfszuschläge)로 7살 이하의 아

분류하여 소득과 소비 지출 형태를 분석한다. 사회부조 지  규정 여 수 은 이 조사 상 가구  하  

20%의 소비 규모를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소득ㆍ소비 표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5년 사이 매

년 규정 여액은 연 수령액 증가율만큼 늘어난다. 소득ㆍ소비 표본조사에서 사회부조 규정 여 수 을 

결정하는 역은 10가지이며, 규정 여액을 100으로 봤을 때 각 역이 차지하는 비 은 다음과 같다(정
재훈, 발간 정).

① 식품, 음료, 담배 등 기호식품(Nahrung, Getränke, Tabakwaren): 37%
② 의복, 신발(세탁비, 수선 비용 포함)(Bekleidung, Schuhe(inkl. Reinigung, Waschen, Reparatur): 10%
③ 임 료를 제외한 주거비용( 기, 수리비)(Strom & Wohnungsinstandhaltung): 8%
④ 가구, 설비, 가 제품(Möbel, Apparate, Haushaltsgeräte): 7%
⑤ 건강유지(Gesundheitspflege): 4%
⑥ 교통( 교통, 자 거, 자 거 부품): 4%
⑦ 화, 팩스, 우편, 택배(Telefon, Fax, Post- und Kurierdienstleistungen): 9%
⑧ 여가, 오락, 문화(문방구, 학교 용품 포함)(Freizeit, Unterhaltung, Kultur (darin auch Schreibwaren 

sowie Schulmaterial): 11%
⑨ 여행 숙박(Beherbergungs- und Gaststättenleistungen): 2%
⑩ 기타 물품  서비스(Sonstige Waren und Dienstleistunge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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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명 는 16살 이하의 아동 2명 이상과 살고 이는 경우 기본 여의 

36%를 추가 으로 받거나 각 아동 당 기본 여의 12%를 받게 됨(첫번

째 기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경우 용되나, 기본 여액의 60% 

이상은 받을 수 없음). 장애인의 경우에는 35%, 임신 3개월 이상 여성

의 경우에는 17%)를 추가로 한 규정 여 인정을 받음. 이상의 규정 여

에 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2〉 독일의 규정급여 수준

급여기준(%) 급여수준(유로) 구성원지위

기본급여

100 351 독신부모, 독신, 자녀양육 가장

90 316 배우자

80 281 24세 미만 독신, 24세 미만 독신부모, 14세 이상 아동, 기타 

취업능력이 있는 동거인

60 211 13세 이하 아동

추가급여

36 126 7세 이하 아동양육 독신부모(한부모)
35 123 장애인

17 60 임신 3개월 이상 임산부

12 42 16세 이하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독신부모 자녀 

1인당, 16세 혹은 17세 자녀양육 독신부모 자녀 1인당

출처: ‘BMF(2008:3)’을 토대로 재구성. 정재훈(발간예정) 

∙실업부조Ⅱ에 포함된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한(reasonable) 주거 여 

수 은 개별 이스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일반 으로 가구 규모, 

가구원의 연령, 성별, 그리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짐. 여에 련한 

개별  데이터와 친척, 방 수 , 지역 주거비 수 , 지역 주거 시장의 가

능성 등이 평가되어 최종 여액이 결정됨. 아래의 액은 베를린시의 

사회 보호사무소(Job Centre)에서 용하고 있는 월 거주 비용의 상한선

임. 정부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실업부조Ⅱ 수 자의 총 주거  난방

비 여의 연평균은 독신일 경우 2,760 유로, 부부+2명 아동일 경우 

5,280 유로, 한부모+아동 2명일 경우 4,440 유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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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베를린시의 월 거주비용 상한선

가구원 수 금액(월)

1인 360 €
2인 444 €
3인 542 €
4인 619 €
5인 705 €

추가 1인당 50 €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실업 여Ⅱ의 수 자는 사회보장법Ⅱ에 의거하여 여와 난방비를 받게 

됨. 최 생계비 수 은 가족 상황에 따른 규정 여에 주거비용과 난방비

용을 더하여 결정됨. 규정 여, 주거비용, 난방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토 로 1인 당 최 생계비용을 계산해 보면 2008년 기 , 규정 여액 

351유로에 주거비용(30㎡ 기 ) 210유로, 난방ㆍ온수 비용 49유로를 합

쳐 모두 월 610유로가 됨(김미곤 외, 2009)

〈표 2-14〉 규정급여, 주거비용, 난방비용에 따른 독일의 최저생계비(1인 기준)

급여 종류 세부 항목 액수(유로)

규정급여

식품, 음료, 담배 등 기호식품 129.87
의복, 신발(세탁비, 수선 비용 포함) 35.1

임대료를 제외한 주거 비용(전기, 수리비 포함) 28.08
가구, 설비, 가전제품 24.57

건강 유지 14.04
교통(대중교통, 자전거 및 부품) 14.04

전화, 팩스, 우편, 택배 31.59
여가, 오락, 문화(문방구, 학교 용품 포함) 38.61

여행, 숙박 7.02
기타 물품 및 서비스 28.08

주거비용 전기세를 제외한 월세 합계(30㎡ 기준) 210
난방비용 난방, 온수 49

합계 610

자료: 김미곤 외(2009).

∙한편, 실업 여에서 실업 여Ⅱ로 환하는 시기에 최  2년 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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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수당(time-limited allowance)에 의해 공백기가 완충됨. 한시수

당의 여액은 주거 여를 포함한 최근의 실업보험 여액과 기본 구직자

수당 여액 차이의 2/3으로 계산된다. 정부의 통계보고에 따르면 한시

수당에 소요된 액은 기본 여(SB) 총비용의 2%로 나타났음

∙하르츠 개 과 함께 실업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연계 로그램이 도

입됨. 실업수당Ⅱ(자산조사 여)와 연계된 표  근로조건

(employment-conditional) 여는 직장진입보조 (Einstiegsgeld, section 

29, Social Code Book Ⅱ)과 고령근로자를 한 특별임 보호

(Entgeltsicherung Fur Altere Arbeitnehmer-section 42j, Social Code 

Book Ⅲ)가 있음76). 2005년 1월부터 실업수당Ⅱ에 한 공제보조

(disregarded subsidies)으로서 보조를 필요로 하는 근로능력자가 피용자

나 자 자로 활동할 경우, 사업 시작 지원을 한 기재정지원으로서 

직장진입보조 (Einstiegsgeld, section 29, Social Code Book Ⅱ)이 

제공되고 있음. 보조 액의 수  여부는 기  구직자 수당을 담당하는 

행정 이 결정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실업기간,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

여 이스 매니 의 행정  재량에 따라 차등 지원됨. 최  여기간은 

24개월이고, 이는 가처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용되는 것으로서 2003년 1월부터 근

로자가 이  고용에 비해 순소득이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가 

가능한 수 에서 실업에서 탈피했거나, 즉, 직업을 갖게 되었거나 실업

을 방한 경우, 고령근로자를 한 특별임 보호(Entgeltsicherung Fur 

Altere Arbeitnehmer-section 42j, Social Code Book Ⅲ)를 받게 됨. 

여액 수 은 고용처가 이  직장에서의 임 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

 차이에서 유발되는 액의 반을 지원해주며, 연 보험료도 이  직장

에서 내던 기여 의 90%까지 지원됨. 이 특별임 보조 은 세 과 사회

76) 소개하는 두 가지 제도는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업수당에 한 보조 여로서 본 연구

에서 조세형 여로서 다루고 있는 in-work benefit과는 다르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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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임대로 부담 함수의 파라미터 월 가족소득(EUR) 최대 월 임대료
a b c

1 6.3/100 7.963/10000 9.102/100000 120~830 245
2 5.7/100 5.761/10000 6.431/100000 150~1140 330
3 5.5/100 5.176/10000 3.250/100000 200~1390 390
4 4.7/100 3.945/10000 2.325/100000 250~1830 455
5 4.2/100 3.483/10000 2.151/100000 290~2100 520
6 3.7/100 3.269/10000 1.519/100000 320~2370 585

주거수당(HA) = M - {a+(b×M)+(c×Y)}×Y

M: 용되는 월 트비 는 월 출상환

Y: 월소득(유로)

기여 에서 면제됨. 한 실업 여 조건에 해당하기 까지 계속 제공됨

－ 2) 주거수당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Wohngeld)은 부담하기 어려운 재정상의 

부채나 임 료를 부과받고 있는 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여임. 이는 기

본 구직자 수당(실업수당Ⅱ)을 받는 자는 주거수당의 자격조건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거나 난방을 한 실제 비용이 이미 실업부

조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세입자 보조와 주

택 소유자에 한 유지비 보조로 구분할 수 있지만, 수 자 부분이 세

입자 보조를 받고 있음

∙임 수당법(Rent Allowance Act: Wohngeldgesetz)에 의거하여 주거수

당은 가구원수, 가구소득, 가구의 주거비 수 에 따라 다음의 공식에 따

라 결정된다. 이러한 공식에 따라 아래의 범  내에서 여가 제공됨. 

소득이나 트비 분 별로 여가 차등 으로 용됨. 주거 수당에 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표 2-15〉 주거수당의 산정식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주거수당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밖에 많은 비과세수당이 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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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제외) 가능한 순가구소득에 가깝게 됨.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나 한부모와 같은 특수 집단의 경우, 무료 수당(free allowance)은 가

소득(imputed income)에서 공제됨

－라. 조세형 여

∙독일은 하르츠 개 과 함께 최근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의 일

환으로 다양한 근로연계 여를 마련하고 있음. 최근 몇몇 유럽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in-work 여, 세 공제, 사회보장기여  보조 등과 같은 

맥락에서 독일에서도 “근로장려”제도가 소개되었는데, 컨  Mini-Job

의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해서 사회보자기여 을 보조해주는 제도

가 그것임. 400유로 이하 소득의 일자리인 경우 사회보장기여 이 면제

되는데, 이를 Mini-Job으로 불리며, 401∼800유로의 일자리(이후 

Mini-Job으로 일컬음)에 해서 보조 이 체감됨. 최근 근로장려제도는 

기존의 제도에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화함. 첫째, 사회보장기여 에 

한 면제 상한선이 325유로에서 400유로로 증가하 고, 둘째, 과거 최

 근로시간제한(주당 15시간)이 폐지되었고, 셋째, 부업으로 얻은 400

유로 미만의 Mini-Job 소득에 한 사회보장기여 과 소득세가 면제됨

⧠독일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 앞서 언 한 바처럼, 2002년의 하르츠 개 은 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

로 연동되어오던 제도를 실업 여(Ⅰ·Ⅱ)와 사회부조로 체한 것 뿐만 아니

라, 새로운 공공고용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 극  노동시장 로그램을 

체하거나, 새 제도를 선보 으며, 실업자 활성화를 공통 목표로 삼고 노동시

장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수요를 발시켰음. 이러한 개 의 배경에는 경

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극  노동시장 정책(그리고 조기퇴직과 같은 소극  

소득지원제도)이 노동시장의 과잉노동을 한 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임. 

하르츠 개 을 통한 실업 여제도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편, 실업 여제도 개 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실업 여기간의 감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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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혜기간이 24개월로 축소되었음

○ 하르츠 개 은 독일의 임  련 복지제도의 변화를 진 으로 변화시켰음. 

새로운 실업 여제도는  생활수 의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빈곤을 

탈피하는 수 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에서 이  제도와는 그 목 을 달리 함. 

따라서  제도 하에서 사회부조를 받던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최

한의 수 에서 여를 조  더 받게 되었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

었음(Konle-Seidl et al., 2007; 재인용).  실업부조 상자들의 이 여

(transfer payment) 수 은 감소되었음. 개 의 목표는 실업률 감소, 세  부

담의 완화, 여 의존을 임으로써 비임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s)을 

이는 것이었음. 따라서 장기실업자에게 했던 여혜택이 고, 더 효율

인 직업연계 정책, 극  노동시장제도가 사용되었음(Konle-Seidl et al., 

2007; 재인용). 이러한 제도는 연방고용처과 지자체(69개 지자체를 제외한)의 

력 하에 운 되고 있으며,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는 

실업 여Ⅰ·Ⅱ를 담당하는 두 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운 되고 있음

○ 한편, 하르츠 개 과 함께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 강화되면서, 실업 여Ⅱ 

수 자 개인과 가족은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하르츠 개 은 고용지원

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늘이고, 사  역에서의 일자리 확  등을 

통해 변화를 가져왔음. 개 을 통해 통합 보조  지원제도가 새롭게 설계되고, 

새로운 형태의 임 보조  제도  창업(start-up)보조  제도, 사회보장  부

담이 은 직업들이 소개되었음. 비효과 이라고 증명되었던 기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략에서 변화된 것이었음(Caliendo, M., 2009: 16)

○ 독일의 2000년∼2008년까지 노동시장 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5년부터는 사회법령 Ⅱ와 Ⅲ에 속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사회법

령 Ⅲ에 속하는 표 인 로그램은 contracting-out, start-up subsidies, 

short-term training, 그리고 그 밖의 직업교육임

－한편, 사회법령 Ⅱ에 포함되는 표  로그램은 공공일자리창출제도임

(Hohmeyer and Wolff, 2007; Caliendo, M. 2009에서 재인용).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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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시장 활성화정책의 심은 자 업에 한 지

원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개 과 함께 창업보조 (SUS, 

Existenzgrüdungszuschuss) 제도가 소개되어 . 실업자는 이에 따라 1980

년  후반부터 제공되고 있는 연계수당(BA, Überbrückungsgeld)과 창업

보조   선택하도록 되었음

○ 더불어 하르츠 개 은 개별 인 근로지원과 함께 근로에 한 감시를 강화하

음. 그리고 사회법령Ⅱ 역시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그  워크페어 

로그램이 강화됨에 따라 실업 여Ⅱ 수 자는 추가 으로 근로시간당 1 는 

2유로를 받게 되었음(One-Euro-Job이라 불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Hohmeyer and Wolff, 2007 참조). 이것은 근로가능한 15세 이상 64세 미

만의 자에게 용되는 것으로서 설계되었으며, 일반 고용, 직업훈련, 그밖에 

다른 활성화 노동시장 로그램에 하 에 있어, 실업자들의 마지막 보루(last 

resort)의 장치로 볼 수 있음

  4. 스웨덴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스웨덴 소득층 지원제도의 체계

○ 노르딕 사회통계 원회(NOSOSCO)에서는 노르딕 복지모델의 특성을 같은 

7가지로 정리하고 있음(NOSOSCO, 2007).

－첫째, 공공 복지정책은 포 이며, 가장 기 인 욕구를 보장할 목 으로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건강, 교육, 훈련, 주택, 고용 등을 포함함

－둘째, 정부 개입은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강하고, 완 고용을 달성하기 

한 정치  조치들은 거시 경제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극  노동시장정책

에 기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노동시장 당사자들이 요한 역할을 함

－셋째, 높은 수 의 보편주의에 기 함. 즉 노동시장에서의 지 와 상 없이 

모든 시민이 기본  사회보장과 서비스에 한 권리를 가짐. 보편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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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한  지지를 넓히는데 기여해 왔음

－넷째, 소득 보호는 소득과 무 한 기 보험과 소득연계  여의 두 가지 

요소에 기 함. 다른 산업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  소득이 이 주요한 역

할을 하며 이러한 이유로 GDP 비 사회비출이 높음. 이 소득의 공  

재정은 상당히 높은 수 이며, 결과 으로 조세 수  한 높음

－다섯째, 노르딕 국가들은 지방 민주주의가 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 국

가로 특징지어짐. 사회서비스와 건강 서비스는 고액 납수 사용자 없이 조

세 방식으로 재원이 충당되며, 그 목 은 모든 시민이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음. 지방 정부(municipalities and counties)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종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함

－여섯째, 소득분배는 상 으로 균질 임. 다양한 소득집단들 사이에 큰 격

차가 없으며, 결과 으로 빈곤과 생활수 의 격차는 상 으로 제한 임

－마지막으로, 균등한 기회가 노르딕 국가에서 기본 원칙임.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며, 부분의 가족은 2인 양육자(two providers)임. 사회 시책들은 개

인 권리에 기 하며, 따라서 여성은 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음

○ 이러한 노르딕 국가의 형 인 특성을 가진 나라로 스웨덴을 꼽을 수 있음. 

스웨덴은 지속 인 사민당의 집권과 노조와의 긴 한 계, 노-사-정의 타

과 계  연 에 기 한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일구어낸 나라로 지 까지도 

여 히 세계 최고 수 의 복지지출과 보편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로 주목받

고 있음.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복지시스템은 보편주의에 기

반하기 때문에, 상 으로 사회부조성 여 지출 비 이 낮은 특징을 가짐

－스웨덴은 보편  사회수당으로서 가족수당과, 소득에 기 하지만 그 포  

범 가 매우 넓은 주거수당이 일차 이고 기본 인 안 망으로써 깔려 있

음. 이들 제도는 근로 유무와 계없이 아동 유무  아동의 수, 주거 

유 형태 등에 의해 주어지는 여임. 근로연령층이면서 실직한 경우 실업

보험으로부터 일차 으로 여를 받게 됨. 실업보험으로부터의 여를 소

진하 거나, 실업 여의 상이 아닌 사람인 경우 실업부조를 받게 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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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조마  소진하거나, 기타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거

나,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구에게는 사회부조와 더불어 추가 인 

주거부조 여가 주어짐

○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에서 할하며, 이를 

제외한 사회보장시스템은 보건사회부 할 하에 있음. 사회보험법 하에서, 사

회보험77)은 보장된 정액 여를 제공하는 지 지 기반(domicile-based) 보험

과 소득 상실에 한 근로 련 보험으로 나뉨. 두 범주 모두 스웨덴에서 거

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용됨. 스웨덴에서 시민권은 더 이

상 사회보험의 조건이 아님. 스웨덴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은 일선 사회보장 행정을 책임지는 기 임. 행정은 재조직작업을 거

쳐, 2008년 말 20개 국민보험센터와 60개 지방보험센터, 300개 지역사무소

로 조직되었음. 사회부조는 국민건강․복지 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감독을 받으며, 아동과 가족에 한 어와 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에 한 어를 포함한 사회부조의 지방 행정은 시(municipalities)의 

책임임. 사회부조의 재정은 주로 지방세를 통해 조달됨(MISSOC, 2008)

⧠스웨덴 소득층 지원제도의 내용

○ 가. 사회수당형 여

－사회수당(demogrant)형 여는 특정 인구학  특성을 가진 집단에게 보편

으로 주어지는 여임

－스웨덴은 보편  수당이 발달한 국가로서, 성 사회수당으로는 아동수

당, 양육비지원수당, 부모수당, 보호수당 등이 있으며, 이 에서도 가장 

보편 으로 용되는 사회수당은 아동수당임

77) 스웨덴 사회보험은 주로 고용주 기여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며, 피보험자 기여는 최근 노령연   일부 

재원으로 도입되었다. 기여는 모든 보험지출의 3/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기 수익 과 조세에서 조달된

다(MISSO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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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스웨덴의 사회수당형 급여

급여종류 자격조건 수급액

아동수당

(barnbidrag)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게 매월 지급됨. 둘째 자녀부터는 다자녀가족 보충수당이 

지급됨.
양육비지원수당

(undehållsstöd, 

maintenance 

support)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

동과 함께 살고 있는 한 부모가 매월 1273kr를 다른 한

쪽 부모로부터 받거나 정부로부터 받음.
1273kr/월

부모수당

(föräldrapenning)

출산관련 수당으로, 임신수당 및 일시적 부모수당과 함께 

부모보험을 구성하는 수당. 480일간 수급가능. 이 중 

390일 동안 질병수당 근거소득(SGI)에 준하여 소득의 

최대 80%까지 지급됨. 저소득 또는 소득이 없는 가구는 

기초수당으로 일당 180kr를 지급받고, 390일 이후의 90
일간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당 180kr 일괄지급.

소득연계 

또는

180kr/일

(장애아)보육수당

(vårdbidrag)

장애나 질병이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수당으로, 수급자격은 최소 6개월 간의 특별보호나 

추가비용이 필요한 아동에게 있음. 6개월이상부터 19세

까지 수급 가능.

자료: Information från Försäkringskassan(2007)& Faktablad, Socialdepartment nr1. jan 2007.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아동수당(Child allowance: Barnbidrag)은 16세 이하 아동에게 지 됨. 

스웨덴에 거주하는 아동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비과

세 여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족 보충 여(Large family 

supplement: Flerbarnstillägg)를 받을 수 있음. 아동이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 진학할 경우, 학생지원 원회(National Board of 

Student Aid/Centrala Studiestödsnämnden(CSN))에서 수학수당을 지

함. 16세 이후에도 계속 의무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확 아

동수당이 지 됨(Information from Försäkringskassan, 2008. 10. 19.)

－아래 표는 2007년 아동수당액을 보여주고 있음. 아동이 한 명인 가구의 

경우 기본액 1,050 SEK의 아동수당이 주어짐.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기본 인 아동수당에 더해서 다자녀가족 보충수당이 주어지며, 이는 아동

수가 늘어날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함. 를 들면, 아동이 두 명인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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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본 아동수당 2,100 SEK에 보충수당 100 SEK가 가산되어 2,200 

SEK의 수당이 주어짐. 아동이 세 명인 경우 기본 아동수당 3,150 SEK에 

더해 454 SEK의 가산수당이 제공됨. 이와 같이,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아

동수당이 비례+가산의 방식으로 증액되는 것은 일반 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설명됨

〈표 2-17〉 아동수당액 및 추가자녀에 따른 다자녀가족 보충수당액(2007년)

(단위: SEK)

아동수 아동수당 다자녀가족 보충수당 수당 총액

1 1050 - 1050

2 2100 100 2200

3 3150 454 3604

4 4200 1314 5514

5 5250 2363 7613

  주: 2007년 스웨덴의 환율은 1dollar= 6.75877SEK임(OECD).
자료: Information från Försäkringskassan(2008. 10. 19.)

○ 나. 사회보험형 여

－스웨덴 실업보험의 최  형태인 “원조기 ”(Help-funds)은 1870년  형성

될 때부터 노조와 하게 연 되어 있었음. 인즈 정책의 풍토에서 

1930년  지역 고용사무소가 설립된 이래, 국가는 실업 여 재정을 지원

하기 시작함. 1940년  이후 오늘날까지 실업보험의 목 은 직업을 잃거

나 학교를 떠난 사람이 극 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 환기” 동안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음. 1948년에 고용사무소가 국 화되고, 

국노동시장 원회(National Labour Market Board (Arbetsmarknadstyrel 

sen - AMS))가 앙정부에 설치되었음. 국노동시장 원회는 자발  고

용경감기 을 감독하는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노조에 의해 지원되고 통제

되었음. 2004년 이후 이러한 업무는 실업보험 원회(the Unemployment 

Insurance Board (IAF))에 임되었음(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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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실직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상실한 경우 원칙 으로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음(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78). 스웨덴 실업보험은 독특하게 

노조에 의해 운 되는 실업보험 회(Unemployment Insurance Society: 

이하 UIS)가 리함. 실업보험의 수  조건은 어도 지난 12개월 동안 

UIS 회원이면서 노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임. 한 수 자가 되기 

해서는 최소 6개월(월 최소 80시간) 동안 지속 으로 일해 왔거나,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480시간(매달 최소 50시간) 일해 왔어야 한다는 것임. 

한 수혜자는 일할 비가 되어 있고 하루 최소 3시간, 주당 최소 17시

간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함

－실업보험의 소득 체율은 최  200일 동안은 이  근로소득의 80%이며, 

다음 100일 동안은 70%로 어듬. 일일 여 최 액은 SEK680(연간 

SEK176,800)이며, 최소 여액은 SEK320임. 여는 일한 일수에 비례해

서 감소되며, 가족 소득에 따라 가족 여와 주거 여가 추가로 지 될 수 

있음. 실업 여에 해서는 세 이 부과됨. 실업 여는 주 5일을 기 로 

지 되며, 5일의 기기간 후 최  300일 혹은 60주 동안 지 된다. 여

를 받는 날은 고용기간에 의해 단 될 수 있음. 즉, 고용이 속 이지 않

은 경우 실업자는 다시 여를 받을 수 있음. 2006년 동안 479,285명이 

소득연계 실업보험을 받았고, 85,518명이 실업부조(기 여)를 받았음. 이

는 노동력의 각각 10.5%와 1.9%에 해당함. 실업보험을 받은 사람  

15.5%가 실업부조(기 여)를 동시에 받았음

○ 다. 자산조사형 여

－스웨덴의 자산조사형(means-tested) 여는 크게 실업부조, 사회부조와 주

78) 스웨덴의 실업 여는 실업보험 여와 기 여로 나 어진다. 실업보험 여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당하는 자격있는 실업자에게 주어지며, 기 여는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막 학교를 나온 

실업자에게 주어진다. 즉, 기 여는 실업부조로 보아 무방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업보험 여에 

해서만 언 되며, 실업부조로서 기 여에 해서는 자산조사형 여에서 언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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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당(주거부조 포함)으로 나 어짐

－ 1) 실업부조  활동개런티

∙먼 , 실업부조는 기  실업보험 여임79). 이는 주요하게 보험에 가입하

지 않았거나 보험기간이 충분치 않지만, 고용조건을 충족하거나 학업을 

막 마친 사람(학생조건)을 상으로 하며, 20세부터 수  자격이 주어짐. 

실업부조를 받기 해서 신청자는 일할 비가 되어 있고 하루 최소 3

시간, 주당 평균 17시간 동안 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함

∙실업부조 여액은 하루 정액 SEK320(연간 SEK83,200)이며, 트타임

으로 일할 경우 비례 으로 낮아짐. 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감소율은 

0~1사이임. 컨 , 주 4일 일할 경우 비율(factor)는 0.80임. 여기에 소

득에 따라 주거 여가 추가 지 될 수 있음. 실업부조 여에 해서는 

세 이 부과됨. 여는 주 5일을 기 로 최  300일까지 지 됨. 300일

(혹은 450일) 이후에도 여 히 실직상태인 사람은 구직개발 노동시장

로그램(Job and development guarantee)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여가 

지 됨. 고용조건에 기 할 때 기기간이 5일, 학생조건에 기 할 경우 

기기간이 90일임

∙장기실업의 험이 있는 실업자는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로 활동개런티(activity guarantee)를 받을 수 있음. 활동개런티는 

2000년 8월에 도입되었으며, 고용사무소에 장기실업자(24개월 이상)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한 여

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실업자가 된 27개월 이내에 개별 으로 한 

일제 노동시장 로그램이 제공됨. 활동개런티 제도에서 제공되는 활

동들은 노동시장 로그램, 일자리 클럽, 오리엔테이션 코스, 지역 고등

학교에서의 학습 기회, 로젝트 워크, 노동실습 등임. 여기에 참여할 때, 

실업보험은 실업보험과 동일한 액수에 상응하는 활동지원 (activity 

79) 스웨덴 실업보험체계는 기 보험과 자발  소득연계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부조는 실업보

험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여형 여가 아니라는 에서 자산조사형 여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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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으로 체됨. 만일 활동개런티 기간과 합산된 실업 여 기간이 

300일을 넘어설 경우, 활동지원 액은 이  임 의 65%로 낮아짐(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450일부터 65%로 삭감됨). 실업보험 자격이 없

는 참여자에게는 활동지원 으로 일당 223SEK가 지 됨. 만일 실업자

가 활동개런티 로그램을 그만둘 경우 활동지원 이 삭감됨. 2005년 

12월 기 으로 45,100명의 실업자가 활동개런티 로그램에 참여하 음

－ 2) 사회부조

∙스웨덴  사회부조 로그램은 사회복지수당(Social Welfare 

Allowance)으로 불림. 사회부조에 한 보편  권리는 모든 시민이 자

산조사에 의한 경제  지원에 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1982년 발

효. 정부가 매년 스웨덴 역에 용되는 기 생활비를 설정하나, 지자

체(municipalities)가 사회부조재원을 으로 책임짐(Lindquist, 2007)

∙사회부조는 소득  자산조사 여이며, 모든 다른 지원수단을 소진하고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  가능함. 사회부조 신청자가 부모와 

함께 살 경우, 가구의 소득은 자산조사를 받는다. 사회부조 자격이 되기 

해서는 어떠한 축이나 자산도 허용되지 않음. 사회부조는 매우 낮은 

시간당 임 을 받거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피용자, 실업보험을 받지 않

거나 게 받는 실업자, 기타 국가 빈곤선보다 낮은 자산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짐(Lindquist, 2007)

∙ 1998년부터, 사회복지사가 근로능력 있는 것으로 정할 경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 신청자에 하여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실업자가 25

세 미만이거나, 25세 이상이면서 추가 인 조치에 한 필요성이 인정되

거나, 방학 동안 일하지 않는 학생일 경우, 사회부조를 받기 해 활성

화(Activation) 로그램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실업자가 활성화 로그

램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사회부조는 거부되거나 삭감될 수 있음. 사회

부조 수 인구비율은 1930년  공황과 1990년  경제 기 동안의 

외를 제외하고는 지난 세기 동안 (아동을 포함해서) 4~6%로 안정 이



232∙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었음. 1996∼1997년 동안, 사회부조 수 자 수는 최  인구의 8%, 가

구의 10%에 이르 음. 그 이후 비율은 2006년 4%까지 떨어졌다. 2005

년 동안, 수 자의 36%는 실업보험 없는 실업자 음(Lindquist, 2007)

∙ 여 수 과 련하여 앙정부 산하 보건복지 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NBHW)에서 매년 스웨덴 역에 용되는 기

생활비를 설정함80). 그러나 그 용에 있어 지자체(municipalities)가 

상당한 여지를 가지며, 사회부조 재원 역시 지자체가 으로 책임짐. 

2007년에 독신 성인에 한 기 생활비 표 액은 월 SEK 3,470(371유

로) 음. 여기에는 식료품, 피복, 화, TV시청료 등을 커버하는 기 생

활비에 더해, (실제) 주거비, 보험, 노조회비, 그리고 실업기  등이 포함

됨.  2007년 사회부조 여 가이드라인은 아래 〈표 2-18〉과 같음

〈표 2-18〉 사회부조 급여 가이드라인

(단위: SEK)

가구유형 NBHW규정상 급여액 가구원수에 기초한 가구 급여액

독신 2,640 1인 830
배우자/동거인 4,770 2인 930
아동 1세 미만 1,430 3인 1,160

     1-2세 1,610 4인 1,340
     3세 1,290 5인 1,530

     4-6세 1,550 6인 1,740
     7-10세 1,980 7인 1,910

     11-14세 2,270
     15-18세 2,550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 에서 제시된 최  여액은 순소득에 따라 100% 감소됨. 순소득에는 

세 과 사회보장 기여 을 제한 후 근로소득, 사회보장소득  주거 여, 

가족수당, 부가 여(maintenance advance) 등이 포함됨. 사회부조 여

80) 1998년 이 , 이 표  수 은 단지 지자체에 한 권고 고, 지자체 정치 원회가 그 기 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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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세 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 기간은 수 자가 조건을 만족하는 한 

무제한 임. 2007년 한 해 동안 사회부조를 받은 수혜자(18세 이상)는 

총 264,191명이며, 이  신규 수 자는 81,644명이었음. 이는 18세 이

상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것임(NOSOSCO, 2007)

－ 3) 주거 여

∙주거 여는 다시 세 가지 주요한 형태로 구분됨.

∙가장 기본 인 형태는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으로서 이는 연령, 

소득, 주거비용, 아동의 수에 따라 여액이 결정됨. 두 번째로 사회부조 

수 권자에 해서는 주거수당에 더해 보충 여(supplement)로 임 료 

액을 지 함. 세 번째로, 주거 보충 여보충 여(income-tested 

housing supplement: BTP)로서 이는 일정 소득 이하의 연 수 자에게 

주어지는 주거부조임81)

∙주거 여의 계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짐. 먼 , 가족구성과 아동의 수, 그

리고 주거비 인정액(아래 표에서 HC)에 따라 가용한 주거 여액(HB1)

이 계산됨. 를 들면, 자녀가 1명이고 실제 지출하고 있는 임 료가 

SEK 4,000인 가구의 경우 가용한 주거 여액은  SEK 1,950(=950 + 

(3000－2000)의 50% + (4000－3000)의 50%)임. 두 번째 단계에서, 

가용한 주거 여액은 수 자의 소득기 액에 따라 어들게 됨. 앞서 

와 같은 가구구성을 가진 가구의 총소득이 SEK 6,000인 경우 이 가구

가 받을 수 있는 최종 인 주거 여액은 SEK 1,725(=1,950－

20%(6000－4875))임. 주거 여는 그 해 동안의 기 소득에 따라 월액 

기 로 산정되지만, 한 해 동안 받은 여는 잠정 가액(provisonal)이며, 

최종 인 소득 조사를 통해 검산됨. 주거 여는 주거비를 과할 수 없

으며, SEK100 미만의 월 주거 여는 지 되지 않음

81)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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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
주거비(HC)

(SEK per month)
Housing Benfit(HB1)(소득조사 전)

29세 미만, 

자녀 없음

0-1800
1800-2600
2600-3600
3600 +

0
(HC－1800)의 75%
(2600－1800)의 75% + (HC－2600)의 50%
(2600－1800)의 75% + (3600－2600)의 50%

가족: 

자녀 1명

0-2000
2000-3000
3000-5300
5300+

950
950 + (HC－2000)의 50%
950 + (3000－2000)의 50% + (HC－3000)의 50%
950 + (3000－2000)의 50% + (5300－3000)의 50%

자녀 2명

0-2000
2000-3300
3300-5900
5900+

1325
1325+ (HC－2000)의 50%
1325+ (3300－2000)의 50% + (HC－3300)의 50%
1325+ (3300－2000)의 50% + (5900－3300)의 50%

자녀 3명

0-2000
2000-3600
3600-6600
6600+

1750
1750+ (HC－2000)의 50%
1750+ (3600－2000)의 50% + (HC－3600)의 50%
1750+ (3600－2000)의 50% + (6600－3600)의 50%

가족구성

자산조사의 

총소득한계

(SEK per month)

subsidy rate for the 

means-test (%)

주거급여(소득조사포함)

(GI=gross income)

독신, 29세 미만, 자녀 없음 3417 33 HB1－33%(GI－3417)
한부모 9750 20 HB1－20%(GI－9750)

가족, 29세 미만, 자녀 없음 4833 33 HB1－33%(GI－4833)
가족, 자녀 있음 4875/patner* 20 HB1－20%(GI－4875)

〈표 2-19〉 스웨덴의 주거급여액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소득과 근로소득(earnings) 공제

∙주거 여는 소득조사 여임. 감소액과 공제액은 연령, 가족상황별로 다름

〈표 2-20〉 스웨덴의 연령별·가구형태별 주거급여 공제율

  주 *: 1995년 이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어떤 주거급여 권리도 없음.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Chapter”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스웨덴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1950년  후반에 이르러서

야 구빈법체계가 폐지되고 자산조사 여로 체되었다는 에서 사회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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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발은 국보다 다소 늦었음. 이 때, 수 자에 한 스티그마가 약화되고, 

특별한 경우 여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근로를 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 권리가 강화되었음. 그러나 이때까지도 여 히 근로능력 있는 

빈민(able-bodied)과 자격없는 빈민(non-able-bodied) 간의 구분이 유효하게 

잔존하 음. 후자만이 여를 신청할 결정  권리를 가진 반면, 노동능력 있

는 사람에 한 부조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남겨두었음. 다만, 실재로는 부

분의 지자체는 실업 청구자에게 부조를 제공하 음(Nelson, 2004)

○ 1980년 까지 사회보장은 지속 으로 확 되었으며, 특히, 최 소득보호 역

에서 1982년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이 도입되었음. 이 법에서 자

격있는 빈자와 자격없는 빈자 간의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여 범 를 향상시

키는 결정 인 계기가 되었음. 사회서비스법에서는 한 클라이언트의 법  

청구권을 강화함으로써 여에 한 권리를 증진시켰음. 여에 한 권리는 

1985년 보건복지 원회(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Socialstyrelsen)가 사회부조(Social Welfare Allowance: 

Socialbidrag)에 한 여 기 선을 도입함으로써  한번 강화되었음. 

이는 지자체에 의해 확립된 규범(norm)에 한 지침선 역할을 하 다. 1993

년 두 개의 결에서, 행정 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 한 이

러한 기 이 지자체가 사회부조를 받는 사람에 해 합리 인 생활수 이 무

엇인지를 사정할 때 기 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 음(Nelson, 2004)

○ 1990년  반 스웨덴 경제 기로 일반 인 사회정책 확 의 종언을 고했을 

뿐 아니라, 일반  자산조사 여의 호의  발  한 어느 정도 종결되었음. 

여러 지자체에서 자조(self-help)에 해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자산의 

실물화(realization)에 한 더 강한 요구와 노동시장 혹은 구직행 에서의 변

화를 포함하 음. 앙정부 수 에서 근로에 한 강조는 1998년 사회서비스

법의 개정에서 천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청년은 근로 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을 조건으로 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 여수 도 하향조정되었음. 

1990년  반, 여러 지자체들이 사회부조에 한 앙정부 지침선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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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  일부를 제외하기 시작하 음. 1998년 사회부조에 한 국차원의 

단일한 여기 을 확립함으로써 여에 한 권리를 강화하 지만, 이는 

한 이 에 보건복지 원회에 의해 제공된 권고안에 포함되었던 산항목들  

일부를 제외한 것임(Nelson, 2004)

○ 특히, 2008년 9월 우  연합이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복지 축소와 워크페어 

정책의 강화를 고하고 있음. 특히, 우  연합은 새로운 실업정책을 도입하

음. 2007년 1월 1일부터 그들은 노동공 을 자극하기 해 실업보험의 최

여액(ceiling)을 삭감하고, 수  200일 이후 더 낮은 보상수 을 도입하

음. 정부는 한 근로유인을 증가시키기 해 매달 SEK 600에서 SEK 

1,200사이의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근로자에 한  조세경감(jobbavdraget)

을 단행했음. 한 ‘'Fresh-start-jobs’' (Nystartsjobb)이라 불리는 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는 장기실업자(1년 이상)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실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인두세(pay-roll taxes)를 내지 않아도 되는 로그램임. 

만일 실업자가 55세 이상이라면, pay-roll tax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두 

배가 됨. 이와 같이, 우  연합 정권은 보장  복지 여액을 삭감하는 신, 

근로유인을 강조하는 각종 제도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Lindquist, 2007)

  5. 영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 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체계

○ 국은 보편주의  특성을 가지나 보장의 완벽성과 평등화의 효과가 부족한, 

소극  집산주의에 입각한 다원주의  복지국가 체제를 지님(김 순, 1996). 

1970년  유가 동과 장기 인 경기 침체로 복지국가가 기에 직면한 이래 

보수당의 집권과 함께 복지국가에 한 신자유주의  재편이 이루어졌음. 자

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유도와 함께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사 기 에 의한 

민 화와 시장기 이 도입된 다원  복지체제가 선호되었고, 복지부문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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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인 로그램이 아닌, 노동자계 의 하층만이 주 수혜자가 

되는 선별  로그램 즉, 보충 여와 실업 여, 주택수당 등이 삭감되었음. 

이후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는 처정부와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시장의 효율성과 동시에 정부의 극  역할을 시함. 이에 따라 극  노

동시장정책과 함께 노동연계복지, 교육과 의료부문에 한 복지가 강화됨

○ 국의 사회부조인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1948)는 기본 여에 추가

부나 수당증액과 같은 차별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행정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1966년 보충 여(Supplementary Benefit)로 체되었고, 당시 가

장이 일제 노동을 하는 가구는 로그램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최 수  

이하 소득을 가진 여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족이 량으로 발생하면서 1971

년에 자산조사에 기반한 가족소득보충(Family Income Supplement)제도가 

도입됨(이는 1988년 가족공제(Family Credit), 1999년 근로가족세액공제

(Working Families' Tax credit) 제도로 체됨)

○ 1988년 처의 2기 정부에서는 보충 여가 소득보조(Income Support: 이하 

IS)로 체되었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차별  부문들에서 행정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임. 이에 따라 주당 증액과 독신 여가 함께 폐지되고, 

이것이 덜 유연한 성격을 띠는 특별 추가 (special premiums)와 사회기

(Social Fund) 여로 체되었음. 한, 특별 추가 으로 실업자 는 한부

모보다는 소  ‘자격있는 빈민’인 퇴직 노인과 장애인에게 더 높은 여가 제

공되었는데, 이는 국 빈민법의 통으로 회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신노동당 정부(1997~)는 표 화(targeting)를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목표

로 삼아 이에 한 기존 정책의 향상과 함께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 음. 자

산조사 여액을 히 증가시키는 한편, 아동 가구와 연 수 가구에 한 

소득보조 여액을 증가시켰고, 가족공제(Family Credit: 이하 FC)제도를 근

로가족세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이하 WFTC)로 체, 확충

하 음. WFTC는 자산조사 여가 근로를 이는 부정  효과를 상쇄하기 

해 소득근로자에게 용되었음(Nels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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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소득층 지원제도의 변화를 모색해 옴. 아

동, 노인, 장애인 등 자격있는 빈민(deserved poor)에 해 개입하며, 근로능

력자들의 근로유인 장치를 강화해 사회부조에 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 하 다고 볼 수 있음. 국 소득층 지원제도는 크게 근로 참여여부에 따

라 out-of-work benefit과 in-work benefit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음. 16시

간 미만 근로하는 소득가구 는 근로능력 없는 가구에게는 자산조사를 통

해 실업부조 는 사회부조가 주어지며, 이들에겐 자동 으로 주거 여와 지

방세 납부를 원조하는 지방세공제 여가 주어짐. 반면 16시간 이상 근로하는 

소득층에게는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세 공제(Working Tax Credit, 2003) 

여가 제공되고, 자격조건에 따라 자산조사에 기반한 지방공제 여와 주거

여의 혜택이 주어짐. 이런 이 (dual) 제도의 하부에는 보편  제도로서 아동

수당이 제공되며, 빈곤 아동가구에 해서는 아동세 공제(Child Tax Credit, 

2003) 여가 제공됨. 1999년 토니 블 어 총리가 ‘아동빈곤철폐’를 국정과

제로 내세움에 따라 아동가구에 한 표 화가 제도에 반 된 것으로 보임

○ 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달체계를 살펴보면, 기본  사회보장시스템은 노

동연 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할 하에 있으며, 일자리

센터라 할 수 있는 <Jobcentre Plus>에서 근로연령에 있는 자들에게 사회보

장 여와 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함. 그 외 장애, 아동, 연  

련 여는 노동연 부 할 하에 있는 <Disability and Carers Services>, 

<Child Support Agency>, <Pension Service>를 통해 제공됨. <Rent 

Service>에서는 주거 여에 용되는 임 료 평가를 담당하며, 이를 기 로 

공 ·사  역의 소비자에게 조언을 해 . 한편,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은 사회보장 기여  징세를 비롯하여 아동 가구나 근로 소득층에 

한 세 공제 여의 평가·지 을 담당하며, 아동수당이나 보호자 수당을 

할한다. 지방정부는 주거 여와 지방세 공제 여를 담당함(Missoc, 2008)

○ 국 사회부조제도의 여의 증액은 여종류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짐. 1980

년  까지는 소매물가지수를 용해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다가 1988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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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필요성에 따라82) 로시지수(Rossi price index, 소매물가지수에서 주거임

료, 지방세, 모기지 이자부담비용을 제한 액)를 이용해 여 증액이 이루어

짐. 이에 따라 소득지원, 주거 여, 소득기  구직자수당을 포함한 부분의 

자산조사 여는 년도 9월부터 12개월 동안의 로시지수에 연동하여 조정됨. 

단, 아동세 공제에서의 아동요소, 연 공제, guarantee credit과 같은 몇몇 

자산조사 여는 평균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액됨.

○ 그 밖에 아동수당, 장애 여(Incapacity Benefit),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과 같은 기여 혹은 비자산조사 여는 년도 9월부터 12

개월 동안의 소매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조정됨(Cracknell, R., 2009; 

Bradshaw, J., 2009에서 재인용)

⧠ 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내용

○ 가. 수당형 여

－ 국의 표 인 수당형 여는 아동수당(Child Benefit)임. 이는 16세 미

만 아동 는 일제 고등교육기  재학 인 19세 미만 아동가구에게 제

공되는 보편 수당으로서, 특정한 자격조건이 없고 비과세임. 아동수당은 고

등학교를 바로 졸업을 했거나, 진로 련 청소년 훈련 로그램에 등록한 

16-17세 아동의 부모에게도 지 이 가능하며, 교육에서 떠난 기간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짐

－ 여는 일반 으로 4주에 한 번씩 지 되며, 다른 사회부조 여 상자이

거나 한부모인 경우 매주 지 됨. 여수 은 아래와 같음

82) 사회부조제도 여의 증액은 가격상승에 기 하는데, 물가상승을 측정하는데 체로 소매물가지수(RPI)
가 사용된다. RPI는 통계 으로 유효하고, 일반 으로 정치 으로 립 인 것으로 인정되며, 지체 없이 

매달 출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목 의 지수에도 사용된다는 요한 이 을 가진다. 그러나 RPI는 특정 

여가 제공하는 항목 뿐 만 아니라 체 범주의 소비지출을 포 하고 있어 사회보장 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목 으로는 약간의 한계를 가진다. 를 들어, IS의 수 자는 일반 으로 주택 여와 지방세 공

제 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82년에 보충 여 증액의 목 으로 주택비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주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해 RPI에 기 한 새로운 지수는 로시지수(Rossi inde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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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영국의 아동수당 급여 수준

대 상 주당 급여액 (￡)

첫째 아동  20.00
둘째 아동 이후  13.20

자료: OECD(2005), Country Chapter-Benefits and Wages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참고: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로 2009년 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함.

○ 나. 사회보험형 여

－ 국 사회보험형 여로서 실업보험(Contribution-based JSA)은 신청  

2년 동안 충분한 기여가 있던 자로 65세 미만 남성 는 60세 미만 여성

에게 용. 여조건으로 주당 16시간 미만 근로 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하지 않으면서 구직 이어야 함. 여액은 아래 〈표 2-22〉와 같음

〈표 2-22〉 영국의 실업보험 급여 수준

대상 주당 급여액 (₤)

25세 이상 64.30
18-24세 50.95
16-17세 50.95  

  주: 1) 실업보험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제공되지 않음. 단, 기초소득구직자급여는 비근로파트너의 급여까지 

포함하며, 이는 주당 92.80 파운드임. 
     2) 2009년 4월 기준으로 급여액 업데이트 함

－기여기 구직자 여의 소득기 선은 주당 독신 ￡5, 커  ￡10, 장애인, 

한부모 등 특수 상황의 집단 ￡20이며, 이 이상의 소득에 따라 여액이 

100% 감소됨. 한 직업연 이나 개인연  역시 주당 50 운드 이상을 

과할 경우 그 액만큼의 여액에 향을 . 실업보험은 과세 상이

며, 여기간은 신청 후 3일의 기시간을 갖은 후 최  182일까지 가능

함. 한편, 16~17세의 근로자는 실업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가지나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임. 이러한 경우 소득기  

실업자구직자 여를 신청할 수 있음

○ 다. 자산조사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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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형태 연령 주당 이용가능금액 (₤)

개인
 16-24세 50.95

 25세 이상 64.30
한부모  18세 이상 64.30
부부 두명 모두 18세 이상 100.95

－소득기 구직자수당(Income-based JSA)은 실업부조로서 국의 자산조사

형 여를 표함. 가구형태에 따른 용가능 액(applicable amount)과 

신청자의 자원(resources) 차이에 따라 여가 차등 용됨. 일반 으로 

￡6,000이상의 자산은 여 수 에 향을 주며 ￡12,000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여 상에서 제외됨. 용가능 액은 개인수당(personal 

allowances)과 특별수당(specified premiums)으로 이루어지며, 그 액은 

아래 〈표 2-23〉과 같음83)

〈표 2-23〉 영국의 실업부조 급여 수준

참고: 1)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 노인의 케어 제공자에게는 프리미엄이 추가됨.
     2) 노동연금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2009년 4월 기준으로 급여액을 업데이트 함

－실업부조 소득기 선은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독신 ￡5, 커  ￡10, 장애

인, 한부모 등 특수 상황의 집단 ￡20임. 한 최 여액은 비근로소득이

나 사회보장 여액에 따라 100% 감소됨. 이때 주거 여와 아동수당은 소

득조사에서 제외됨. 실업부조는 과세 상이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여

기간 제한은 없음. 단, 18-24세 JSA신청자는 반드시 6개월 이상 뉴딜 

로그램에 참여해 훈련지원이나 로그램 후 여 상 복귀에 한 사후지

원을 받아야 함. 한편, 커  신청자는 그  한명은 1957년 이후 출생자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부양 책임이 없고, 동반 신청을 해야 함. 이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JSA 면제집단 조건에 들면 동반 신청 가능함

－실업부조 이외에 자산조사에 기 한 소득층 지원제도로 소득지원

83) 개인수당과 특별수당으로 이루어진 여 구조와 액은 소득지원(IS), 주거 여(HB), 지방세 공제 여

(CTB)와 같은 소득 련 여에 동일하게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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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Support), 근로능력과 상 없이 제공되는 주거 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공제(Council Tax Credit)가 있음. 근로세 공제, 아동

세 공제 여 역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하나 조세형 여에서 다룰 것임

－사회부조제도인 소득지원은 소득기  구직자수당과 마찬가지로 ￡12,000이

상이면 용 상에서 제외되며, 축 액의 최  ￡6,000는 공제됨. 단, 주

거보호시설 는 요양시설 거주자는 자산기 선이 더 높음. 소득지원제도

는 기여조건과 고용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따라서 16시간 미만 근로자 

는 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여가 달라지지 않음. 총 여액 계산 

시 기 여액은 소득기 구직자수당과 동일함. 아동에 한 여는 아동

세 공제 제도로 체되었고, 가족 등에 한 리미엄 역시 새로운 신청

자에게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

〈표 2-24〉 영국의 사회부조 급여 수준

가구형태 연령  주당 적용가능 급여액 (₤) 

개인
 18-24세 50.95

 25세 이상 64.30
한부모  18세 이상 64.30
부부 두 명 모두 18세 이상 100.95

아동
16세 이하 없음³
16-18세 없음³

프리미엄

가족 17.30³
한부모 (가족 프리미엄에 추가 지급)1 0.15

지방세금공제급여/주거급여에 대한 한부모

(가족 프리미엄에 추가 지급)2 6.10

주: 1) 한부모에게 제공되던 프리미엄 제도는 1998년 4월 6일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음. 
      - 한부모이면서 1998년 4월 5일자로 소득지원이나 소득기초구직자수당 자격을 얻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일자의 전후 12주에 

12주간 자격조건을 유지하며 지급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 12주 이내로 하나 또는 두개의 자격조건을 그만 두었더라도, 두 자격조건에 따른 지급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공함.
      - 1998년 4월 5일자로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 자격조건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 주거급여나 지방세금공제급여의 자격조건을 유지한 경우

      - 소득지원이나 소득기초 구직자수당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 대신에 장애 프리미엄나 연금수급자 프리미엄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3) 본 금액은 새로운 신청자에게는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제도를 통해 제공됨. JSA나 IS는 2003년 4월부터 아동보호 요

소를 삭제하여 대신 CTC를 통해 제공하도록 함.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2004년 4월부터 본 제도를 통해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

원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 
자료: 2009년 4월 기준으로 급여액 업데이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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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호제공자, 60세 이상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한 추가 리미

엄 있으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소득을 구성하는 자원에 한 허용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구직자수당과 마찬가지로 독신의 경우 ￡5, 부부 

￡10, 특수 집단 ￡20의 소득은 공제됨. 최 여액은 사회보장 여  세

공제 여에 따라 100% 감소됨. 단, 소득 조사에서 주거 여와 지방세

공제, 아동수당은 제외됨. 소득지원제도는 비과세제도로서 여기간에 제한

이 없음. 일반 으로 소득지원제도는 16-17세에게는 여가 제공되지 않으

며, 2003년 10월 이후 60세 이상의 개인에게는 연 공제(Pension Credit)

제도를 통해 여가 제공되고 있음

－주거 여는 소득 련 여로서 소득층의 주거 임 료를 보조해주는 제도

임. 자산의 기 ￡6,000는 공제되며, ￡16,000 이상 자산의 경우 여

상에서 제외됨. 자산이 ￡6,000-￡16,000인 경우 이론  소득(notional 

income)이 용됨. 사회부조 비 상자의 주거 여 산출은 다음과 같음

＊ 주거 여 = 정임 료(eligible rent) - [ 용가능 액(applicable amount) 

- 순자원(net resources)]× 65%

－사회부조(IS) 상이 아닌 경우 주거 여액은 정임 료에서 용가능

액과 순자원 차이의 65%를 뺀 액임. 주거 여가 주당 50펜스 이하면 

제공되지 않음

－ 정임 료란 주거 여에서 지 가능한 액을 의미함. 정임 료는 규제

가 없는 사  임  역(Private Rent Sector) 는 몇몇의 등록된 사회지

주와의 계약 임 료와 다를 수 있음

∙ 컨 , 계약 임 료가 과도한 경우 는 상자 욕구보다 과도한 주거

시설의 경우에 해당함. 이런 사항에 해 <Rent Service>가 결정을 내

리며, 피부양자에 따라 주거 여를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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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영국의 피부양자에 따른 급여 차감액

근로 여부 및 소득액 차감액
18세 이상, 비근로 시 ￡7.40

25세 이상, 소득지원이나  소득기 구직자수당 용자 ￡7.40
18세 이상, 근로 시 주당 총소득(세 , 사회보장  기여 ) 
  ￡120 미만 ￡7.40
  ￡120~￡177.99 ￡17.00
  ￡178~￡230.99 ￡23.35
  ￡231~￡305.99 ￡38.20
  ￡306~￡381.99 ￡43.50
  ￡382 이상 ￡47.75

자료: Benefits and Pension Rates (April 2009)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실제 규정으로 정해진 여액은 없으며, 과도한 임 료는 담당 이 주변 

시세와 비교 등을 통해 결정함. 사회부조(소득지원 는 소득기  구직자

수당) 상자의 주거 여는 정임 료(eligible rent)의 총액을 받게 됨. 

최 여액(applicable amount), 즉 주거 여의 한도는 한부모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지원 는 소득기  구직자수당의 여수 과 동일함. 단, 

한부모인 경우 주당 ￡22.20의 추가 여를 받음

－소득과 임 에 한 허용치는 다른 자산조사형 여와 마찬가지로 주당 독

신 ￡5, 부부 ￡10, 장애인 등 특수 상황의 집단 ￡20, 한부모 ￡25임. 장

애로 인한 비용 지 과 같이 특정한 이유로 받은 비임 소득은 부분  

는 체 으로 공제됨. 여계산 시 순소득은 세후  사회보장기여  납

부 후 총근로소득과 다른 사회보장 여와 세  공제, 그 밖에 비근로소득

을 합한 것으로 정의함. 주거 여액은 비과세이며, 모기지제도를 통해 되 

주거비를 지불하는 것은 제외 상임. 모기지 이자에 해서는 일정 자격

을 충족할 경우 소득지원(IS)제도를 통해 여가 제공됨

－지방세 공제 여는 지방세 감면혜택으로서 지방정부(local authority)가 

담당함. 자산이 £16,000 미만인 소득층에게 자격조건이 주어지며, 부분 

는 체 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한 개인이 18세 이상의 성인84)과 

84) 두 번째 성인은 신청자에게 트액을 지불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니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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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유할 경우 두 번째 성인에 한 환불(Second Adult Rebate: 

SAR)을 신청할 수 있음. 지방세공제 여나 환불은 직  계정에 용되

며, 감액된 액이 청구서에 신청되게 됨85)

○ 라. 조세형 여

－조세형 여는 주요 수 요건으로 근로여부, 근로소득수 , 가구 내 아동 

수를 갖춘 여를 말함. 근로세 공제 여와 아동세 공제 여는 상기 기

을 바탕으로 한 자산조사 여로서 워크페어(workfare)에 한 강조와 함

께 자유주의 복지국가 짐에서 선행되어 온 제도라 할 수 있음 

－근로조건 여로서 근로세 공제는 25세 이상 근로 소득층을 한 보충성 

여임.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의무 으로 근로에 참여해야 하며, 25세 

이상, 아동 는 장애인 보호 의무가 없는 경우는 최소 30시간 근로 의무

를 지니게 됨. 여의 계산은 아래 공식과 같이 이루어지게 됨

－소득기 선은 2009년 4월 기  연 6,420 운드로서 가구총소득이 기 선

보다 높을 경우 기 선 과 액에 0.39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최 여액

에서 뺀 액이 여액이 됨. 여기서 가구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세   사

회보장기여  공제  여를 더한 것이며, 최 여액은 받은 수 있는 즉, 

해당하는 모든 여의 총합을 의미함. 주거 여와 가구 여는 소득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당 50 펜스 값 이하의 여는 삭됨. 단, 근로세 공

제의 첫 번째 소득기 선은 2009년 4월 기  ￡6,420이며, 감율

(withdrawal rate)은 39%임. 두 번째 소득기 선은 즉, 가구 요소에 한 

소득기 선은 연 ￡50,000이며, 감율(withdrawal rate)은 6.67%임. 가구 

요소의 공제 은 ￡50,000의 소득기 선을 과할 경우에만 감액되며, 우

선 으로 아동요소가 감액되고 나서 용됨. 가구요소는 15 운드 당 1

이며, 총소득이 낮아야 한다. 사회부조 상자이면, 25%, 총소득이 주당 ￡162보다 낮으면 15%, 총소득

이 £162- £209.99이면 7.5% 만큼을 환불받을 수 있다. 주당 총소득이  £210이상이면 해당이 되지 않으

며, 지방세공제 여와 SAR의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다.
85) 국 요크시 홈페이지(http://www.york.gov.uk/advice/Council_ta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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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형태 연간 공제액 (￡)

기본 요소 1,665

두 번째 성인(부부) 요소 1,640

한부모 요소 1,640

30 시간 요소 680

장애 요소 2,225

중증장애 요소 945

50세 이상 요소(16-30 시간) 1,140

50세 이상 요소(30 시간) 1,705

운드의 비율로 여가 감액됨

＊ 근로세 공제 여액 = [최 여액] - [가구총소득 - ￡6,420(년)] × 0.39

＊ 가구총소득 = 근로소득 + 세   사회보장기여  공제  여

－아래의 〈표 2-26〉와 같이 근로세 공제 제도는 다양한 가구요소들을 반

하여 차등 으로 여를 제공함. 즉,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 한부모인 

경우,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장애를 가진 경우, 50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추가수당 자격을 가짐

〈표 2-26〉 영국의 근로세금공제 급여액

자료: 국세청 자료 참고 2009년 4월 기준으로 급여액 업데이트 함

○ 마. 국 소득층 지원제도에 한 포  이해

－ 국의 소득층 지원제도는 결혼 여부, 한부모 여부, 아동 수, 근로여부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차등 으로 지 되는 특징을 가짐

－아래 〈표 2-27〉는 실업보험을 모두 소진한 미취업 빈곤층의 경우 가구 

형태에 따라 어떻게 여가 주어지는지 나타낸 것임

－ 한 아래 <표 2-28>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근로시간과 가구형태에 따라 

여와 최 소득을 정리한 것임(2009년 4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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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형태
주거비 지불후 

주당 총급여액 
급여구성87) 급여액

16-24세 독신 

(소득기초 JSA 해당)
￡50.95 소득기초 구직자수당(25세 미만) ￡50.95

25세 이상 독신 ￡64.30 소득기초 구직자수당(25세 이상) ￡64.30

18세 이상 부부 ￡100.95 소득기초 구직자수당(25세 이상, 부부) ￡100.95

18세 미만 부부

(소득기초 JSA 해당)
￡76.90 소득기초 구직자수당 ￡76.90

18세 이상 한부모 

+ 아동1인
￡137.71

소득지원 또는 소득기초 구직자수당

아동세금공제

아동수당

￡64.30
￡53.41
￡20

18세 이상 한부모 

+ 아동2인
￡193.82

소득지원 또는 소득기초 구직자수당

아동세금공제

아동수당

￡64.30
￡96.32
￡33.20

18세 이상 부부 

+ 아동1인
￡174.36

소득기초 구직자수당

아동세금공제

아동수당

￡100.95
￡53.41
￡20

18세 이상 부부 

+ 아동 2인
￡230.47

소득기초 구직자수당

아동세금공제

아동수당

￡100.95
￡96.32
￡33.20

18세 이상 부부 

+ 아동 3인
￡286.58

소득기초 구직자수당

아동세금공제

아동수당

￡100.95
￡139.23
￡46.40

〈표 2-27〉 영국의 가구형태별 Out of Work 급여 종류와 급여액86) 

자료: Bradshaw, J.(2009), Social Assistance and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the United Kingdom,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 

86) 본 에서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여 신청자는 주거 여와 지방세 공제 여의 자격조건을 가진다. 단, 18세 미만은 지방세 공제에

서 제외된다.
    2. 본 표에 나타난 일부 이스에 해서는 소득지원 는 소득기 구직자수당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지 구체 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3. 신청자 가구에 아동이 없는 경우, 소득지원(IS)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아동의 나이는 1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가정한다.
87) 추가 으로 본 신청자들은 최 한의 주거 여와 지방세 공제 여를 받으며, 이들에게는 자동 으로 의

료 여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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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형태

주당 최저소득

(￡60 주거비, ￡18 

지방세 납부 가정)

소득 분석 급여액

주당 16시간 근로,

20세 독신
￡59.01

근로소득(세금, 국민복지보험 납부후)
주거급여

1인 근로 지방세금공제금 

지방세금공제급여

￡76.32
￡46.76
￡4.50
￡9.43

주당 30시간 근로, 

20세 독신
￡70.36

근로소득(세금, 국민복지보험 납부후)
주거급여

1인 근로 지방세금공제금 

지방세금공제급여

￡135.68
￡8.18
￡4.50
￡0

주당 30시간 근로, 

25세 이상 독신
￡114.21

근로소득(세금, 국민복지보험 납부후)
주거급여

1인 근로 지방세금공제금 

지방세금공제급여

근로세금공제

￡155.56
￡0    
￡4.50
￡0    
￡32.15

주당 30시간 근로, 

25세 이상 부부

(1명 근로)

￡145.41

근로소득(세금, 국민복지보험 납부후)
주거급여

지방세금공제급여

근로세금공제

￡155.56
￡0    
￡0    
￡67.85 

주당 30시간 근로, 

25세 이상 부부

(2명 근로)

￡233.93

근로소득(세금, 국민복지보험 납부후)
주거급여

지방세금공제급여

근로세금공제

￡311.12
￡0      
￡0   
￡0.81

주당 30시간 근로, 

22세 이상 한부모 

+ 유아 1인

￡223.32 
+ 의료급여

근로소득(세금, 국민복지보험 납부후)
주거급여

1인 근로 지방세금공제금 

지방세금공제급여

근로세금공제

아동세금공제

아동수당

￡155.56
￡0    
￡4.50 
￡0
￡67.85
￡53.41
￡20

주당 30시간 근로, 

22세 이상 부부

(1명 근로) 

+ 유아 1명

￡218.82 
+ 의료급여

근로소득(세금, 국민복지보험 납부후)
주거급여

지방세금공제급여

근로세금공제

아동세금공제

아동수당

￡155.56
￡0      
￡0   
￡67.85
￡53.41
￡20   

주당 30시간 근로, 

18세 이상 부부

(1명 근로) 

+ 아동 3명

￡331.04 
+ 의료급여

근로소득(세금, 국민복지보험 납부후)
주거급여

지방세금공제급여

근로세금공제

아동세금공제

아동수당

￡155.56
￡0      
￡0   
￡67.85
￡139.23
￡46.40

〈표 2-28〉 영국의 근로 시 가구형태별 급여와 최저소득88) 

자료: Bradshaw, J.(2009), Social Assistance and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the United Kingdom,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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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 소득층 지원제도는 가구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 여 혜택

이 다양하게 나타남. 〔그림 2-7〕은 부부, 아동 1인으로 구성된 소득 

가구가 근로에 참여할 때 용되는 여 종류, 순가처분소득의 변화임

〔그림 2-7〕 2009년 4월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에 따른 가구(부부 및 아동 1인 구성)의 주거

비지불 전 순가처분소득 변화 (주당 주거비￡60, 지방세 ￡18 납부 가정)

  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빈곤선(poverty thresholds)은 중위소득기준 60%를 의미함.
자료: Bradshaw, J.(2009), Social Assistance and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the United 

Kingdom,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4.

－ Out-of-work와 in-work 제도에서 모두 근로소득에 하여 높은 한계세율

을 가짐. Out-of-work를 돕는 몇몇 주요 자산조사 여의 경우, 근로소득에 

한 공제선은 매우 낮고, 한계세율이 100%에 달함. In-work 제도도 마

찬가지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 으로 인해 높은 한계세율을 가지며, 그 

88) 본 시에서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여 신청자는 주거 여와 지방세 공제 여의 자격조건을 가지며, 주거 여 신청에 있어 임 에 제

한을 갖지 않는다.
    2. 아동보육비용을 지불하는 이스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3. 모든 이스에서 이  재무년도(08/09)와 재 재무년도(09/10) 임 은 변함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4. 신청자 는 가구의 아동은 장애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5. 몇몇 이스 신청자는 소득층 지원제도 아래 부분 으로 의료 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

으로 의료 여가 제공되는 것만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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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여를 상실하게 됨(이 때문에 근로를 하는 소수의 수 자는 주로 주

거 여수 자에 해당). 주당 16시간 근로하는 가구는 주당 ￡262.71(주거

비 제한 후)를 받고, 40시간 근로가구의 경우 ￡292.12를 받음. 24시간의 

근로시간 차이의 가는 ￡30임. 이처럼 높은 한계세율은 노동시간 공 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활동에도 향을  것으로 (Bradshaw, 2009)

⧠ 국 소득층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 2008년 10월 국에서는 건강상 는 장애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연령층을 상으로 장애 여(Incapacity Benefit)와 소득보조(IS)를 체

해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 제도를 신설하 음. 본 제도

는 사회부조제도에 하는 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별 상황에 따른 근

로 련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임

○ 국은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타겟 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향하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되었음. 그 표 인 가 2003

년 4월 소개된 아동세 공제제도(Child Tax Credit: CTC)와 근로세액공제제

도(Working Tax Credit: WTC)임

○ 아동빈곤 철폐를 해 아동 가구에 한 표 화된 근을 명확히 하게 되는

데, 아동세 공제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 지원로서 이 의 근로가족

세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장애인세 공제(Disabled Person’s 

Tax Credit), 그리고 아동세 공제(Children’s Tax Credit) 제도의 역할을 통

합하 음. 그리고 2005년 4월 이후에는 소득보조와 소득기 구직자수당에서

의 아동 련 요소를 아동세 공제제도를 통해 체하게 됨

○ 근로세 공제제도를 통해서도 역시 근로빈곤층에 한 일원  근을 시행하

게 됨. 과거의 근로가족세 공제, 장애인세 공제, 그리고 뉴딜 50+ 고용지원

제도(New Deal 50plus Employment Credit)의 역할을 체함으로써 근로 

장려에 한 정책기조를 공고히 함과 함께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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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모니터링 주요결과

제1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1차 회의

1. 회의 개요

⧠목

○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악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 의사 무능력자 수 비 탈루 황  개선방안 모색

○ 기 보장제도 수 자 선정기 상의 문제  악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일시  장소

○ 일시: 2012년 3월 6일∼3월 7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참석자

○ 원내: 김미곤 외 2인

○ 원외: 김근 (제주시청 사회복지과장) 외 9인

⧠회의결과

○ 하기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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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 1차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12년 3월 6일∼2012년 3월 7일

○ 회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 회의목 : 2012년 제1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여유진, 김은빈

－원외: 김근 , 허철훈, 황 호, 강성우, 김석기, 홍주연, 강충근, 변인자, 강

철수(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 1차 회의의 주요내용  결과

○ 2011년 부양의무자 정기  완화에 한 평가

－부양의무에 한 책임을 자녀들에게 다면, 부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하여는 ‘법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부양받을 수 없다는 법  확인이 

있는 경우에 기 보장담당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컨 ,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선 부양여부 정하는 것이 필요함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제공하는 만큼은 근로소득신고에서 빼줘야 함. 그

러나 이 경우 문제 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 히 근할 필요가 있음

－작년에 있었던 부양의무자 기 완화의 효과는 미미한 편임. 국 으로 6.2

만명으로 추정됨. 그러나 실은 약 2.1만명 정도임

∙제주도의 기 보장 수  지 사유: 일용소득이 밝 지므로 약 50%, 부

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하여 약 50%

○ 최 생계비의 정성 문제

－최 생계비의 정선 문제는 객 인 계측으로 결정될 수 없고 만족도 측

면에서 그 가정의 특성에 맞춰 최 생계비 측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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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욕구를 찾아내고 필요서비스만을 제공함으로써 수

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면서 비용을 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따

라서 사회복지사의 인력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요함

－ 소도시 기  4인가족 최 생계비는 150만 정도. 다른 산에 비하면 낮

은 산이지만 최 이 아닌 ‘최 ’생계비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 여까지 

따지면 은 액수는 아님(그러나 지역, 유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가구주 연령이 40～50 인 경우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므로 

다고 볼 수 있음

－복지의 질은 그동안 많이 발 했으니 이제는 안정된 시스템에서 재 소

에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수 자만 볼 것이 아니

라 수 자 주 의 환경까지 고려해야 함. 즉, 차상 와의 형평성이 요함

○ 의사무능력자의 수 비 탈루 문제

－의사무능력자 규정 방법을 달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스스로 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된다면 스스로 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등학생)

－ 여 리지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여 리지정을 함으로써 

리자가 여를 남용하거나 탈취하는 이스를 여야 함

－ 여 리는 공무원보다 지역사회복지 과 같은 센터가 기 보장 교육  

수 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멘토 역할을 해  기 에서 리하면 될 

것임. 동, 읍, 면에서는 수 자에 한 통제가 어려움

－복지 여를 허 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 (복지 여 신청을 제한하는 방

향의) 제재가 필요함. 리자가 잘못 리하는 경우에 법 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처벌규정을 두는 것도 요하지만 리자에게 최소한의 인센티 를 주거

나 바우처 제도를 둠으로써 이익을 주는 것도 필요함

－시설의 경우 통장을 한꺼번에 리하기 때문에 수 비 탈취 문제는 언제든

지 터질 수 있으므로 시설과 련 공무원 간의 지속 인 연계를 통해 투명

성을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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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건의분야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

◦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제도 확대

 - 18세 미만, 대학생, 장애인등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한시적용특례가 6월말 종료가 

됨. 그 후에도 계속적인 공제지원 필요

 - 일반기초수급자들의 근로활동참여 기피현상발생으로 자활공제방식 등 공제확대필요

 - 특히 사회복지시설수급자 취업으로 중지자 다수발생

   ⇒ 생활시설 탈락예정자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확대와 주거비 지원 및 근로소득 소

득공제 반영 적극 검토요망

◦ 차상위계층 지원확대

 - 저소득층복지사업 확대차원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이 미흡. 지원정책 강구 요망

통합조사업무

◦ 새올 시스템자료 공적자료로 분배금지 조치

 - 기존 새올자료의 재분배로 업무처리 지연 및 혼란발생

◦ 복지급여 전체대상자 관리, 확인 조사기간 연장

 - 특히 기초수급자 1월 급여에 적용 ⇒ 10여일 내 처리는 무리

   (※ 2011 하반기 조사시 담당자별 740건, 총 5,921건)
◦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환수에 따른 세부지침 제정 필요

○ 기 생활보장수 자 선정기 상의 문제

－한부모가정의 경우 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 자 선정에서 떨

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부분 단기간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

여 기 보장수 자 상에서 제외하면 그 가정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됨

－공제범 를 넓  기 생활보장 수 의 사각지 를 좁 나가는 노력이 필요

함( 컨 , 수 자 가구의 학생 등록 은 소득평가액에 반  필요)

○ 기 보장제도 달체계의 문제

－독일의 경우 부양의무자 정기 에 있어 일선공무원의 재량권을 으로 

존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 앙정부에서 정책을 내보낼 때에 사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함. 

차상  문제도 업무량에 비해 인 자원이 부족하여 주민을 상 로 하는 정

보 달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재량권 문제는 한편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다른 편에서는 업무량이 많

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입장이 있어 조율이 필요함

3. 지자체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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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자 및 시스템 오류자료로 인한 환수처리에 차등을 두어 대상자의 부담경감 

필요

◦ 상‧하반기 조사시 복지정보와 자료생성‧분배 전 해당 사업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

 - 복지부 사업부서별로 확인조사 후 처리대책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전 

해당부서에 통보 필요 제주도 요구 및 건의사항(2012.3.6-7)

의료급여사업

□ 의료급여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업무 건강보험공단 위탁

【 현실태 】

 ◦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의거 상해요인 의료비 100만

원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고, 보장기관에서 검토 및 징수결정으로 업무

가 이원화됨

 ◦ 특히, 구상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납무의무자가 고질적

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채무승인을 해야만이 시효중단 

효력 등 징수가 가능함

【 개선 요구사항 】

 ◦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징수팀 및 다년간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보장기관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적인 자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위

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도모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급여 조기집행 대상 제외

【 현실태 】

 ◦ 매원 20일 또는 분기별 등 집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정부양곡 등)가 매월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적용 후 급여를 생

성, 확정지급

【 개선요구 사항】

 ◦ 예산과목이『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니라『의료 및 구료비』라는 이유로 조기집

행대상에 포함되어 불합리

 ◦ 조기집행시 변동사항 미적용에 따른 과오지급분 과다발생 및 과오지급분 미반환으

로 많은 민원 발생

 ◦ 1개월 생계비, 주거비, 정부양곡 등 지원액이 24억여원으로 부서 BSC목표 달성 미달

장애인 복지

□ 장애인 의료비(차상위 2종 및 의료보호 2종)지급절차 개선 및 충분한 예산 지원

 ◦ 2012. 예산액 : 300백만원(국비 240, 지방비 60)
  ⇒ 과년도 미지급액 : 284백만원(2010년 37, 2011년 247)
 ◦ 문제점

  - 예산부족으로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2~3년 전 의료비 청구시 지급대상자 확인 및 

병원 폐업․계좌오류 등 어려움 많음

 ◦ 개선 요구사항

  - 과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 확보․지원

  - 의료비 청구시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예탁하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으

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부랑인 복지

□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주‧부식비) 인상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100인~300인 시설 : 113,405원/월
  - 1인 1식 지원액 : 1,260원

 ◦ 개선 요구사항

  - 시설수급자 지원기준 단가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생계급여 인상요망

   ․ 1인 1식 지원액 : 1,260원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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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복지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2012. 제주시 노인일자리 현황】

 ◦ 예산액 : 3,023백만원

 ◦ 일자리수(참여인원) : 1,688명

  - 공익형(읍면동 환경정비 등) : 760명

  - 실버선생님(초등학교 효 강사) : 60명

  - 문화재해설사(문화유적지 안내) : 40명

  - 파견형(시니어클럽 등 민간위탁) : 828명

【요구사항】

 ◦ 일자리수 확대 지원 : 1,688명 → 2,000명 이상

 ◦ 시장형 일자리수 배정 확대 : 제주시 180명 요구 73명 반영

 ◦ 월 급여액 인상

  - 월 20만원 → 장애인 일자리 급여수준 인상(259천원)
 ◦ 요구사유

  -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일자리 희망자수 증가와 매년 물가인상 등 경제적 부담률

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급여액은 변동이 없어 참여자들이 인상을 요구

□ 기초노령연금액 조정시기 변경

【2012년 기초노령연금 현황】

  ◦ 예산액 : 32,906백만원

  ◦ 수혜자수 : 30,874명(2012. 1월 현재)
【요구사항】

  ◦ 연금액 조정 매년 4월 → 1월로 조정

  ◦ 요구사유

   - 매년 연말 연초에 달라지는 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액 조정은 4월

부터 적용되어 민원혼선 등 불편

아동복지
□ 지역아동센터 난방비(국비) 지원 필요

 - 난방연료비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아동학습실 등에 대한 난방의 어려움(내용: 별첨)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 한 놀이와 오락 제공을 통해 아동들이 건

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이 쾌 한 환경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필요

⧠별첨: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 황

(단위: 개소/명)

시설수
아동수 종사자수 비고

계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42 3 31 8 1,06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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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 내용

(단위: 천원)

제목 예산 국비/분권 지방비 내용

아동센터 운영비지원 1,745,170 872,585 872,585 인건비 및 운영비

아동 급식지원 1,165,000 582,500 582,500 인/3,500원

○ 문제

－지역아동센터 운 비에서 종사자인건비, 로그램운 , 운 에 필요한 경비 

등을 사용하도록 됨

－운 비  인건비 비 이 약 70%, 로그램운 비 20%를 차지하므로 인해 

난방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최근 하 기의 무더 , 동 기의 추  변화가 극심하고 난방연료비의 

상승에 의해 아동에게 정한 냉난방 제공에 어려움

○ 산소요량 : 50백만원

－월평균 200천원*42개소*6월 = 50,400천원 (정원별 차등 가능)

○ 요구사항

－난방연료비를 국고 산으로 계상 지속  지원 필요

4. 조치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회의결과 주요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회의 련 이론  검토내용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260∙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제2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2차 회의

1. 회의 개요

⧠목

○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악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 의사 무능력자 수 비 탈루 황  개선방안 모색

○ 기 보장제도 수 자 선정기 상의 문제  악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일시  장소

○ 일시: 2012년 4월 17일∼4월 18일

○ 장소: 동 구역 회의실 104호, 구시청

⧠참석자

○ 원내: 김미곤 외 4인

○ 원외: 정한교( 구시청 사회복지계장) 외 3인

⧠회의결과

○ 하기 회의록 참조

2. 회의록

⧠ 2차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12년 4월 17일∼2012년 4월 18일

○ 회의장소: 동 구역 회의실 104호, 구시청

○ 회의목 : 2012년 제2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여유진, 김은빈, 정희선, 정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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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한교, 이동형, 정경 , 이 희( 구시청 공무원)

⧠ 2차 회의의 주요내용  결과

⧠논의사항(1일차)

○ 부양의무자 소득기  개선 효과

－ (연구진) 부양의무자 기 이 185%로 상향 조정되는데, 수 자가 늘어난 

경우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 ( 구) 복지부에서 3월 말에 4500명 가까이 발굴하여 증가됨. 185%까

지 늘려놓았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와 닿지는 않는 듯함. 장애

인, 노인세 가 아니더라도 무 타이트한 경향. 어도 재정 인 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늘려야 함

∙ (안동) 실제로는 4%만 늘어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는 있

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진 으로 이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할듯함. 부

양의무자 제도가 실성은 없는 듯. 은 사람들은 은 사람 로 묶어

서 보는 것이 무 힘들다고 함. 궁극 으로는 없애는 것으로 가야 하는

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스러움. 부양의무자제도는  연좌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부양의무자기  재산기 의 타당성

－ (연구진) 소득을 185% 늘리는 것은 괜찮음. 그러나 재산은 올리지 않은 

것이 문제임. 장애인, 노인을 따지지 않고 소득을 이정도 늘리는 것이 

당한지?

∙작년에 250% 늘림. 자녀는 괜찮은데 그 자녀의 배우자는 항상 문제가 

됨. 완화가 필요함. 실은 그 지 않는데, 기 이 실을 따라오지 못함. 

이 결과 부양의무자기 이 가족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해침

－ (연구진) 재산의 기 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 1억3천? 주거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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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주거와는 분리를 시켜야 할 듯(주거 재산에 한 기 공제 확  등). 

노인부부가 농사지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농장으로 실제로 돈을 

벌지도 않는데 그것을 책정해야 하는지? 사회보장에 한 법이  두

꺼워지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하기에 어려운 이 있음. 기

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나옴

○ 부양의무자 범 의 타당성

－부양의무자 범 (배우자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음. 어려운 

은 의사 사 를 둔 경우..그것을 사 의 소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이므로, 실제 으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음

∙복지부의 이야기는 재원의 문제라고 생각됨. 재원보다는 단계 으로 바

꿔가면서 생각을 바꿔가야 할듯함. 부양의무자의 기 이 처럼 가족

기능을 살리는 것이 실 으로 옳다고 

∙사회복지조직망이 깔려있는데,  노인들은 가족  근로자가 있는 것

이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가 나옴. 그러나 올해는 의식이 많이 바 어 그 

기 을 명확히 알고 있음. 국가에서 명확히 부양의무자의 로드맵을 가지

고 해야할 필요. 연차 으로 부양의무자기 을 완화, 선진국화되어야 함

∙부양의무자 범 에서 배우자 삭제 필요성 제안함

∙ 2010년 기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은 3.27%, 실제 수 자

는 3%(150만명)임. 부양의무자 기 을 삭제할 경우 재의 산 정도가 

추가되어야 함

∙동에서 업무함. 부양의무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함. 수 자의 입장에서는 

가족간의 단 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것이 부양의무를 기피하

는 사유가 되고 있음. 단 되는 기 에서 같이 살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융 (가족간 통장거래)인 문제, 재로서는 고리에 한 깊이를 

악하여 도움을 주고 있음. 가족 계 단 에 한 규정이 애매모호함

∙부양의무자기 을 그냥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철폐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에 한 홍보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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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 자 신청 추세와 이유?

－최근 수 자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첫째, 경제사정 악화, 

둘째, 정기  완화로 단됨

－최근 1~2년간 가족간 단 문제 민원이 폭주함. 5년 에 비해 증가함

－ (연구진) 부양의무자의 기 이 강화되니깐 피해가려는 것인지?

∙물론 가족간의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를 나가면 실제로 어려

움을 보이는 가족이 많음. 에는 가족 계 단  련 서류를 작성하

는 것이 없었으나 지 은 복사하여 보 하고 있음. 기존에는 가족간의 

단 이 아니라고 해서 끌어갔는데 지 은 아님

－ (연구진) 주로 노인인지?

∙노인도 있지만 은 세 도 있음. 사업부도나 가정 탄 등 이유 때문임

∙과연 가족간의 단 을 증명할 수 있는 기 이 무엇인지 고민스러움. 통

화메모?, 통장계좌? 그런 것을 증명을 하기는 하지만 인권침해인 듯. 하

지만 우리는 뭐라도 해줘야 하니깐 제시는 함

∙꼭 단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화를 안 한다거나 용돈을 안주는 

것은 아님. 인지상정으로 한 것도 그것도 단 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음

－ (연구진) 사회복지가 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해체시키는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하는 이 안타까운 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심함. 국가정책이나 법이 이런 

가족 단 을 도모해 온지 꽤 되었음

∙가족 계단 을 법 인 정비가 필요함. 실제 으로 어렵고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쩔수 없이 통장 등을 조회할 수밖에 없음. 이것을 그냥 

풀어주면 효과는 단할 듯. 나름 엄격하게 일부러 더 하고 있음. 

굉장히 애매하고 있음. 엄격하게 법 으로 해 주었으면 함

○ 근로유인  탈수 에 한 건의사항

－건의사항. 자활사업이 재 기 생활보장의 큰 축인데, 지 의 제도는 일을 

하면 손해. 이러한 상이 기 생활보장의 무 지는 한 축인듯함.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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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도 근로를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실제

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약간의 소득 때문에 장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도 있음

∙오히려 100만원 벌면 러스 알 를 주는 게 주 수 자들에게 홍보가 

되고 당사자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게 것임. 자활효과가 확 될 것임

∙ ‘자활’이라는 것의 의미 차이가 있음. 돈을 더 주는 것만이 자활이 아니

라 뭔가 일을 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기타효과까지 자활의 한 측면으로 

야 함. 정신  자활 등. 반  시스템으로 사회복지를 논해야 수 이 

올라갈 것. 기 보장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자활이고 복지고 될 수 없음

∙ 5년에서 10년 단 로 복지정책에 한 반 인 재검토가 필요함.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함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과연 3년에 2천을 받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될지? 

그것으로 자활이 되는지?  한편으로는 자활이 꼭 경제 인 측면,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갑갑함. 기 생

활 한 면만 서는 안 됨. 단계 으로 체를 야함

∙기 생활제도가 뒷방으로 려났음. 복지에 돈을 쏘아 붓기는 하는데 민

원인들은 늘고 있음

－ (연구진) 자활센터가 제 로 운 되지 않는 부정 인 경우도 있겠지만 

정 인 향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음

∙자활센터는 재 운 되는 시스템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

만 반  시스템으로 보면 과연 경제  자립이 궁극 으로 가능할 것인

지? 제도가 의식을 못따라가는 실정임

－ (연구진) 일부지역의 경우 조사결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빈곤이나 수 에 

한 인식이 부정 이었음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인식과 사회복지 행정가라는 두 가

지 인식을 가져야 함

∙자활사업 련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 사회복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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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도 빈곤에 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왜 빈곤해야 하는지

에 한 이해력이 부족함. 왜 빈곤할 수밖에 없는지에 한 근본 인 의

식이 부족함. 사회복지사로는 도와주어야 하지만 행정 으로는 못 도와

주고 있는 경우가 있음. 빈곤에 한 보수 인 생각을 바꿔나가야 함

∙근로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공익, 노동부 자활

사업 참여자는 역임

○ 달체계

－ (연구진) 노동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로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겠네요?

∙복지사무소 생기면 정책이나 서비스가 개선될 것임. 인력을 충원해 사회

복지와 보건이 함께 서비스하는 방안도 좋을 듯함. 업무량에 따라 인원

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재처럼 1200세 를 5명이 담당하는 건 비

효율 임. 한부모, 장애인서비스 등 여러 복지제도를 다 알아야 함. 복지

수요는 늘지만 실제 공무원은 부족함. 행정직의 사람이 빠지면서 복지에

서 행정직으로 빠짐(풍선효과). 복지사무소를 으로 하지 말고 구임

아 트와 같은 한 업무만 이 게 한번 시범 으로 업무량 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국의 10개정도 장에서 리사무소?, 출장소? 비슷

하게 업무량, 질 테스트 등 시범 인 부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함

∙민원도 많음. 상담, 화, 보고자료에 한 복합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산망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은 필요 없음. 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

인데 행정 산망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일임

－ (연구진) 과거에서도 복지를 다른 것과 묶어보고도 했으나, 실패함.

∙ 구임 아 트 리 등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서 민원을 받

기 보다는 출장소 형식으로 장에 가 있다면 컨택도 쉽고 리도 쉽고 

찾아오는 사람도 좋고 할 듯함

－ (연구진) 수 자 에서 과격한 분이 있을 경우 등 안 인 문제가 발생

되지 않을지?

∙CCTV 등 설치로 인해서 보안문제를 해결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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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2일차)

○ 달체계

－복지사무소

∙복지는 복지사무소에서만 해야 효율 일 듯. 복지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데 그것을 못하고 있음

○ 지방복지 산과 수

－지방복지 산 때문에 일선에서 수 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지?

∙ 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 은 그런 일은 없는 듯함

○ 작년 일제조사

－행복e음을 통한 일제조사 후 반응

∙일제조사 후 최근 수 지된 가구원  자살한 case도 있음(안동)

∙탈락자가 많이 생김. 자활에 참여하여 70만원만 받음

∙ (연구진) 행복e음 조사로 인해서 수 자가 어듬. 부양의무자 재산기  

개선 등을 통해 어든 수 자에 상응하는 만큼 보장하는 제도 방안으로 

갔으면 함. 기재부도 OK 하고 있음. 근로유인과 제도와도 미스매칭됨. 

매칭이 되려면 일을 잘하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EITC제

도를 함께 연계하여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임

○ 최 생계비 산정방식

－감면제도 련

∙감면제를 없애고 본인이 사용한 만큼 지 하는 형식은 어떤지? 감면제도

가 다양하고 그것에는 열수도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용제로 바꾸는 것

도 좋을 듯함. 그 게 된다면 최 생계비가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임

∙ (연구진) 최 생계비 증가는 여뿐 아니라 수 자 증가 문제도 있음

○ 희망키움 통장

－ (연구진) 희망키움통장 3년 해서 자활이 가능할지의 문제, 한 3년 후에 

과연 그들이 다시 수 자가 안 될 것인지? 그것이 복지부의 최  고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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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수 자는 자활이 목표가 아니라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그것은 그 로 주는 것. 이 느끼는 것을 목

표로 해야지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를 자활이라는 목표로 하는 것은 불가능

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됨

－자활로써 혜택 받는 것이라면, 구는 일을 안하지만 돈을 받고, 구는 

일을 하면서 받는 경우 이에 한 공제, 인센티  등 혜택이 필요할 듯함

－ (연구진) 보충 여 하의 근로유인은 매우 어려움. 보충 여는 제한된 산

으로 최 생활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 문제는 보충 여 효과(

력)가 행 근로장려 보다 커서 근로유인이라는 소기 목  달성이 힘듬. 

근로유인을 효과 으로 달성하려면, 장려  비율을 100% 이상으로 높여야 

함. 그러나 산이 크게 증가하고, 비수 자와의 소득역  상이 발생함

○ 새로운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제도 시범사업 등 시뮬 이션 필요. 실에 맞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함. 

제도 시행  동, 구청 등에 기구를 설치하여 6개월 는 2∼3년 가량 시

뮬 이션 후 시행해야 함. 그러나 그 차가 없어 산만 쏟아붓고 국민은 

복지 체감을 못하게 됨.  보건복지사무소? 정치 인 문제로 방 끝남

∙ (연구진) 복지제도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체감도는 엄청 낮음

∙ 복서비스가 많다는 것, 그것은 일부임. 다양하게 그쪽에 맞는 서비스

가 있음. 복이라기보다는 종류가 많은 것이 문제임

○ 사통망 개선사항

－ (연구진) 사통망 리에 한 문제 은? 

∙이름을 치면 재산 등 복잡한 것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 이 있음. 그

러나 나머지는 모두 힘듬

∙가족 계 등 다양한 이슈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정 임. 그러나 개

인의 가장 라이빗한 부분까지 공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작용이 있음. 

선의로 사용하기 해 들여왔지만 악의 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에서 문

제 발생의 여지가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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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의 건의사항

⧠특별한 건의사항 없음

4. 조치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회의결과 주요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회의 련 이론  검토내용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제3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3차 회의

1. 회의 개요

⧠목

○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악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 근로무능력 정의 문제  악

○ 기 보장제도 부정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한 인식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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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통망에 한 인식

⧠일시  장소

○ 일시: 2012년 5월 9일∼5월 10일

○ 장소: 부산역 회의실 키로실, 구시청

⧠참석자

○ 원내: 김미곤 외 5인

○ 원외: 정희규(진주시 가호동) 외 5인

⧠회의결과

○ 하기 회의록 참조

2. 회의록

⧠ 3차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12년 5월 9일∼5월 10일

○ 회의장소: 부산역 회의실 키로실, 구시청

○ 회의목 : 2012년 제3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여유진, 정희선, 정희라, 김성아, 신재동

－원외: 정희규(진주시 가호동), 김수경(진주시 가호동), 박행철(부산 사상구), 

신 순(부산 사하구), 최일남(부산 수 구), 장재호(부산 도구)

⧠ 3차 회의의 주요내용  결과

○ 부양의무자 소득기  개선 효과

－ (김미곤) 부양의무자 기  185%까지 올라감. 그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 (정희규) 진주시는 탈락한 세   인원이 720세 , 1200명임. 이 에

서 부양의무자 기 이 완화되어 탈락했다가 다시 수 자가 된 경우가 1

이스임. 다시 수 자가 되었다고 해도 여액이 4만원밖에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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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효과가 미미함

－ (여유진) 그 뜻은 소득이 130∼185% 구간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 (박행철) 그 다고 할 수 있음. 부산사상구의 경우 소득양극화가 크기 

때문에 그 다고 . 한부모가구의 경우 자녀는 어리고 부모는 늙기 때

문에 부양의무기 이 완화되어도 차이가 없음

∙별도가구제도를 통해 장애인가구 등에 한 지원을 이미 보완하고 있음. 

그 이스를 팩스 는 이메일로 보내겠음

－ (최일남) 수 구청. 주거에 한 업무를 하고 있음. 부양률의 완화는 우리

의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도가 낮음. 

제외된 102세  에서 2세 만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해서 다시 수 자가 

되었음. 4월 근거(복지부 추계치)로는 월 19명씩, 1년에 231명이 수 자가 

되는 게 목표임. 그러나 장에서는 그 수치에 못 미치고 있음

∙그러나 홍보는 무 잘되어 있어서 문의 화 등은 많이 오고 있으며, 그

것이 이슈화되는 효과는 가지고 있음

－ (여유진) 그 다면 만약 부양의무자 기 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지?

∙ (모두) 산이 감당될지 는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반 임

∙ (장재호) 부양의무자 기  완화에 한 홍보는 잘되어 있어서 가족구조 

등과 계없이 모든 기 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실제로는 10가

구도 채 안되게 채택됨

∙ 는 수 자들은 생계 여를 원하고 있으나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체

감도가 낮음

∙장기 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한 근로소득공제, 노인, 장애인, 한부

모가구의 기 을 폭넓게 하고, 희귀난치성 가구 등 가구의 구분을 넓히

는 등이 필요함

  * 희귀 난치성에 한 별도자료 제출

－ (여유진) 그 다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한 근로소득공제가 필요한지?

∙ (정희규) 필요하다고 생각. 재 완화된 부양의무자 소득 기 을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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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고액이 207만원임.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상시근로소득자라면 이 소

득 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 을 

용받으려면 반드시 부양의무자가 소득직이어야 하나 이는 비 실 임

－ (김미곤) 부양의무자 완화 기 을 용받는 가구가 많도록 재산기 을 확

한다면?

∙ (신 순) 부산 사하구는 200세   10세  정보만 발굴됨. 소도시, 

도시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

음. 도시, 소도시의 재산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어떨지? 양에서는 

못 받지만, 부산으로 오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함

－ (김태완) 농어 은 그 게 할 필요가 없는지?

∙ (정희규) 농어 은 괜찮음. 오히려 개발로 인한 재산가가 상승하는 경우

가 발생함

∙ (신 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음. 별도가구로 볼 수 있고, 생활보장 원회

에서 심의할 수 있는 등 담당자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 (정희규) 도덕  문제만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 이 없어야 함. 그러면 

달체계는 완벽할 듯함

∙ (신 순) 부양의무자 포기 등 확인을 하려면 6개월 치의 통화내역 등 확

인함. 그러나 통화한 번호만으로 가족 계 해체에 한 단이 힘듬

∙ (정희규) 부양의무자를 포기하기 한 제출서류로는 부양기피사유 서류, 

통화기록 6개월, 통장기록 등을 확인함. 그러나 통화기록의 경우 화번

호 변경, 자녀와의 문자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단이 힘듬. 통장기

록의 경우 통장자체의 확인보다는 집주인이나 그 동네 통장에게 물어보

고 기입할 수 있는 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신 순) 아들에게 화 1번 통화했다고 부양의무자라고 단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박행철) 가족간의 계에서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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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 (정희규) 여 수 의 문제에서는 최 생계비 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잠깐 

일용직 일을 했다고 여가 고 하는 등 그것은 문제가 있음

∙ (김미곤) 지난주 다른 과제 회의에서 노인이 일용소득으로 여가 어

드는데, 그것을 기 으로 근로장려 을 30% 주는 것으로 논의하 으나 

산부처에서 반 함

－ (여유진) 최 생계비를 일률 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월세와 세, 자가 가구로 차별화를 두는 것은 어떤지?

∙ (최일남) 수 신청을 해 작성하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르면, 1인가구

가 한달에 60~7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 최생비는 

553,000원임. 이 액 에서도  지원은 45만원임. 그 다면 60만

원 지출에 45만원 수 을 하면 15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김. 그런데, 여

기서 월세가 지출실태조사결과 30%는 지출에 차지하고 있음. 기본 인 

타법지원액을 축소시켜주면 어떨지? 복지부가 축소시켜주어야 함

－ (여유진) 최 생계비 보고서에는 자가, 세, 월세의 주거형태별로 차별화

되어 있음. 그러나 정책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소도시 세가를 기 으

로 일률 인 액을 공지함.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가구는 부족하고 시골에

서는 남음. 그러므로 월세가구는 조  최 생계비를 높이고, 자가가구는 지

 정도 수 이면 어떨지?

∙ (박행철) 만약 그 게 된다면 지  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자산의 하

락이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신 순) 부산시에서는 지원액과 실제 생활비의 차이를 이기 해 

구임 아 트 거주자를 상으로 별도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음

∙ (장재호) 생활비의 측면에서 1인 가구가 취약함. 특히 임 아 트의 경

우에는 임 료와 리비가 따로 있는데 2인 가구나 1인 가구나 리비

는 동일함. 그러므로 1인 가구가 취약함

－ (여유진) 월세, 세 차별은 도덕  문제와 재산 문제 등 문제가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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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는 어떨지?

∙ (최일남) 생계비는 체 으로 주는 것이므로, 세부 여액만 제공할 수는 

없으나, 그 부분을 지원해 다면 좋겠다고 생각함

∙ (장재호) 일률 으로 생계비를 올리는 것은 다시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

가면 체감도가 낮을 것임. 타법에 의해서 갭을 이는 것도 요하지만 

특별 이스에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요하다고 생각함. 보충 여, 

공제 여 증 지원이 필요함

○ 근로무능력 정의 문제  악

－ (김미곤) 지침이 잘못되어 못 도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 (박행철) 근로무능력자가 근로를 했을 때에도 여를 못받거나 이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했으면 함

∙ (최일남) 제도상의 문제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하

게하고, 약간의 소일거리를 하면 여를 이고, 그러므로 65세 이상이

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일을 할 수 있는 등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근본 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 (신 순) 근로능력평가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담당 공무원이 

단하고 있음

－ (김미곤) 근로능력 단을 국민연 공단으로 넘어가면 잘 될지?

∙ (정희규) 정확한 단이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됨. 평가단계  1단계는 

쉬움. 그러나 2단계 평가에서는 일선에서 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공

단에서 그 단을 하게 되면 직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비용이 더 발생할 뿐 아니라 객 인 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됨

∙ (김미곤) 국 72억(?)의 산이 소요된다고 함

∙ (장재호) 만약 장기요양등 정처럼 자가보고와 방문조사, 심의 원회 

통과와 같은 다단계 방식을 도입한다면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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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직  면담 없이 조건부수 자의 근로능력 단을 연 공단에서 

일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됨

－ (김미곤) 근로능력정도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 

∙ (최일남) 랑스의 경우 근로능력정도를 본인이 결정하고 그 이후에 부

정수 으로 걸릴 경우 벌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므로 본인이 그 

능력정도를 잘 단하여 기입함.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기 보장제도 부정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김미곤) 실제 사례 등 부정수  등 의심스러운 이스이지만, 자료부족 등

으로 정확한 단을 하기 어려운 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박행철) 타인명의로 공장 운 한 경우가 있음. 한 학생 취업한 경우 

주소를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 함(의료 여도 1종에서 2종으로 안바뀜)

∙ (최일남) 한부모가구의 경우 내연녀, 사실혼 계에 있는 경우가 있음

∙ (신 순) 자녀가 취업해서 밖으로 나가면 부모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음. 

그러면 그것은 다시 추후 부양비 제공 거  등 가족 계 단 로 이어짐

∙ (최일남)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이스도 있었음

∙ (박행철) 부산에선 화장장을 매년 조사한 자료를 제공함. 화장장을 제외

한 장례를 치른 경우는 발견할 수 없으나, 그 부분은 좋은 제도인 듯함

○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한 인식

－ (여유진) 재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수 자에게 모든 여를 제공하는 

all or nothing의 형태임. 여기에 한 의견은 어떠한지?

∙ (박행철) 생계비가 부족한 것이 실이므로, 장에서는 실제 수 신청자

의 소득 악률이 낮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기도 함. 생계비는 

노인가구이든지 장애인, 아동가구이든지 꼭 기본 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임. 그러나 그 제도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김미곤) 최근 빈곤기획단에서는 첫 번째, 여체계를  개별 여(생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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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여 등)로 가자는 것,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폐지하고, 

cut-off 방식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 의견을 주셨으면 함

∙ (박행철) 개별 여는 일선에서는 개인의 욕구사정이 요해질 텐데, 재

의 행정력으로 가능할지 의심스러움

∙ (최일남) 뉴질랜드 복지종합평가센터가 재 그 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

음. 만약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갈 경우 그 정도의 인력  인 라 구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미곤) 개별 여로 갈 경우 행정이 복잡해진다는 의견과 그 지 않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일남) 일선에서는 복잡하다고 생각됨. 1인이 2~3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그것을 개별로 각각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게 되면 당연 복잡해

진다고 생각됨

－ (김미곤)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수 의 계산 등은 복잡하지 않는지? 

∙ (신 순) 보육료 체크하듯이 국기법도 그 계산법을 공개하면 어떨지?

∙ (최일남) 처음에는 계산법을 공개했으나 이후에 막음. 이유는 계산법에는 

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수요자들이 정확한 단이 어려워 실제의 

계산과 산식에 의한 계산이 달라 민원이 많았음. 그래서 그 계산법의 공

개는 하지 않게 되었음

∙ (최일남) 계산방식을 단순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그 다고 계

산에 포함되는 재산 등 내용을 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됨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 (김미곤) 달체계에 한 논의. 개인 인 생각으로는 달체계를 노동과 

합치는 것은 어떨지에 한 고민을 하고 있음. 제일 이상 인 것은 사회부

총리-복지부청을 만들고, 일선은 노동사무소와 묶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

각함. 이에 한 의견은?

－ (여유진) 즉, 복지 달체계를 노동이랑 묶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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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행철) 고용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장기 으로 노동과 함께 가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김태완) 고용부와 복지부와 서로 의견은 다른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합

칠 경우 고용과 복지  어디가 주가 되어야 하는지?

∙ (김미곤) 간단하게는 노동부과 복지직의 직 차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됨. 노동부는 앙공무원이고,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임

∙ (신 순) 복지직의 4 , 5 을 만들자는 의견도 많이 있음

∙ (정희규) 복지가 지자체에서 분리되어야 하나, 지자체에서 안 놓을 것임

－ (여유진) 만약에 복지가 지자체에서 분리된다면 달체계를 어떻게 할지?

∙ (정희규)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복지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 게다가 행정 산화로 

일반 행정부분은 업무부담이 었으나 복지 역은 더블 체크의 문제로 

업무부담이 가 됨. 그러므로 일반행정으로의 인력 보충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복지 역이 별도로 나와서 달체계에 한 업무를 진행하고, 

지자체와는 그 달체계에 한 단순한 부분만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됨

∙ (박행철) 복지 산이 지자체 체 산의 52, 54%이나 인력은 1/4 수

임.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놓아주지는 않을 듯함

∙ (최일남) 앙부처의 목 이 지자체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음. 를 들

어, 복지 역의 공무원이 2만명이라면 그  1만명은 사회복지직이고 1

만명은 일반행정직인데, 사회복지직 인력을 충원한다면 오히려 복지 

역의 일반행정직을 뺀 나머지를 충원하는 것. 그러므로 독립된 기구를 

통한 업무의 분리는 꼭 필요함. 그게 지자체로 나오든, 앙으로 나오든 

상 없이 분리는 꼭 필요함. 가능한 안으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추세인데, 그 경우 남는 청사를 복지센터화할 수 있음

○ 사통망에 한 인식

－ (김미곤) 사통망에 한 의견을 주셨으면 함

∙ (박행철) 통합조사 , 사업 , 동사무소, 이 게 세 이 있음. 동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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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주로 담당하므로 여에 한 작업은 안한다고 하고, 사업 이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15일안에 입력을 모두 다 해야함. 동에서는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사업 은 한 동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

고 주장함. 통합조사 은 간에 끼어있음. 즉, 업무분담이나 의사소통이 

불명확하고 가구의 수시 변동사항에 한 즉시 반 이 미흡함

∙ (박행철) 사통망 이외의 변동사항에 한 조사가 무 많음

－ (김미곤) A동에서 조사를 의뢰하여 수 자가 안된 경우, C동에서 조사를 

의뢰한다면 모두 조회가 되는지?

∙ (최일남) 사통망이 한번 생성된 것은 다른 곳에서는  생성이 안되므

로 어디서든지 조회는 가능함

－ (김미곤) 수 자가 안되는 이유  74% 정도가 부양의무자의 원인 때문이

라는데, 실 으로 그런지?

∙ (정희규) 화상담은 10가구 정도됨. 방문시 10명은 신청을 하고 기상

담에서 3, 4명은 포기함. 나 에 10명  1명은 탈락하게 됨

－ (김미곤) 기상담자도 입력이 모두 되는지?

∙모든 정보가 남음

－ (여유진) 그 게 탈락된 5명 정도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되는지?

∙그러함

－ (장재호) 사통망은 운  면에서는 가장 완벽함. 다만 융이 처리기간 등이 

오래 걸림. 소득과 재산은 3일 만에 됨. 융은 매주 수요일 일  송됨. 

컨  목요일에 신청한 가구의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짐. 한 조사  업

무담당자가 바 거나 자리를 비우면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

－ (최일남) 통합조사 리 만 모든 권한부여가 있음. 동이나 사업 은 일부만 

볼 수 있음

∙ 를 들면 타법률지원, 희귀난치성, 청소년, 암 련지원 등 권한은 통합

조사 리 에만 있음

－ (정희규) 사통망의 단 은 삭제가 안 된다는 것임.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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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합조사 리 에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읽을 수 있는 권한의 확 는 꼭 필요함

－ (최일남) 사통망을 만들 때, 신청, 조사, 결정을 하는 권한이 한 사람이 아

니고 따로따로 해야 부정이 없다고 하여서 이 게 따로 권한을 주었지만, 

지 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신 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제하에 통합조사는 함께 하지만 리의 

한 부분은 동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함

∙그 밖에 행정직 체인력, 가임여성의 휴직의 경우 체에 한 문제가 

여 히 발생함. 특히 휴직자를 신하여 직자 체인력이 오더라도 권

한은 주지 않아서 체인력이 있어도 그 업무는 우리에게 다 돌아오고, 

행정도우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짐

－ (김미곤) 오랜 시간 감사함.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정리하겠으나 지침 

개선에 한 건의사항  일화된 것은 송 부탁함

∙ (최일남) 그리고 선정기 과 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음. 교정시설 출소자

의 경우, 환경 응을 해 출소 이후 3개월 동안 수 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3개월 이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받는 경우가 허다함. 따라서 법무보호복지공단(구, 갱생보

호공단)으로 환경 응지원 에 한 부분을 이 하는 것이 옳다고 .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수 자와의 면을 통해 일을 하는 정신노

동자로 인식하고 이에 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3. 지자체의 건의사항

⧠교정시설 수감 수 자에 한 수감통보 법 지침 마련

○ 실태

－기 생활보장수 자로 확인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즉시 주소지 보장기

에 수용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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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로 부터의 통보 사항은 무한 실정임

○ 문제

－기 생활보장수 자가 수감 된 지 수개월 후에 공  자료를 통보하는 등 

교정시설로부터의 수용사실 통보 지연에 따라 즉각 인 업무처리 어려움

－통보 지연된 상자에 해서는 여 지  반환 명령으로 수 자 리

를 하고 있으나 수감에 따른 여 반환은 수감자가 출감하지 않는 이상 불

가능한 실정임

○ 개선 책

－기 생활보장수 자의 수용 시 체계 이고 신속하게 주소지 보장 기 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기 생활보장수 자의 수용 시 교정시설의 수용사실 통보를 의무화 할 법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기 효과

－기 생활보장수 자의 업무처리 신속성 증가

－즉각 인 업무처리로 기 생활보장수 자 리에 한 행정 효율성 증

⧠부양의무자 기  개정

○ 황

－ 2012년 기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기  130% → 185% 미만

－ 용 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 문제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의 경우 의료비 부담  지속 인 돌 이 필요함에

도 부양의무자 소득기 이 130% 용으로 여 지 되는 가구 발생

○ 개정안 

－부양의무자 소득기  185% 용 상자 확

∙부양의무자 소득기  185% 용 가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 포함

○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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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 으로 여 지 되어 복지사각지 로 락할 가능성이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 구제 등

4. 조치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회의결과 주요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회의 련 이론  검토내용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제4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4차 회의

1. 회의 개요

⧠목

○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악

○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문제  악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 자활사업의 문제  악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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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2년 7월 10일

○ 장소: 역 충남본부 1층 혜화실

⧠참석자

○ 원내: 김미곤 외 2인

○ 원외: 김성희(  동구) 외 2인

⧠회의결과

○ 하기 회의록 참조

2. 회의록

⧠ 4차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12년 7월 10일

○ 회의장소: 역 충남본부 1층 혜화실

○ 회의목 : 2012년 제4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김태완, 정희라

－원외: 김성희(  동구), 곽 수(충남 공주시), 김연실(충남 서천군)

⧠ 4차 회의의 주요내용  결과

○ 부양의무자 소득기  개선 효과

－ (김미곤) 부양의무자 기  185%까지 올라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 (서천) 부양의무자 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낮음. 수 자가 확 

신청했었지만 거르고 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음. 주거비 때문에 생계비가 

인상이 더라도 주거 공제가 많이 되니까 실제로 받았을 때는 체감도가 

낮음. 농 이라서 있는 경우인데 후처의 자식, 무 어려워서 자식을 두

고 시집을 간 경우 등 부모자식이 사이가 나쁜 경우 자식이 서류 작성

을 거부함. 지침없이 임의 로 할 수가 없으니 이건 단 로 간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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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듬. 이해 계로 얽 서 잘 안해 . 상담자와 나이나 성별이 상담내용

과 합하지 않을 경우 상담 진행조차 안되는 경우도 있음. 가족 계 단

에 한 심의 소명을 받자는 의견도 있음

∙ ( ) 단 상태에 있는 가구는 일부이니 배제한다고 해도 130이나 185

나 큰 차이가 없음. 천천히 늘어나는 추이를 3~4년 기다리면 좋겠음. 사

실 최 생계비랑 합쳐서 185이상 200정도 되면 아쉽게 구걸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 같음

－ (김미곤) 다른 지역엔 수 고시라는 말도 있던데?

∙ ( ) 일부를 가지고 과 하게 표 하는 것도 있음. 세민 에 어떻

게든 될라고 하는 사람이 열에 한명은 있겠지만 그게 부인 것처럼 포

장하지는 말고 보편타당하게 체 으로 야함. 노령연 은 부양의무자

가 없으면 당연한 거니까 창피함 없이 신청하지만, 본인이 특별히 어렵

지 않으면 반 이상은 무조건 달려들지는 않을 것임

∙ (공주) 185보다 더 완화될 필요가 있음. 확인 조사를 연 에 이어 두 번

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재 건강악화라든지 하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인정 안할 수가 없음. 좀 더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도움 받고 있지 않다면서 통화기록이나 통장기록 등 다 

내는데, 그럼 심의하면 99.9%는 다 통과됨. 어차피 기 생활보장법을 

만든데 목 이 있으니, 이왕이면 어차피 도움을 려면 확 완화되었으면 

함. 그래도 아마 앙에서 원하는 수치만큼은 안 들어올 것 같음

－ (김미곤) 지  소득층들이 기 보장 수 을 받는 것에 해 스티그마가 

굉장히 강한 느낌임. 일반 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스티그마가 없다는 

얘기들을 했음. 단  심의를 하면 99.9%는 통과되고 여는 자동 으로 

더 늘어난다는 의견이 새로움

∙ ( ) 기 노령연 은 생계비에서 공제하지 않나? 70%에 맞춰져있는걸 

50%까지 이면서 노령연 을 격히 그만큼 올리면 생계비가 부양의

무자 기 을 더 완화시켜 생계비에 한 정부부담은 더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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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곤) 국민연 과 기 노령연  재구조화는 2008년부터 국회에서 논의

했는데 그  하나의 안이 상을 30~40%까지 이고 여수 을 좀 올

리자는 것임. 그러나 복지가 한번 주던 걸 안 주는게 힘듬. 민한 문제임

－ (김미곤) 소득은 185%가 충분하든 안충분하든 일부 상에 해서 조  

높이긴 높 는데, 재산은  안 풀어서, 소득은 되는데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가구 있나?

∙ (공주) 간혹 딸 같은 경우, 보통 융재산이 2억 이상인 경우 등의 경우

가 있음. 보통 먹고사는 가정에서 자기 부모나 장모를 장기 으로 돕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 왕래가 있어도 실질 인 도움을 못받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음. 그 다고 가족 단 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 풀

리지 않는 숙제임. 그러니 185를 좀 더 올렸으면 함

∙ ( ) 더 올리면 안되나? 이정도 완화하는 것이라면, 재조사할 행정력

이 더 낭비라는 생각이었음

－ (김미곤) 185%가 의미가 있는 숫자로 우리나라 소득과 비슷한 수

임. 그런데 이보다 올린다면 평균 소득인 210%정도에 맞추는 방법이 있

음. 185%도 의미있게 만들긴 했는데 실 으로 부 합했음

∙ (공주) 학교 갓 졸업하고 취업해서 소득이 나오는 1인 단독부양자가 문

제임. 취업후 한두달이면 소득이 있으니 부양의무 능력 있음으로 잡히지

만, 실질 으로 부모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입장임

∙ ( ) 졸업하고 취업하고 기반을 잡으려면 10년 알뜰하게 살아야하는데 

부양의무자에 걸린다고 은층만 별도 규정을 둘 수도 없지 않나?

－ (김미곤) 이와 련해서 부양의무자 범 를 연1 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게 법과 규정이 바 다면 실 으로 조사할 때 힘들까?

∙ ( ) 같이 산다면 그냥 같이 용해야 하지 않을까? 아들은 무직, 

며느리가 수입이 많은데 함께 살면 시부모 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김미곤) 사실 부양의무자 범 는 막연한 문제이고 부양능력 정하는 기

을 좀 풀어주는 것이 우선순 가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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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문제  악

－ (김미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 을 지 하

는 사람들이 있음. 빈곤정책개선기획단을 운 하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용하는 걸 폭 이자는 의견이 있었음. 궁극 으로 2가지 이유가 있는

데 우선 무 복잡하다는 의견과 처럼 재산기  얼마라고 용하자는 

의견임. 실제로 용이 많이 복잡한지?

∙ (공주, ) 시스템이 계산을 다 해주는데 복잡하진 않음. 를 들어 보

통 상담을 할 때 략 으로 5400이 넘어가면 그것이 소득환산이 돼서 

100만원에 6만원꼴 소득이 생기니 6000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딱 보임. 

그러니 복잡하지는 않음.

－ (김미곤) 본인이 수 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야하는데, 알 수 없는 구조

이니 잘못 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 ( ) 상담을 할 때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 

이건 보통 5년 이상만 장경험이 있으면 모두 가능함

－ (김미곤) 재산의 환산률은 크게 승용차 100% 융재산 6.26% 일반재산 

4.17%임. 이 환산율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는지?

∙ (공주, ) 높다 낮다는 특별히 다른 견해는 없음. 융은 다 여러 가

지 감안해서 그 %가 도출된 것 아닌가?

∙ ( ) 경차에 한 기  완화 얘기는 없나? 경차는 연수를 10년을 8

년~7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은 많이 있음. 기  벗어나면 아  근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음. 원천 쇄한 것임

－ (김미곤) 2005년 인천에서 9년된 승용차 때문에 수 받지 못하고 일가족 

비  자살한 큰 사건도 있었음. 옛날에는 승용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

는데 100%는 오래된 차 있는 것은 주겠다는 그런 의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뮬 이션을 해봤더니 환산률 25%까지 내려도 수 자

가 별로 안 늘어서 환산률을 좀 낮추자는 의견 제시한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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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용차에 련 의견이 있음. 정말 처분 곤란한 차가 있는데 그걸 

입증하기 어려워서 근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조사하는 입장에서 최

한 완화해서 용을 하려고 해도 원천 으로 근이 안되는데 가압류, 

분실, 도난 등임. 그리고 분실한지 10년 이상 오래되면 분실신고도 안됨

－ (김미곤) 장기분실 때문에 그런 경우가 혹시 업무하다가 있었나?

∙ ( ) 실질 으로 20년 연식이 된 차량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음. 차량에 한 상한선을 두어서 한 20년이 지나면 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지? 사회  인식 때문이라 해도 20년 이상된 

2000cc 차량 소유자는 많지도 않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음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 (김미곤) 행 소도시, 도시 최 생계비 수 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아

니면 낮다고 생각하는지?

∙ (공주) 낮음. 시간당 단가로 쳐도 사회 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로 낮음. 실질 으로 한달간 살기엔 힘듬

∙ ( ) 낮음. 최근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감안이 되면 좋겠음. 아무리 감

안이 된다고 해도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듯함. 최 생계비

를 용하면서도 부족한 한 부분을 올려버리면 체 으로 되는 문

제가 무 크다고 생각함. 그 다면 가족의 특성에 따른 수당제가 용

이 되면 안 되는지? 개인 으로 출산 고령화에 가장 요한 것이 아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

기  수 자  아동에 한 특별 수당 등이 개발되어 더  수 있다면 

부족한 최 생계비의 보완 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함

∙ (공주) 시골에 사는 노인은 기 수  40여만원 받으면 자 자족하면서 

생활유지가 되지만, 도회지 노인들은 자식이 제 로 부양하지 못하고 내 

집이 없으면 방세내고 공과 내고 하면 생활이 빠듯함

－ (김미곤) 최 생계비를 산출할 때 도시, 소도시, 농어 , 그리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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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월세,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좀 차등을 두어서 계산함. 그런데 소

도시 세 기 으로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가 국 으로 용되니 문제임

∙ ( ) 그것에 한 기 이 다 그 사람이 생계비를 받아서 어떻게 쓰느

냐가 요함. 아무리 생계비 올려주고 낮춰줘도 정 을 찾기 어려운데, 

그 정 은 가구 특성에 따른 걸로 보완하면 어떨까 함

－ (김태완) 최 생계비 련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게 되면 

농어  국회의원 등 상당한 반발이 상되는데, 완화할 방안이 있을지?

∙ (공주) 반발이 있을 것임.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고 단기 으로 말고 

기 으로 용할 필요는 있음. 농 하고 소도시, 도시의 재산 산

정 기 이 지 도 차등이 있지만 지 보다 더 크게 차등을 다는 건가?

－ (김태완) 문 원회에서는 희들은 최 생계비를 지역별로 두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부는 더 벌릴 생각을 함. 수 자라던지 최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최 생계비 차이를 두는 것이 더 낫지만 

항이 무 클 것을 상해서 복지부도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두고 있음. 

이미 5400 그 액도 작은 것이 아님

∙ (공주) 시골에서 버스 한번 들어오는 곳에 사는 노인의 40과 도시 노

인 40과는 생활수 이 무 다른데 무리가 있음. 차이 두는 것이 맞음

－ (김태완) 내년에 재산환산율을 조정하고자하는데, 4.17%를 주거용과 비주

거용으로 구분해서 주거용은 1.0 얼마로 내린다는데 그거랑 컷오  방식으

로 하는 거랑 어느 것이 수용성에서 뭐가 낫나?

∙ (공주) 자르는 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참 피해를 볼 것임

－ (김태완) 일선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확실히 되는지? 세보조  빼고 

자가인 경우만 환산율을 1.0 얼마 떨어뜨리겠다는 것임. 그럼 얼마나 수

자가 늘어날지?

∙ (공주) 자가인 경우는 가능하겠으나 사람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미지수임. 

그 효과에 해서는 좀 두고 야함

－ (김태완) 문 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 을 완화하는 것과 주거기 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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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용 비주거용 나 는 것 등을 논의했음. 이런 것들이 사각지  완화 효과

가 얼마나 있을지?

∙ ( ) 사각지  발굴할 때 실질 인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함. 앙부처에서 월 2-3만원이라도 줘야지만, 사각지  

취약계층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앙에서는 제도만 만들었지 제 로 

된 실질 인 혜택이 없음

∙ (공주) 학생은 학교 측에서 장학  주는 것이 차상 계층까지 지원받

는건 되는 듯함. 그리고 기 생활보장법상은 차상  기 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차상 가 있는데 기 생활수  신청했다 안되면 차상 를 결

정할 수 있는 제도 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학생이 와서 기 수

자는 아니고 생활이 어렵다고 서류를 떼어 달라고 하면 순수한 차상

하는 제도 인 기 이 없어서 난감했음

∙ ( ) 리 상자를 가장 잘 좋은 방법은 돈을 줘야함. 여작업을 하

는 것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만원이라도 주면 출 입등 공무원이 리

를 하지만, 아무것도 안주고 혜택만 다면 처음 책정만 해놓고 동이나 

구나 리 안함

－ (김태완)  논의된 것이 근로소득 공제를 확 하겠다는 것임. 몇 가지 없

는 기 을 늘려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공제율을 30%

하는 것임

－ (김미곤) 작년 조사할 때 노인 근로소득이 많이 잡 서 사실 근로무능력으

로 단할건데 일하는 바람에 떨어짐. 그래서 노인들에게 물으니 내년엔 

일을 안하겠다고 답함. 국가 으로는 일을 하는 것이 좋으니, 일을 하게 

만들기 해서 노인에 한해서 한시 으로 6개월간 30% 공제한 것을 연장

하고자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반  의견을 보임

∙ ( ) 사실 30%가 아니라 더 줘야함. 의료비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함

－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니 일하는 노인이 그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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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인보다 의료비를 훨씬 게 쓴다고 함

－ (김태완) 그게 의료 여 쪽에서도 산 부담이 없을 수 있음

∙ (공주) 의료비 기 수 자 일종 의료 여 수 권자도 본인 부담 을 본

인이 낼 수 있는 것을 통장에 5000원 넣어주는 것 말고, 최소한 본인이 

천원이라도 부담하게 하면 나을 것이라 생각함. 병원을 훨씬 덜 갈 것임

－ (김태완) 의료 여가 창기 산이 크지 않았는데 지 은 더 커졌으므로 

좀 통제가 필요함

∙ (공주) 각 시군구에 있는 의료 여 리사들보면 여제한을 통해서, 사

례 리 등 일 열심히 하고 있음

－ (김태완) 의료 쪽에 60%로 산이 더 큰데, 긴 복지제도 어떤지? 

∙ ( ) 거의 90% 의료 여 쪽에 해당되지 긴 생계비로는 거의 안나감

∙ (공주) 국 으로 반납분이 많지 않나? 시군 담당자가 무 경직 으로 

잣 를 고 있음. 무조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계 여가 

6개월 나간 것은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거의 한달에 끝남. 거의 

지자체가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음. 긴 복지제도가 좋은 제도지

만 만들 때 의도 로 되지 못하고 있음

－ (김태완) 의료 쪽에 무 과해서 많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 ) 의료는 서류가 100% 확실한 액이 들어와서 주기 좋음. 생활이 

어려운 것을 무엇으로 입증고 어떻게 단할 것인지? 담당자의 주 이 

많이 개입되는데 최종 집행하는 사람은 주 이 개입되는 것을 싫어함

－ (김태완) 긴 복지제도가 다른 쪽과 연계도 되는지? 수 자로 넘어가거나 

일자리를 알아 주거나 하는 등 이런 것과도 연계되는지?

∙ ( ) 수 자야 상담을 통해서 아니까 넘겨주겠지만 일자리는 어려움

∙ (공주) 콜센터가 덜 극 임. 에는 다 받아서 시군구에 넘겨줬는데 

지 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시군구랑 상의하라고 넘겨버림. 복지부 콜

센터가 많이 변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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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의 문제  악

－ (김미곤) 자활제도에 해 의견을 주시면 좋겠음

∙ (공주) 기 보장제도에서는 자활이 가장 요한 것 아닌가? 를 들어 

시의원들이 시정 질의 등을 할 때도 보면 자활사업, 탈수 을 물어보는 

시정 질문은 없음. 복지하는 가장 궁극  목 은 자활시키는 것 아닌가?

－ (김태완) 10월부터 근로능력 정이 국민연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함. 그런

데 장애연 을 가져가서 하긴 하지만, 시군구보다 공단이 단하는 것이 

객 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그 게 생각하는지?

∙ ( ) 객 임. 의사를 으로 믿어줘야 함. 진작 넘어갔어야 했음. 

그래야 민원에 항력이 생기고 부담감도 덜 할 것임. 도심지엔 아직 

은 직원이 좀 있지만 여기는 그 지 않음. 근평이 엄청 직원 부담이었음

∙ (서천) 정기 이 애매해 실제 능력이 있어도 없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

고, 시골 읍면 직원들한테 책임 가한 경우도 있음. 국민연 으로 가면 

직원으로서 행정 으로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그런 부담이 면피가 됨

∙ (공주) 활동능력 평가 기 표가 수가 무 후함. 1단계에서 수를 일

부러 박하게 줘도 2단계 결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나오기 쉬움

∙ ( ) 의사들도 이에 부담을 느낌. 사례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로

능력평가를 해  수 없다고 함. 기 표상 1단계밖에 없으니 근로능력 없

음으로 맞추기 어려움. 사실조사복명서까지 다 써 결재받았는데, 병원에

서 결국 걷지도 못하다가 2달만에 죽은 사람인데 그 게 밖에 안 해

∙ (서천) 의사들마다 개인차가 무 심하고, 진단내용이 매뉴얼화되어 그 

외의 것에 한 융통성도 부족함

∙ (서천, 공주, ) 공단으로 넘어가는 건 면피 에서 정말 잘 된 것

－ (김미곤) 면피  외에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연구진은 상당히 우려함

∙ (서천) 공단에서 잘할 것임. 의사가 떼어  내용 그 로 볼 것이고, 공단

으로 넘어가면 진단서 외 차트까지 들어갈 것임. 지  직원들 경우 활동

상황을 상담하면서 진단서를 100% 이해 못하더라도 찰하는데, 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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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부분이 미흡할 것임. 병원 자료만을 가지고 단할 테니, 직원들은 

면피일지 몰라도 수 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음

∙ ( ) 공단은 근평진단서를 가지고 그것에 한 것만 단만 하고 나머

지 생활실태 단 등은 우리가 할 것 아닌가? 장애등 도 그쪽으로 넘

어가면서 객 성 있고 신뢰도가 높아졌음. 그런데 왜 우려를 했는지?

－ (김태완) 과연 문가도 없는 공단에서 잘 할 수 있을지에 해 우려했음

∙ ( ) 지난번에 장애등  정 원회 구성할 때 각계각층 련 사람들

을 을 했음. 기본 인 것은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애매한 것은 문

가에게 의뢰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결정함. 그래서 잘할 것이라 생각함

∙ (서천) 이 분야 업무가  세분화, 문화되어 이쪽 업무를 안본 사람

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비례 으로 업무 부담은  늘고 있음

－ (김미곤) 지 도 공단에서 장애등  단을 하나?

∙ (서천) 그러함. 일단 의사가 오면 심사 의뢰를 해서 진행함. 장애인 정

이 의사의 한 에 따라 좌우됨. 의사가 재진단요함을 쓰는가와 아니면 

장애 몇 으로 써주느냐에 따라 다름. 공평성의 문제가 있음

－ (김미곤) 근로능력 정이나 공공부조 제도 자체도 그 고 이 시 에 반하

는 제도를 운 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함. 일정정도 산 범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신고 잘하면 여를 더 많이 주는 체계가 가

능함. 그 게 가는 것이 자활의 핵심 인 방식이라고 생각함

∙ ( ) 기 생활보장제도가 10년이 넘어갔는데 여기서 자활에 한 부분

에 치 해서 폭 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함

∙ (서천) 자활사업은 엄청난 산을 투입하고도 안정되지 못하고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고 생각됨. 처음 생각했던 자활사업의 취지나 향후 효과성

에 해서도 기 를 많이 가졌는데 성공 이었던 같지 않음

∙ ( ) 지자체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자활 련 인력지원이 미흡

함. 좀 더 극 이고 체계 인 리가 필요함

∙ (서천) 자활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인건비 비 사업비가 많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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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을 닫는, 사업 투자비를 배려하지 않고 

기업 시장논리를 가진 개정이라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음. 자활 같은 

경우 앙 자활로의 역할 통로가 있고 우리는 행정 인 복지부로의 통로

가 있는데 그래서 장의 의견이 앙으로 철되지 않는 것 같음

3. 지자체의 건의사항

⧠ 2012년 하반기 자활사업안내 개정(안)에 한 지부  지역자활센터 의견(충남 서

천지역자활센터)

○ 1. 자활인큐베이  사업(의견)

－ 1) 사업추진

∙가. 개인별 맞춤형 사례 리를 한 인큐베이  사업이기에 기간에 제한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함

∙나. 인큐베이 사업이 안정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참여인원에 제한없

이 담 리자가 필요한 실임

－ 2) 산

∙농 형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내일 배움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은 실정이며, 자부담 30%이상은 자활참여주민에게는 부담이 큰 액

이므로 10% 이하로 조정했으면 함

○ 2.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단(의견)

－ 1) 매출액 기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단 명칭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

로 사료

－ 2) 공익형 사업 설치기 : 공익(공공성을 띤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

단형태가 되어야 하나 매출 발생을 기 로 한 사업단 형태가 된다면, 과연 

이것이 공익형 사업인지 리형 사업인지 구분이 모호함

－ 3) 과규정: 개정안 설치기 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사료

－ 4) 성격규정: 앙단 에서 지침에 결정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며,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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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지역자활센터와 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료

－ 5) 무료간병: 신청자에게 간병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시키게 되면, 그에 따

른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나, 재 참여주민분들의 상황으로는 서비스 

향상을 기 키 어려움( 다른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함)

○ 3. 매출액 사용(의견)

－ 1) 사용제한: 사업단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이의 없음. 다만, 공익형 

사업단의 경우에는 맞지 않음

－ 2) 수익  활용: 발생한 수익 에 한 참여주민 인센티 는 바람직하나, 

센터 종사자에 한 인센티 는 회계비리나 사업에 한 과잉 진행 등 문

제 을 야기할 수 있음. 한 센터 종사자 인센티 를 센터 운 비 증액을 

하지 않는 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종사자 

인건비 / 센터 운 비가 안정 이어야만 올바른 자활·자립지원이 가능)

○ 4. 자활인 라(의견)

－ 1) 유형분류: 규모에 한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여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원 채용 / 리가 안정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 으면 함

－ 2) 채용기 : 학력기 을 넣은 의가 의심스러움. 한민국 사회의 반

인 분 기가 학력 철폐를 기 로 가지고 있는 재에 학력기 을 넣을 필

요가 있는지? 오히려 학력기 을 넣음으로 해서 인사부정 / 비 격 인사 

채용의 여지가 생겨 자활이미지에 악 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5. 기타(의견)

－ 1) 도우미사업: 농 형 지역자활센터에서의 도우미사업은 차상 자활 참여

주민이 아니면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임. 따라서 차상 자활 참여제한은 

불합리함

－ 2) 신청법인 등의 변경시 조치사항: 지역자활센터에서 모법인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모법인과의 문제가 있어서 일텐데, 사 의를 하는 동안 센터 

종사자들에 한 경질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며, 복지부에서 반려한다 

함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 밖에 안 됨. 모법인 련 업무 자체를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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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검토하도록 권한 이양이 필요함

－ 3) 지역자활센터 운 지침 제13조 련: 센터장의 임용기 에서 국가공무

원법 제33조에 의한 기 을 용. 공무원과 같은 임용기 을 용하려면 

처우도 용해야 사리에 맞는 용이 아닐까함

－ 4) 지역자활센터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에 걸맞는 책임성도 필요하지만,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

2012년 06월 25일 작성: 서천지역자활센터 임직원

⧠충남 서천군 직무제안 제출 - 서천군 김연실

제안제목 신규 사업추진시 적정여부 검토기관 필요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주제안자 김연실 직위/직급 기초생활보장담당/지방 사회복지6급

개  요

○ 사업의 개요

-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된 현상으로 정부주도 및 도, 지자체 단위 신규 사업 계속 발굴,
  계속 증가 추세

- 유사성 사업과 효율성이 미흡한 사업들이 다양

- 유사성 사업 통폐합과 적절한 사업 선별 필요

- 효율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들 일몰제 도입 필요

○ 운영 절차 등 설명

- 신규사업 정책 반영시 검토 및 여과 기관 필요: 재경부 주관

- 유사사업과 각부처 사업 통폐합하여 단일 부처에서 추진 필요

  예) 다문화가정 : 사회복지과, 친환경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에서

     각 부처별 사업 추진 중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분야 복지부이외 각 부처, 공사,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400여 복지사업으로

  계속 증가 추세

- 여과 및 검토기관 없이 우우죽순으로 신규사업이 개발되고 추진 중

- 사회복지사업 대부분 수급자에 집중되고 중복성과 유사성 사업 많음

  제도권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인색함

개선방안

(실행계획)
- 신규사업 발굴시 정책의 적정여부, 우수성을 판단하는 여과장치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준보다 예산을 관여하는 재경부에서 관장, 관할 필요

기대효과
- 지방자치 및 선거와 관련된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에 대한 제한과 우수한 정책에 대한

  안정화 기대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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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의견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

1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약간 증가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사적이전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소득

인정액이 약간 초과되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시켜

야 함

부양의무자의 소득공제 가능 항목 

중 금융기관의 부채만 인정하고 

개인 간 사채는 불인정

생계가 어려운 부양의무자가정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용확인이 어렵

거나 신용이 불량한 경우, 담보가 

⧠ 2012.4.23.~27 앙 검 련 사회복지제도 개선 련 건의사항

제목 내용 의견제출자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너무 

많아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꼭 필요한 서류만 

징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업무담당: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서비스연계 등

소속: 기산면

성명 : 김민영

기초수급자 소득, 

재산

사통망 조회 기능

사통망으로 조회되는 소득(일용소득) 1분기만 조회되는 

것에 한해서는 통보하지 말았으면 함

업무담당: 
기초생활보장

소속: 한산면

성명 :  박문희

근로의욕 고취

수급자가 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면 소득으로 잡혀 

생계비가 줄어드니 근로의욕을 상실. 적은 소득으로 

생계비가 줄어들거나 탈수급을 하지 않으면서 

근로의욕을 고취할 만한 제도가 필요함

업무담당: 노인

소속: 마산면사무소

성명 : 김영철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사위가 아무리 잘산다 한들 현실적으로 사위가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일은 별로 없음. 사위 

소득재산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

업무담당: 
기초생활보장

소속: 마산면사무소

성명 : 이용비

소득인정액 완충 

지대 필요

현실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소득인정액 몇 백원, 
몇 천원 차이로 책정이냐 중지가 결정되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혹함. 중지시키기전 완충지대가 

필요함

업무담당: 
기초생활보장

소속: 마산면사무소

성명 : 이용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일용소득의 부양비 

완화 필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일용소득 공적자료가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 때 적용된 바 있음. 하지만 

일용소득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계절적, 또는 경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고용으로 소득이 일정한 

사람하고 차이를 두어 어느 정도 부양비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업무담당: 기초, 
의료, 자활

소속: 서면사무소

성명 : 임은희

⧠기 생활보장제도에 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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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가 대다수 이어서 금융

기관에 대출이 어려워 대다수가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정 소

득이나 재산 이하의 부양의무자는 

사채도 반영해 줄 필요가 있음

2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

1인 기준의 최저생계비가 적음. 
무료임차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

금을 제외하면 1인이 생활하기에 

급여가 부족함

최저생계비 인상 필요

4인가구 적정 월 최저생계비는 

169만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9만

원은 정적하지 않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비를 생각

하면 169만원도 부족하다. 최저생

계비를 인상해야 함

2011년도와 비교하여 2012년도 

최저생계비가 3.9%인상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주거공제액이 너

무 많이 인상되어서 주거공제가 

되는 세대에는 인상이 없다고 봐

야 맞을 것 같음.  예를 들어 2인

가구 주거공제액은 2011년도에 

15천원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는 

45천원이다. 최저생계비는 2011
년도 906,830에서 2012년도 

942,197원으로 인상분은 36천원 

인상인데 이중 3만원은 주거공제 

인상분임

물가는 매년 올라가지만 기초수급

자들의 최저생계비 인상분에 대한 

실제적인 인상이 없기 때문에 주

거공제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의사 무능력자 수급비 

탈루 현황

* 탈루: 총실제소득 

100만원= 소득신고 

80만원/ 미신고된 

20만원 탈루소득

4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중 일용근로자는 공적

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지속

적인 근로에도 어려움이 있어 공

적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상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

로 생각됨

부양의무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준 완화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문서상(제적등본)으로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전처의 자녀인 경우가 더

러 있음. 가족관계 단절상태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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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취하기 힘든 상태에서 가족

관계단절에 대한 구비서류가 까다

로워 수급자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5 전달체계 문제점 파악

시군구 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지

자체 전부를 확인조사실시로 수급

자등 민원집결 결과, 민원불편호소

와 일선읍면동보다 현장파악능력 

미약함

일부에서 관리업무 읍면동이관을 

희망하는 사례가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필요함

6

기타. 

기초생활보장업무관련 

의견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완

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가구 

등이 정부양곡 할인지원 구입을 

위해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재산기준 초

과로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

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와 같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한 특례사항을 마련하여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일용근로소득 마저 확인조사시 전

산에 잡혀오니 수급자가 근로의욕

상실하며, 일한 만큼 급여가 더 

줄어 생계에 곤란함을 느끼심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은 공제해 

줘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의욕

을 고취했으면 함

가족관계 단절 시 증빙서류 중 휴

대전화 및 일반전화 통화내역 이

력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이 중 거

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이동이 어

려워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움. 더

욱이 농어촌 지역은 접근성 또한 

어려워 다른 도시까지 방문해서 

서류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인 경우에

는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구비서

류를 간소화하던지, 또는 전화상으

로 본인확인 후 담당 공무원이 이

동통신사로부터 직접 서류를  받

아볼 수 있도록 연계필요

근로능력판정시 진단서가 3,4단계

로 나왔을때 의학적 전문성이 없

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근로

능력유무를 가리는 것은 정확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기초생활보

장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림

의학적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과

의 협조를 통해 근로능력판정을 

해서 정확성을 높이고, 근로능력판

정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를 

개설하는 등 일관성 있는 근로능

력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

조건부과 유예기간 연장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교를 휴학 또는 졸업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게 되면서 

수급자 보장이 중지되는데, 이 때  

3개월로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너

무 짧다. 최근엔 일반 학생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려면 최소 

1년은 넘게 준비를 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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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겨  신문 - 2012년 7월 2일 월요일

○ 부모‧자식 연 강제하는 ‘수  증명’

기초생보 신청자 울리는 ‘확인서류들’
20년전 헤어져 못본 아들이 부양기피 사유서 안냈다고 독거 암환자 수급신청 거부

잊혀진 가족에 포기각서 요구

시민단체들 인권위에 진정서

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점검”

지난 19일, 서울의 한 호스피스 쉼터. 무더운 날씨에도 김경자(가명·53·경기도 오산)씨는 두꺼운 

모자에 환자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모자를 벗자 암환자 특유의 민머리가 드러났다. 한뼘이 넘

는 목 수술 흉터가 도드라져 보였다.
“얼굴 반쪽은 감각이 없어요.” 의사는 수술 후유증이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구토도 심하지

만, 그가 최근 겪은 마음 고생에 견주면 오히려 견딜 만하다.
20년 전 이혼한 김씨는 식당 주방일 등을 하며 홀로 살아왔다. 그러다 올 초 병원에서 ‘편도선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가난 탓에 치료도 포기한 채 방황했다. 한 대형 병원의 

도움으로 5월에 겨우 수술을 하고, 한번에 6시간 걸리는 고통스런 항암주사를 12번째 맞고 있다. 
병원 근처 한 교회에서 마련한 암환자 호스피스 쉼터에 머물며 통원치료중이지만, 값비싼 항암 치

료를 언제 갑자기 중단하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생활비는 벌써 바닥이다.
그는 지난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곧바로 거부당했다. 20년 전 헤어진 아

들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이제 와서 병든 몸으로, 아들에게 먹여살리

라고 할 수 없는데, 나라가 아들을 괴롭힌다”고 울면서 가슴을 쥐어뜯었다. 
“내 아들이 죄인입니까? 공무원이 아들한테 부양 의사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데 아들이 ‘머뭇머뭇’ 
했답니다. 20년 헤어져 산 엄마가 암에 걸렸다지, 나라에선 전화를 해대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요.”
김씨의 아들과 통화했다는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아들이 부양을 거부하는 것 같긴 한데 ‘부양기피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1
인 월 55만3354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

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부모나 자식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대학생 김태훈(가명·22)씨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김씨는 6살이던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랐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4년제 대학에 합격하고, 수급 신청을 했지만 사회복지통

합관리망(사통망)에서 ‘아버지’가 발견돼 거부당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서야 겨우 수

급을 받게 됐지만, 두번째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2년 뒤, 다시 생계비가 

끊겼다. 이번엔 어머니가 문제였다. 김씨는 “생존 여부도 몰랐던 어머니가 멀쩡히 살아 있다는 사

실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관계가 단절됐다는 사유서를 최대한 불쌍하게 써내라는 얘기를 동사무소

에서 듣고 울면서 글을 썼다”고 했다. “(국가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내 자식, 내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라는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층에게 모

멸감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초 사통망을 만든 뒤 부양의무자

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옛 호적)을 수급자관리시스템에 연결했다. 
그러자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던 가족관계며 연락조차 끊어진 부모·자식의 이름과 주소가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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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뜨게 됐다. 국가가 ‘잊혀진’ 가족을 찾아낼 수 있게 되자, 실제 ‘남
남’이라는 증명을 수급 신청자들이 제출하도록 강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 단절 확인

서’와 ‘부양기피 사유서’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이런 까닭에 최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쪽은 “인권침해 소

지가 있다고 판단돼 정책 전반의 문제를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들이 낯선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삶과 가정사를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인천의 빈곤아동 공부방인 ‘기찻길옆 작은학교’의 활동가이자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저자인 김중

미씨는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부모라는 존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빈곤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수급 신청자를 대신해 ‘관계 단절’ 등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제

도가 있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 완화하는 방안

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4. 조치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회의결과 주요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회의 련 이론  검토내용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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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5차 회의

1. 회의 개요

⧠목

○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악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 근로무능력 정의 문제  악

○ 기 보장제도 부정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일시  장소

○ 일시: 2012년 11월 2일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층 다산실

⧠참석자

○ 원내: 김미곤 외 4인

○ 원외: 송해욱(노원구청) 외 3인

⧠회의결과

○ 하기 회의록 참조

2. 회의록

⧠ 5차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12년 11월 2일

○ 회의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층 다산실

○ 회의목 : 2012년 제5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김태완, 김문길, 정희라, 김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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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송해욱(노원구청), 김정희( 곡4동), 박연정, 조혜미( 등포구청)

⧠ 5차 회의의 주요내용  결과

○ 부양의무자 소득기  개선 효과

－ (김미곤) 범 에 한 문제, 연1 으로 가자 배우자를 빼자고 할 경우 

재산 등에 문제가 있는데 장에서 어려울까?

∙ (김정희) 수 자 빈부격차가 심한데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음. 재 자

업자이나 일용직은 소득 악이 정확하지 않음. 컨 , 부인이 상시 

근로, 남편이 일용직이면 소득수 이 제 로 되어있어도 수 자가 될 수 

있음. 배우자를 빼면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 딸의 소득을 빼는 재

도 빈부 격차가 남. 장에서 갈등이 없어서 일은 더 편할지도 모름

∙ (박연정) 민원입장에서 사 나 자부에 한 불만을 보면 연1 으로 가

면 민원인들을 납득시키는데 더 좋음. 그러나 김정희 선생님 말도 맞음

∙ (김정희) 상시근로자들이 문제임. 특히 일인가구 미혼자의 빈곤 문제가 

더 큰 문제임. 부양의무자 기 에 의해서 탈락되고 있음. 세 을 내는 

기여도를 감안해서 그들(상시)도 좀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 (김미곤) 부양의무자 미확인 경우, 기  과되면 탈락?

∙ (박연정) 소득인정액에 넣어서 기  과되며 탈락

∙ (김정희) 가족 계 단 을 주장하면 인정하기도 함. 통합조사 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많이 인정해주는 편임

－ (김미곤) 부양의무자 기  완화의 효과에 한 의견은?

∙ (박연정) 체감이 안 되고 있음. 상시근로자가 되었지만, 학자  출등 

실제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 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것이 안타까움

∙ (김정희) 매일 가구주한테 통장 입 을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면 인정을 

해주는 것, 실제 부양의무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수 으로 범 를 

늘리지 말고 질 으로 늘렸으면 좋겠음. 빈곤층에 한 질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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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정) 한부모 같은 경우 교육비지원 때문에 신고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법 제도권 안에서만 서비스를 주니까 그에 맞는 서류를 원

함. 그래서 그 서비스에 련된 지원자가 몰림. 그러므로 일반 으로 건

강보험료 같은 것을 기 으로 해서 정한다면 좋을 것 같음

－ (김미곤) 부양의무자 정기 을 높인다면 어떨지? 기 을 높이거나, 공제

를 해주거나, 185에서는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기 은 소득으

로 맞춘 것임. 평균소득으로 맞추면 250정도가 될 것임

∙ (송해욱 외 3인) 185에서는 정기 으로 높여야 함

－ (김미곤) 양 에서 질 으로 가자, 없는 사람들을 확실하기 보장해주는 쪽

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김정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증장애인이나 65세 70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같은 기 으로 보면 안 됨

－ (김미곤) 근로유인을 해서는 근로능력자/무능력자에 한 기 을 달리해

야 함. 근로무능력자에 한 여러 기 의 완화가 필요함. 서울시 최 생계

비는 더 높아야한다는 생각에 해 어떤 의견이신지? 지역별 재산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 최 생계비 차이가 거의 주거비에서 나는 것임. 수 자가 

서울시 같은 경우 늘어날 것임. 아주 은 부분을 조  보태 다는 개념일 

것임. 서울을 빼고 지  최  수 은 정한지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는지?

∙ (박연정) 수 자들로부터 월세 내고 나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음

∙ (김정희) 많이 낮음. 근로능력자와 차별을 줘야 함. 근로능력 정 련 

서류를 보면 고 압이나 당뇨를 받아와서 무능력으로 정받고 일을 안

함. 근로무능력 정이 무 쉬움. 그보다 더 건강이 나빠도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생계비가 다고 볼 수는 없음. 공 자료

가 무 분명하기 때문임. 근로무능력 1~2인 가구들은 매우 질이 낮은 

생활하고 있다고, 그 차이가 심함

－ (김미곤) 지역별로 보면 도시는 부족, 농 은 여유가 있음. 주거별 유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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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주거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첨확률이 낮고, 많은 

월세 세입자들은 상 으로 생계비를 게 받는 불이익이 있음. 이에 

한 보안장치를 해야 함. 임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주면 안될

까? 수 자  월세입자들은 정말 문제임

－ (김미곤) 근로능력 정이 12월로 연 공단으로 가는 것에 한 의견은?

∙ (김정희) 잘 다고 생각함. 더 객 으로 정이 잘 될 것으로 . 처음

에는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김미곤)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가면 민원이 많아질 

수도 있음

∙ (김정희) 그것은 감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김미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답일 것임. 신 

근로능력이 있다고 선택하도록 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함. 근로능력 

없음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도 으로 만들어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답일 것

∙ (김정희) 근로능력미약자 1등 이면 공공 참여시키는데 혹시라도 그랬다

가 쓰러질까  걱정이고, 민원도 있음. 그런 것을 보면 근로능력 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답인 듯함

∙ (박연정) 40~50만원으로 신고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기 선을 60만원으

로 바꾸니, 61만원 정도로 다들 신고했음. 바 어도 결국 기 선까지만 

신고할 것임. 한계 이 있음

－ (김미곤) 그래도 보다는 더 소득신고를 하지 않나? 조건 부과 상을 과

거에는 로세스로 했는데 이건 아님 아웃풋으로 정하자 얼마이상 신고

하면 일한 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바꾼 것인데 어떤지?

∙ (박연정, 김정희) 아웃풋으로 한 것이 좋음

－ (김미곤) 공공부조의 목표들, 즉 사회  성, 근로유인, 경제  효율성 

사이에는 iron triangle이라는 목표 간 상충이 존재함. 일을 하고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면 혜택을 주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면 일선 장 선생

님들과 수 자들 갈등도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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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해욱) 지  제도가 허  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공공부조 역할이 빨

리 그들을 발견해서 더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함. 서울시민복지

기 선-통합 여 문제가 있으니 개별 여로 가면 좋겠음. 무 엄격하게 

용해서, 기 이 과되는 순간 유 되는 기간도 없이 바로 수 이 

단되는 것은 문제임.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데 여 200에 

수  90받는다고 생계에 완  윤택한 것은 아님. 그러니 자꾸 제도권 

안에 있고자 함. 그리고 일선 공무원과도 계속 갈등이 발생함

－ (김미곤) 개별 여로 가게 될 경우 일선 공무원들의 일이 복잡해진다 아니

면 간단해진다에 한 의견은?

∙ (송해욱) 복잡해질 것임. 하지만 개별 여로 가는데 조사가 간단해지면 

그 게 힘들어지지 않을 것임

∙ (김정희) 의료, 임 주택, 학, 등인데 타이트한 기 에서 보는 것이 아

니라 이미 공 인 건강보험이나 등의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특별히 어려

울 것 없음. 희망복지지원 이 생긴 건 기존 일을 보고할 윗선 라인만 

하나 더 생긴 것임. 자꾸 새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한다면 괜찮을 것임

∙ (송해욱) 사회복지는 감상이 아님. 우리의 역할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산을 가지고 실 이고 합리 으로 하는 것임. 은 빈곤층의 인식변화

가 필요함. 나라에서 하는 오버하는 사회복지 홍보도 문제임

－ (김미곤) 재 1인가구 빈도가 가장 높은데, 2인가구로 기 을 바꾸면?

∙ (김정희) 맞다고 생각함. 4인가구보다 1~2인 가구의 비 이 높음

－ (김미곤) 개별 여, 통합 여는 공공부조 문제를 해결할 근본 문제는 아님.

∙ (송해욱) EITC 덕을 본 수 자는 없다고 생각함

－ (김미곤) 그것은 수 자에게는 용이 안 됨

∙ (김정희) 30%로 근로유인책 효과를 볼 수 없음

－ (김미곤) 재 보충 여 기 을 그 로 둔 채 근로장려 을 30% 다 이것

만으로 근로유인을 주는 것은 이론 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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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정) 재산환산율 개선으로 신규로 수 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음. 

거의 5400이하 기 안에 들어옴. 은층에 가끔 있지만, 지  그 로 가

도 괜찮을 것 같음

－ (김미곤) 달체계 문제 과 개선안에 해 논의했으면 함. 다음정부에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합치는 방향으로 달체계에 큰 변화를 주고자 함. 

지방 노동사무소와 보건복지 행정이 합쳐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복지를 합쳐 하는 것임. 과거 실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음. 보건소 

쪽은 직 이 높고 담 공무원 직 은 낮아서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임

∙ (송해욱) 노원은 2010년부터 자체  개편이 있었음. 복지사업은 다각화 

되는데 체감도는 별로 없고 사각지 는 여 히 존재하여,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개편임. 앙이나 시도의 도움 없이 한 동을 허 화시켜 동을 강

화하는 쪽으로의 개편이었음. 동주민생활지원에 있는 직원들로는 찾아가

는 복지가 어려움. 충원이 어려우면 행정직을 넣어주자고 하여, 37명을 

뽑아서 동에 분산시킴. 동 규모별로, 이 게 인력을 먼  공 함. 기능도 

몰아주고 업무 역별로 사람 배치하고 장애인, 아동사례 리를 따로 빼

고. 희망복지 개편되면서 20명 받아서 그것도 동으로 다 보내고, 동을 

계속 강화함. 일반행정조직 속에서 일반행정, 노동과 복지, (보건), 교육

이 같이 가는 건 맞다고 . 학교 심 사례 리도 빠르게 성장 임

∙ (김정희) 동장이나 일반 과장 등이 종합 일반 행정직이 우선 주민  직

이 낮음. 아무리 필요하다고 요구해도 동사무소 특성상 어려움. 별도

의 기구를 설치해서 따로 나오는 건 연 공단이나 보험공단처럼 그런 역

할을 하게 되지 않겠나 싶음. 우리 사업 상자들의 특성을 보면 지 처

럼 동에 붙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함. 사회복지 3명이 200명 수

자를 리하기는 힘듬. 실질 인 일은 통장이나 단체장들과 연계하여 일

을 처리해야 실질 인 일이 가능함. 신규 사회복지를 받으면 일반 행정

에서 사람을 빼내는 형식의 정책개편은, 바꾸고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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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의 건의사항

⧠특별한 건의사항 없음

4. 조치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회의결과 주요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회의 련 이론  검토내용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제6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6차 회의

1. 회의 개요

⧠목

○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악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 근로무능력 정의 문제  악

○ 기 보장제도 부정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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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일시: 2012년 12월 11일∼12월 12일

○ 장소: 충남 태안군 리솜 오션캐슬

⧠참석자

○ 원내: 김미곤 외 7인

○ 원외: 강 하(속 시청), 노미경(의왕시청), 서경애( 명시) 외 14인

⧠회의결과

○ 하기 회의록 참조

2. 회의록

⧠ 6차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12년 12월 11일∼12월 12일

○ 회의장소: 충남 태안군 리솜 오션캐슬

○ 회의목 : 2012년 제6차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 주요참석자

－원내: 김미곤, 김태완, 최 수, 정희라, 최 , 신재동, 김회란, 최지은

－원외: 강 하(속 시청), 노미경(의왕시청), 서경애( 명시), 변만호(진주시

청), 이동형(안동시), 이 희(달서구청), 김성회( 동구청), 김정희

( 곡4동), 송해욱(노원구청), 박성렬( 군청), 곽동순(완산구청), 

이명숙(임실군청), 김근 (조천읍), 황 호(제주시청), 곽 수(공주시

청), 김연실(서천군청), 김 숙( 산군청)

⧠ 6차 회의의 주요내용  결과

－국민기 생활보장선정과 련하여 (재정), 선정기 , 여, 달체계에 해 

논의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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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정기   여

－지침상 소득기 , 부양의무자 기 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 이 잘못되

어 있다고 . 객 인 기  국가의 기 인 최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 , 

소득인정액임

－최 생계비의 기 이 무 높다 혹은 무 낮다는 의견이 나뉘는데 최 생

계비의 수 에 해 논의를 부탁함

－ (제주) 최 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은 맞물린 것 같음. 최 생계비가 한 

것인가에 해서는 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해 말 드리기

가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개인 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최 생계비 기 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 ) 최 생계비가 많다 혹은 다라는 것은 가구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고 . 개개인의 특성이 가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교가 어렵다고 

. 특히 질변에 해서는 교통비 등 부담이 있으며, 노인의 경우 소비하

지 않는 습 으로 인해 여가 남기도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연구진) 도시, 소도시, 농어 으로 구분하여 최 생계비 기 을 연구 

에 있으며, 앙생활보장 원회 한, 소도시, 월세, 가구규모 기 으

로 보고 있음. 참여연 에서는 부양의무자기 에 해 선정에서는 이 기

을 용하지 말자, 선정 후 여책정에서만 부양의무자 기 을 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이처럼 다양한 선정기 들에 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 (충남) 부양의무자 기 이 폐지가 된다면 편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최

근에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 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 이 완화 

된다면 그에 따르는 생되는 문제들 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 ( 남) 부양의무자 기  완화 련 기 노령연  상을 70%→50%으로 

축소하고, 여액을 조  높이면 노인수 자를 포 할 수 있으니 기 완화

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아동 있는 가구의 경우에 아이들이 약에 

한 개념이 없으므로 아동 분야에서도 여를 지 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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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생계 여로 의식주의 생활은 충분하나 난방비나 월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부족분이 있음. 그러나 보편 인 국민의 기 에서 최 생계비에 

한 면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 이는 상 인 박탈감과 빈곤감의 많

이 존재하고 있는 실이기 때문임

－부양의무자 기  완화로 6만 1천명이 수 자로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는

데 실 으로는 그 반 밖에 되지 않고 있음

－ ( 남) 앞서 논의한 것처럼 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 기 을 완

화할 수 있다고 (노인단독가구 40만원 정도 받음)

－ (제주) 그러나 본인은 여액이 더라도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기 연

 개념이 되었으면 함

－ (임실) 재산보다는 소득 쪽으로 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 (연구진) 환산율 주거용자산 4% 에서 1.04%로 완화될 정임

－ (연구진) 환산율 기  주거용자산을 분리해서 용하는 것이 실 으로 

가능한가? 이를 시행하기까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 주거용자산에 한 

정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이는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방식이라 

실 으로 고민이 됨. 그 다면 일정부분의 액까지를 기 공제 부분을 늘

려버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제주) 선정기 의 용에 있어 ‘단순’하게 가야한다고 . 기 이 심 하

지 않다면 수 자 선정에 있어 상자에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제도개선 시 수 자 기 을 매번 변경, 용하면 수 자 비

율이 늘었다 었다 하는데 이 게 하는 것이 합리 인지 의문이 듬

－ (충남) 지침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이를 숙지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름

－ (연구진) 기 노령연 의 환산율이 5%, 보육료의 환산율은 14%인데 이에 

해 감사원에서 각 과에 질문은 한 바 있는데 이의 기 을 일치시키는 작

업을 복지부에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 (연구진) 일용직 소득도 과거에 비해 많이 악하고 있는데, 실제 수 자들 

소득은 몇 % 정도 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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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제 수 자들의 일용소득의 경우, 농어 은 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음. 1차 산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료로 잡을 수가 없음. 국세청을 

통해 자료들을 활용하려면 모든 소득을 오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하는데 1차 산업은 오 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제주) 인구 비, 농어 의 자녀들이 보통 도시에서 거주함. 이 차이를 두

고, 빈곤율을 보아야 함. 한, 주거 공제 시작단계에서는 차이가 없어도 

공제 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기 을 더 ‘복잡하게’ 가야한다고 . 

이를 출력할 수 있게끔 해 다면, 한 이를 출력하여 소득인정액을 상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일정 정도 받아야 한다고 

－연차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느 음. 과거보다는 인력의 수는 

늘었지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은 더 어들었지 

않았나 싶음. 이로 인해 제도의 원리 는 내용에 한 교육이 부족하여 

숙지가 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좋은 조건에서 교육이 늘어났으면 바람

－ (제주) 물론 교육 필요성은 있지만 본인의 부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가 달되므로 출장에 한 부담감이 있음. 그러므로 보건복지인력개

발원에서 하나의 트를 구성하여 지자체 개별  교육이 진행되길 바람

○ 개선사항

－ (제주) 부양의무자 기  완화로 인해 사회 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부양의무자 기 이 완화된다면 그 이후에 향이 어느 정도로 문제화되는

지? ( 소득층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친자식간의 계에 해서도, 손자녀

가 조부모에 해 부양에 해 고려하지 않게 되는 등)

－ (제주) 의사 무능력자 련 조사시 실제 조사의 어려움이 있음. 본 조사의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방법상 문제와 증빙서류 제출에 한 어려움이 있음

－ (경기) 이는 생계비 정도는 맡겨두고, 상담정도로만 리를 하는 차원이면 

될 것임. 본인이 본 사례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그들을 해 을 들

어주고 있으나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한 확인은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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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노동력 착취에 한 부분만, 아동이 제 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한 부분만 확인했으면 좋겠음. 생계비 지출에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함

○ 2. 달체계

－ (연구진) 빈곤기획단에서 ‘개별 여로 환’하자라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재산의 소득환산이 무 복잡하므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해?

－ (노원) 일 되게 논의되는 것은 최 생계비, 조사의 효율화 는 단순화, 

여의 성에 근간한 것 같음. 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 변화하

는 것 같음. 핵가족화, 노인인구 비 의 증가의 재 추세에 따른다면 향

후의 방향성을 바라 야 할 것이며, 이는 개별 여화로 가되, 선정기 을 

단순화하여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할 수 있었으면 함

∙서울시 선정기 에 있어서는 도시근로소득을 가지고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최 생계비 기 이 도시의 특성을 반 하기 어렵다고 단하 기 

때문이며, 한 부양의무자 기 은 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음

－제도가 어떤 형태로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 담공무원들의 달체계와 연

계가 되는 부분임. 표 화에 한 화두가 존재함. 집행 과정에서 개별 여

로의 환을 정 으로 보고 있음. 2013년 1월에 기본법이 실행이 됨. 사

회서비스 쪽에 한 이야기가 많아짐. 여 쪽의 이야기는 사통망, 사통망 

련 부정수  등의 여지 강화, 나머지 인력이나 노력에 사회서비스 쪽으

로 투입하려고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 심지어 사회복지 담공무원을 사회

서비스 담공무원으로 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음

－ (경기의왕) 서울형 복지 등과 같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제도들이 생겨나고, 

다른 기 을 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 최 생계비 기

(최 임  등 여러 가지와도 련이 있으므로)을 토 로 하는 최소한의 공

통 근간은 가져가야 한다고 . 한, 사례 리도 제도 인 근간을 두고 

각각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해 사례 리부분은 통합 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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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이 쉽지 않지만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 (노원)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 요한데, 업무 분담과 민 의 력이 가

장 요함. 노원구의 경우에는 이스컨퍼런스 형식을 통해 주 사례 리자

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동 담당 이스상담 10개 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자격 리 뿐 아니라 사례 리역할까지도 포 해야 한다고 . 

구와 동이 함께 구상회의를 하고, 일반서비스 이스는 동에서 담당하고, 

그 외의 이스는 구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민 의 

력이 필요함. 단, 이는 모든 지자체에 용하기는 어려운데 노원구는 도

시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이 가능할 수 있으며, 동에서 모니터링 

뿐 아니라 사례 리까지도 포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제주) 사례 리와 련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매뉴얼 인 면은 

많이 구성되었으며, 실행에 있어서만 어려움이 조  있을 뿐임. 이것은 작

년에 비교했을 때와는 달라진 부분임. 복지부의 매뉴얼 뿐 아니라 지자체

장 등의 인력의 마인드 차이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실제 방문을 통한 노원구 선진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음

－ (달서) 선공약을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에 한 확충은 확실해 

보임. 이에 한 복지부나 보사연의 시뮬 이션은 없는지, 그리고 복지청과 

같이 단일화된 조직을 구성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 함

－ (연구진) 복지와 련된 업무를 단일화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면, 지자체

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에 한 논의가 필요. 주민생활지원국이 떨

어져 나온다고 하셨는데(제주 김근 ) 이것이 가능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복지청과 같이 단일화된 조직이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어

떤 인력들이 그 조직에서 업무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도 필요함

－ (연구진) 정치 인 측면에서 보면, 조직 간 첨 한 립가능성이 있는 조직

개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역할이 필요함

－ (달서) 그 다면 차선으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가 건임. 지자체를 모

두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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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자체의 복지정책평가기 에서 엄격하게 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

각함. 잘한 것에 한 포상과 더불어 못한 것에 한 패 티도 주어야 이

에 한 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함

－ (연구진) 앙부처에서 산  인사권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를 

리하기 해서는 평가의 무기 밖에는 없지 않을까 함

4. 지자체의 건의사항

⧠속 시청 (강 하) 의견요구서

○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 생계비 기 이 재 수 권자  부양의무자가구의 

최 생계비 합계액 135~185%로 확 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부양의무

자 기본 재산공제액이 소도시 기  1억9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확 되었으나, 부양의무자들의 부양의식이 하되고 있는 실과 일반 인 

가구지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무 기 이 제한 이어서 상자  부양의

무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복지 체감도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고 단됨.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최 생계비 기 을 200%까

지 확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제외시킬 

수 있는 항목도 의료비와 교육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월세비용과 출 

이자( 융기  출에 한해)도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

고, 부양비 부과로 인하여 상자들의 여가 감소되는 측면이 있는데 부

양비 부과자  실제로 미지원하는 가구가 많으므로 부양비 부과 개념을 

제외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단됨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최 생계비 기 과 여기 액이 달라 발생되는 실제 지원 액 차이로 

인해 상자들의 혼란도 많이 발생될 뿐 아니라 수 권자의 여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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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 생계비와 여기 액 차이는 없는 게 실성 있다고 단됨

○ 의사무능력자 수 자 탈루 상

－의사무능력자에 한 수 비 탈루를 방지하기 하여 담당자에 한 여

리 부분에 한 문책성 검이 많기 때문에 실질 인 방문조사보다는 서

류 구비 주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임. 아울러, 가족  친

지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여를 리하지 못하고, 제3자인 

복지 원이나 통장 등에게 리되도록 법제화되었으나 실성이 없다고 

단됨. 동장  시장의 동의하에 담당공무원이 여 리를 하는 방안 는 

의사무능력자들의 친인척이 여 리를 할 경우 검 련 서류 요구시 불

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화를 내면서 담당자한테 통장을 집어 던지는 

등 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서약서만 작성하지 말고 시․군․구에서 1년에 1

회씩 공식 인 교육을 받은 가족  친․인척만 리되는 등 방안 필요함

○ 기 보장제도 수 자 선정기 의 문제

－가구원 구성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업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주

거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으로 함께 보장해야 함에 따라 추정소득 부과 

는 조건부과 등으로 인하여 취업을 비 이거나, 기타 사유로 소득이 없

는 경우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폭 삭감되는 문제

이 발생되므로 가구원 보장범 를 30세 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를 

달리 할 경우 20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달체계 문제

－ 상자의 복잡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  역별 사례

리사들의 고용이 증 되고 있으나, 각 사업별 상자 리에 있어서 복

리 는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공무원과 비공무원간의 보이지 않

는 이질감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각 

역별․사업별로 조직화되어 리되고 있는 사례 리사들을 통합하여 사

례 리 업무만 집 으로 논의하고 상자가 복되지 않고 다양하게 

리되어 질 수 있도록 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있음



314∙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보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서천군청 (김연실) 의견요구서

○ 총 의견

－ 1.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취·창업이 가능한 근로상태의 건강한 참

여자 보다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미약으로 취·창업 아울러 시장에 진입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로 공동체를 구성하여도 자체 운 이 어려워 재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조를 하고 있는 상태임

－  2. 이번 개정사항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회  약자, 취약계층에 한 일

자리제공과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참여측면을 고려하기보다 성과와 실 , 경

제성 논리로 자활사업  자활참여자, 지역자활센터를 용, 지침 개정됨

－  3. 자활의 궁극  목 인 " 소득층에게 자활을 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

될 수 있도록" 안정된 지침 개정이 필요함

－  4.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리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의 의견수렴 필요

∙ 실 으로 자활사업단 구성이후 매출의 안정화시기까지 기반시설, 재투

자 등 매출의 안정화시기까지 사업비 투자가 거액 는 지속 인 투자가 

필요하나 사업비 20~30%올 자활사업의 기반조성에 어려움 많음

5. 조치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회의결과 주요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회의 련 이론  검토내용

○ 보건복지부 담당과(기 보장과)에 달

○ 연구원의 기 보장제도 련 보고서에 반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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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 6차례에 걸친 사회복지 담공무원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최근 집행한 부양의무자 개선안의 효과 악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 생계비 기 ,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공제액이 완화

되었으나, 부양의무자들의 부양의식이 하되고 있는 실과 일반 인 가

구지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효과는 제한 임. 이에 따라 상자  부

양의무자들의 불만이 크고, 복지 체감도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음. 이를 

극복하기 하여 수 자 선정 기 을 좀더 완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실제소

득에서 차감․제외시킬 수 있는 항목도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한정하지 말

고, 월세비용과 출 이자( 융기  출에 한해)도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 생계비 수 의 정성 악, 주거비 산정의 타당성 검증

－최 생계비 기 과 여기 액이 달라 발생되는 실제 지원 액 차이로 

인해 상자들의 혼란도 많이 발생될 뿐 아니라 수 권자의 여권 강화를 

해 최 생계비와 여기 액 차이는 없는 게 실성 있다고 단됨

○ 근로무능력 정의 문제  악

－ 정기 에 한 좀더 객 이고 합리 인 기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

으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  등 여러 장치 마련 필요

○ 기 보장제도 부정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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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족 등으로 정확히 이스를 단할 수 없는 경우 부정수 이 발생하

기 쉬움. 따라서 부정수  사례를 리할 수 있는 담인력 확충  시스

템 마련이 요구됨

○ 기 보장제도 수 자 달체계 문제  악

－각 사업별 상자 리에 있어서 복 리 는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 따라서 각 역별․사업별로 조직화되어 리되고 있는 사례 리

사들을 통합하여 사례 리 업무만 집 으로 논의하고, 상자가 복

리하지 않도록 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상 논의된 사항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 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극 으로 정책에 반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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