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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복지 시설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올해에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사회복지제도와 관

련하여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도입된 우리나

라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맞춤형 급여 제도와 자활제도에 대한 현장 전문가 및 실무

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와 우리나라의 2017년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은 위와 같은 사회복지제도

의 주요한 이슈와 논쟁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여기서 담고 있는 모

니터링 내용과 결과들이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을 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

으면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

복지제도와 1년간의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모

니터링의 주요 내용이 사회복지 혹은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학

생들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보고서는 김태완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전지

현 전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에 

대해 도움을 주신 본원의 김미곤 부원장님, 여유진 연구위원, 김문길 부연구위원, 이주

미 연구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 견

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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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사업 내용

제3절  기대 효과 및 한계

1제 장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 사회는 복잡다기화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민의 복지 욕구로 인

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각종 

보육과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등이 있음.

○ 사회복지제도는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 도입의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

며, 이를 돕기 위한 과정이 제도 혹은 프로그램 모니터링임.

○ 모니터링은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사전 및 사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모니터링의 의미는 제도와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 및 집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일과, 실제 제도와 프로그램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제도 및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는 것임(이

태진 등, 2007, p.62).

－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에 중심을 두느냐, 성과에 중심을 두느냐

에 따라 집행 모니터링과 성과 모니터링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는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집행 과정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포럼임(임완섭, 이현주, 김근혜, 

2014, p.3).

○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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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대안 모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또는 수급가구 등이 

원하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기존 운영되어 오던 모니터링 포럼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공공부조

제도 등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과 그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옴.

○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제도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적 욕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임.

○ 크고 작은 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

며, 이를 토대로 여러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시에는 단순히 공공부조제도만이 아닌 여러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2016년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2015년에 새롭게 개편된 맞춤형 급여 제도에 대

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2016년 주요한 사회복지 이슈

로 대두된 대안적 소득보장에 대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는 계

기를 마련함.

○ 향후 지속될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사업도 공공부조를 기초로 새롭게 대

두되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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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사업 내용 

  1. 사업 구성

⧠ 기초보장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모니터링 포럼 구성

○ 우리 원에서는 2008년부터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포럼

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2008년 1기(2008~2009)를 시작으로 2015년 4기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구성되어 활동 중임(1기 2008~2009, 2기 2010~2011, 3기 2012~2014, 

4기 2015~2016). 

○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포럼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은 기존 모니터링 포럼에 참

여한 전문위원 중 지속 활동이 가능한 위원과 추가적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외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자

체별 공공부조,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를 추가함으로써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함(김미곤, 유진영, 2015, p.7).

⧠ 기초보장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 1년간 운영하며 원 내 연구진 및 관련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이 공

동으로 참여하는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

○ 2016년에는 맞춤형 급여 제도 개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소규모 포럼 

2회와 전체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동시에 개최.

⧠ 기초보장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의 의견에 대한 자료집 발간

○ 전문위원 등을 통한 의견 취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의 견해와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자료를 취합함.

－ ①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이후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가 보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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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이후 자활지원제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 ③ 대안적 소득보장에 대한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견해

○ 대･소규모 포럼과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자료

집 발간

  2. 2016년 포럼 운영 일정

날 짜 활동 사항

2016년 1월 29일 ‣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이후 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및 방향

2016년 2월 17일 ‣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2016년 4월 7일~5월 6일 ‣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에 대한 1차 서면 의견

2016년 5월 19일~20일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워크숍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이후 변화 및 평가

 －차기 모니터링 포럼 운영에 대한 의견

2016년 8월 1일~26일 ‣ 대안적 소득보장에 대한 2차 서면 의견

2016년 11월 9일~22일 ‣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이후 자활지원제도 발전 방향 3차 서면 의견

제3절 기대 효과 및 한계

⧠ 기대 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이 다양한 현장 의견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음.

○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맞춤형 복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음.

○ 본원은 연구 중심 기관이므로 정책 분석과 정책 개발에 있어 부족한 현장의 목

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으며, 이 자료집은 이를 이론과 정책 측면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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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본 자료집은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의 의견을 취합

하여 정리한 것으로 현안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과 정책을 제언한 것은 아님.

－ 각 개별 주제에 담긴 사항에 대해 연구진, 전문위원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

○ 각 개별 주제 안건에 대해 많은 전문위원 등이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본 자료

집의 한계상 그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축약하는 형태로 

본 자료집을 구성함.





맞춤형 급여에 대한 인식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결과

2제 장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맞춤형 급여의 개편 배경 및 내용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난 40여 년간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전환됨(보건복지부, 2016c, p.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

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보건복지부, 2015, p.77).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연간 140~150만 명의 빈곤층을 보호하는 등 빈

곤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단순한 시혜가 아닌 

사회권의 지위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경제

사회환경 속에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제

도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 

○ 기존의 통합급여체계 하에서는 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All or Nothing’ 구조로 탈수급 및 자립 유인에 한계가 존재하였음. 

○ 이러한 급여체계는 빈곤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어려움을 초래함.

⧠ 결국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체계의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됨. 

맞춤형 급여에 대한 인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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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의 핵심은 기존에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 개념 

대신 상대빈곤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으며, 급여별

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것임. 

○ 즉, 최저생계비의 수급자 선정기준선으로서의 기능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대체하고, 급여 지급 기준선으로서의 기능은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으로 전환한 것임. 

○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최저생계비 수준으

로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

함으로써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보건복지부, 2015, p.80).

〔그림 2-1〕 맞춤형 개별급여의 기본 방향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2016e). 보건복지 70년사: 가난의 시대에서 복지사회로. p.1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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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급자 선정기준1)2)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음. 

－ 즉,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3)

별로 각각 수급자가 결정되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있

어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대 1~4개 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음(보건복

지부, 2015, p.80). 

－ 2016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됨.  

〈표 2-1〉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 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주: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
하여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ix.

1) ‘맞춤형 급여’는 법률 용어는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
는 현 제도 운영 방식을 칭하는 용어임(보건복지부, 2016a, p.ⅶ). 

2)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등에 대한 제도 소개는 기본적으로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6)를 토대로 하고 있음. 

3)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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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

준을 충족해야 함.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자에만 해당되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단, 사망한 1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 부양능력 없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 기준: 부양능력 없음의 소득 기준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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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해외 이주, 교도소 등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 불

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이혼･미혼)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

피하여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급여종류 및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이며,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함. 

○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을 합하여 최저 보장 수준이 되도록 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 부담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1종: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 2종: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표 2-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가구 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백서.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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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

으로 하여 실제 전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

에게는 주택의 노후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종합적 수리 지원.

〈표 2-3〉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

구분
가구 규모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만 5천 원 17만 4천 원 14만 3천 원 13만 3천 원

2인 가구 22만 5천 원 19만 5천 원 15만 4천 원 14만 3천 원

3인 가구 26만 6천 원 23만 6천 원 18만 4천 원 17만 4천 원

4인 가구 30만 7천 원 27만 6천 원 21만 5천 원 19만 5천 원

5인 가구 31만 7천 원 28만 7천 원 22만 5천 원 20만 5천 원

6인 가구 36만 9천 원 33만 8천 원 25만 6천 원 23만 6천 원

   주: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2016d).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21.

〈표 2-4〉 자가 가구의 주택개량 지원내용

보수 범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수선 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6d).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22.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

품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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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 대상 급여 항목 지급 금액 지급 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16d).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22.

⧠ 기타 급여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 원 지급(쌍둥이 120만 원 지급)

－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을 지급

－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15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약 165만 명(110만 6천 가구)

이며,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2% 수준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7.4.)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전체 수급자 수

는 167만 명으로, 개편 전 2015년 6월 기준 1,332만 명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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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변화
(단위: 가구, 명, %)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 수급자

가구 인원 수급률 가구 인원 인원

2005년 809,745 1,513,352 3.1 809,745 1,425,684 87,668

2006년 831,692 1,534,950 3.2 831,692 1,449,832 85,118

2007년 852,420 1,549,848 3.2 852,420 1,463,140 86,708

2008년 854,205 1,529,939 3.2 854,205 1,444,010 85,929

2009년 882,925 1,568,533 3.2 882,925 1,482,719 85,814

2010년 878,799 1,549,820 3.1 878,799 1,458,198 91,622

2011년 850,689 1,469,254 2.9 850,689 1,379,865 89,389

2012년 821,879 1,394,042 2.7 821,879 1,300,499 93,543

2013년 810,544 1,350,891 2.6 810,544 1,258,582 92,309

2014년 814,184 1,328,713 2.6 814,184 1,237,386 91,327

2015년 1,014,177 1,646,363 3.2 1,014,177 1,554,484 91,879

자료: 보건복지부(2016c). 2016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p.246.

○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변화를 보면 노인층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일반세대와 

장애인세대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줌.

〈표 2-7〉 가구유형별 수급자 연도별 추이
(단위: 호)

구분 노인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기타 합계

2001 237,443 13,613 70,152 19,128 100,313 217,462 39,964 698,075

2002 235,893 13,638 65,132 17,289 104,009 216,645 38,412 691,018

2003 238,790 13,932 66,636 17,158 112,987 230,827 37,531 717,861

2004 240,030 14,387 70,951 17,916 123,418 249,393 37,586 753,681

2005 244,565 14,823 77,985 19,450 136,892 276,227 39,803 809,745

2006 242,470 14,713 81,189 19,963 144,747 288,945 39,665 831,692

2007 245,935 14,475 82,920 19,934 154,066 294,872 40,218 852,420

2008 243,132 14,276 82,880 19,744 162,527 291,680 39,966 854,205

2009 244,529 13,533 86,961 21,115 171,330 302,202 43,255 882,925

2010 243,708 11,565 85,970 20,879 173,322 291,774 51,581 878,799

2011 237,213 9,798 83,525 20,479 173,751 277,081 48,842 850,689

2012 236,617 8,105 78,333 18,820 174,112 259,866 46,026 821,879

2013 235,601 6,945 76,270 18,366 175,867 251,372 46,123 810,544

2014 236,548 5,882 74,925 18,362 178,397 251,333 48,737 814,184

2015 262,124 5,188 123,497 34,538 191,723 323,289 73,818 1,014,177

자료: 보건복지부(2016f).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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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구유형별 수급자 연도별 추이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2016f).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42.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결과 

⧠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 제도에 대한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살펴봄.

○ ① 맞춤형 급여 도입 당시 홍보 및 신청, ② 맞춤형 급여별 선정기준, ③ 기초보

장제도 맞춤형 급여 관련, ④ 제도 도입에 따른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1. 맞춤형 급여 도입 당시 홍보 및 신청

⧠ 맞춤형 급여 도입과 관련된 초기 홍보 및 신청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사전 질문 

내용

○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 및 수급권자들의 인식, 급여 신청 및 조사 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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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 초기 무리한 홍보(플랜카드, 팜플렛, 방송 및 통반장･이장 동원 등)와 

안내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및 신청자 불만 제기.

○ 맞춤형 제도 도입 초기 홍보 강화와 촉박한 일정 속에서 공무원 등 담당자를 대

상으로 한 충분한 교육과 인력 충원 없이 제도가 시작되어 이로 인한 일선에서

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30% 정도 증가. 어느 지

역은 50%까지 증가. 일부 과도한 홍보가 있었다는 지적 제기

○ 신청자 측면: 선정기준 상향 조정과 사각지대 축소가 강조되어 수급 신청 시 

선정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급 탈락 후 민원 증가의 요인이 됨.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로 인한 수급 가능성이 홍보되었지만 실

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함. 

－ 많은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신청함.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은 물론 개별급여에 대한 특성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특

히, 노인과 장애인).

⧠ 복잡한 신청 절차와 많은 신청 서류

○ 신청자가 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서류 작성과 보장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야 하는 문제로 장애인, 노인의 경우 접근이 어려움.

   ☞ 신청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구 단일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이 요구됨.

⧠홍보와 다른 보장 수준 미흡에 대한 의견

○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의료 혹은 주거급여 등에 대한 신

청자의 기대치가 있었으나, 예상치 않은 탈락, 기대한 급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발생으로 인한 실망감.

－ 부처별 서로 다른 홍보 방식으로 인한 신청자 불만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국토부에서 홍보한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 가구 현물 수리’ 등이 크게 강

조되어 초기 신청자가 증가했으나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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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신청자의 민원이(특히 청년 혹은 신혼부부 등이 문제 제기) 발생함.

－ 농촌의 경우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등으로 인한 탈락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노인을 위한 의료급여제도 선정기준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 입장: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수급 탈락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신청 접수

를 받으려고 하는 불필요한 노력이 증가함(특히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불만).

○ 수급자 입장: 맞춤형 급여에 대한 강조로 기존 탈락자도 선정기준 상향을 통해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과도한 홍보로 인해 읍면동 및 학교를 통한 과도

한 신청을 유도당함.

      ☞ 선정과정 이후 신청 부적합자 등에 의한 민원 제기와 보여주기식 홍보로 인

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

⧠ 제도 홍보에 대한 견해

○ 맞춤형 급여 제도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제도별 특성을 반

영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급여는 선정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지

가 높아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도 함.

○ 교육급여는 학교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교

육급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수급권자 발굴에 기여함.

○ 수급 받을 권리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 받을 경우 의무 등도 홍보에 포

함함으로써 부적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제재 및 

보장 비용 징수 등의 전담팀 신설이 필요함.

  2. 맞춤형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 사전 질문(예시)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인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대한 평가



22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전반적 변화

○ 통합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음. 

급여액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지도가 낮음.

－ 단, 근로능력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액의 증가는 긍정적 인식으로 작용

하며, 교육급여 역시 일용 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까지 확대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음.

○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 변경으로 최저생계비 산정 시 논쟁 축소, 기준 

상향에 따른 생계급여 탈락자의 다른 급여 수급 가능성 증대 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로 조사 기간 단축 및 수급자 선정이 용이

○ 맞춤형 신청 민원 처리 기간 연장

－ 30일 이내 민원 처리 후 통보 → 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 연장 가능

○ 근로능력평가(의료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교육급여) 미반영에 따른 업무 

부담 완화

   ☞ 생계급여 대상자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는 상당 폭 

확대됨.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이 왜 29%인지에 대한 오해(기존 최저생계비와의 차이 

인식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인지도 및 체감도가 높지 않음.

○ 간주부양의 기준: 맞춤형 제도에서 ‘부양능력 없음’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 상

승 및 일부 업무 부담 완화.

○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주거 유형에 따른 수급비의 차이 문제 발생.

－ 월세, 자가 및 무료 임차 등 주거 유형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 내에서의 수

급 급여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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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맞춤형 급여에 대한 대대적 홍보로 주거급여 신청자가 증가하였으나, 부양의

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탈락함.

－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보다 완화하거나 혹은 폐지해야 함. 

○ 주거급여 제공 시 수급자 확인 조사 등 변경 조사를 진행하여 수급액의 60%만 

제공하나,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함.

○ 주거급여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 비율 30%는 빈곤층에게는 높은 수준이므로, 

동 비율을 낮추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자가 가구에 대한 현금성 급여 지급 제외

－ 제도 변경 이전에는 자가에게도 주거 공제를 제외한 일정 현금을 지급해 왔

으나, 현재는 아무것도 지급되고 있지 못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 자가라

도 경제적으로 무능할 경우 일정 수준에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의 검

토가 필요함. 

○ 청년 및 근로능력 세대의 주거급여 편입 현상

－ 다른 전문위원도 비슷한 현상 지적(수급자로 청년층 증가)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에 따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산 기준 적용 시 자동차 

기준으로 인한 탈락이 많이 발생함. 초기 홍보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홍보로 인해 대폭적인 급여 대상자 증가를 예상했으나 차량 등 재산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가 양산됨.

－ 제도 도입 초기 과도한 업무량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함.

   ☞ 교육급여에서 자동차 기준을 제외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교육급여의 재산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처리하거나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기

준 적용 혹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처리, ‘차량 기준’을 

초중고 학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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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학비 지원 기준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2,500cc 미만, 3자녀 이상 차

량, 2,500cc 이상의 개인 택시, 6년 이상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함(교

육급여에의 적용 필요).

   ☞ 장기적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내에서 차량 기준을 대폭 완화는 조치 강구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간 차별성이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초보장

제도가 아닌 교육부 관련 사업으로의 조정에 대한 고민 제안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의견

○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 시 가족관계 단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어려움. 수

급 신청가구의 대부분은 가족관계 단절임(크게는 50%까지도 감).

－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조사와 판정이 어려운 경

우 등이 발생

○ 교육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여전히 다른 급여에는 존재함.  

－ 최근 가계부채 급등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

채 상환액을 일부 소득공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됨.

○ 부양의무자 조사 중 부양 기피 및 부양 불능 등에 대한 사실 조사의 어려움.

－ 가족관계 단절, 가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해 어두운 가족의 과거사가 다시 들어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추가적 소득공제액 신설

－ 청약저축, 개인연금, 전세 보증금 등은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한 기초적 필수

재로서 이에 대한 소득공제 필요

－ 현재 부양의무자에 대해 채무 변제액을 필수 지출 비용으로 공제하는 중이

나 부채액 증가로 인해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함께 증가함.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필수 공제액에 포함해야 함. 

○ 이중 과세 혹은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

무자 기준을 폐지 혹은 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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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부양비 제도 폐지 필요성 제기: 실제 도움을 전혀 받지 않거나 단절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제기됨(미혼 자녀

의 부양 비율 조정 및 출가한 딸의 부양비 부과 등).

－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필요. 현실적으로 출가외인이며, 저소득 

노인의 경우 재산도 없어 상속도 못 해 주고 있으므로 출가한 딸은 부양의

무자 기준에서 제외해야 함.

⧠ 기타 의견

○ 주거･교육급여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님)(보건복지부, 2016b, p.11).

－ 조건부과를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사 누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요구

○ 자활급여의 경우 최근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많이 이

동. 상대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음.

○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신청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읍면동 담당

자에게 수급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열람권 부여

○ 청년 수급자 근로･사업 소득공제 시 대학생과 비대학생 간 차별 개선

－ 동일 연령대의 청년이면서 대학 재학과 비재학으로 인한 차이가 소득인 정

액에 반영되는 것은 청년에 대한 차별 현상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통합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함.

〈표 2-8〉 대학생 및 비대학생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월 소득 10만 원 기준 시 차이)

구 분 대학생 비대학생

25세 이상
(100만 원)

30만 원 공제, 차액 30% 공제
(49만 원 소득 반영)

공제 없음

(100만 원 소득 반영)

20~24세 20만 원 공제, 차액 30% 공제
(56만 원 소득 반영)18~19세

   주: 대학생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공제 적용, 군복무 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자료: 보건복지부(2016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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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구 인정 범위 확대 및 담당자 재량권 확대 필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

는 사회 변화와 가족관계를 모두 지침으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담당

자 재량 범위 확대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함.

○ 지침 내 각종 특례 관련 내용이 다양하게 있으며 모든 것을 숙지하기가 어려우므

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특례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함.

－ 현장에서 민원 제기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자주 

발생함.

○ 재산 산정 시 금융재산 중 보험 증권 기준 완화와, 장기금융저축공제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기본 공제액 500만 원 외 3년 이상 장기 금융의 금융에 대해 가구당 1년 

500만 원, 2년 1000만 원, 3년 1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중이나 연 2회 확

인 조사 시 담당자가 수기 입력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 

또한 일반 예금을 장기 저축으로의 전환에 대한 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 산정 특례 등록 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중증 화상 환자 등)의 근

로소득의 발생 시 소득공제 30% 적용 추가(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동일

한 적용)

－ 자발적 소득 신고자의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소득 은닉 현상 방지 효과

○ 차상위계층이란 용어의 변경 필요성 제기

－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차상위 기준이 50%로까지 늘어났

지만, 교육급여기준선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함.

－ 오히려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다는 점에서 용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준

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과의 연계 체계 미비로 재산 조사가 부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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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초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관련

⧠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에 따른 수급자 의식

○ 전반적으로 수급자들은 기존 통합급여와의 큰 차이를 느끼고 있지 못함. 점진

적으로는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차별 적용을 인식해 가고 있음.

－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됨으로써 생계비에 대한 차이를 

느끼지 못함.

○ 일부 제도 변경에 따른 긍정적 인식 증대(� 주거 현물급여 수준 향상, 간주부

양비 적용 방법 변화 등)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현금급여 수준이 실제 지출 월세에 비해 부족

－ 월세 이외에 주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소규모 주택 수리 비

용, 난방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수준까지 기준 임대료

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월세 거주자가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거나 혹은 전세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보

증금이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이로 인

한 주거 상향이 어려움. 주택공사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임대 보증금 지원 등에 대한 방안 마련

－ 현재는 광역시･도 및 특별시 등으로 구분되어 실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

지 못함. 좀 더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주거급여액에 대한 최저 기준선 설정 필요

－ 낮은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거

나 차액만큼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추후 임차료 상승 혹은 주거시설 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임차 가구의 자기 부담금 발생으로 인해 실제 임차료 지원액 감소 현상

－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소요 비용 지금 원칙 적용. 즉 자기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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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 p.13)

○ 월세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 신설에 따른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에 자가 소

유자의 경우 오히려 불만이 증가함.

－ 자가 보유자: 과거 일정 부문 현금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이를 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자가 수리비가 상향 조정되었지만,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체감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자가 소유자에 대한 단

기간 도배, 장판 지원 방안 모색).

－ 무료 임차자: 주택 수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불만이 있으며(도배, 장판

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 일부 무료임차자의 경우 월세 거주자

로 둔갑하여 월세를 지원받으려 하는 문제가 있음.

－ 농촌은 자가보유자가 많은 상황이며,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용대

차의 문제로 과거에 비해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 사용대차에 대한 조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질문지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

음. 사용대차와 관련하여 정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

－ ‘자가 소유’ 주택 소유자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방안 제안: 현재 경보수는 3

년 350만 원 책정, 동 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로 전환 검토

○ 주거 현물급여에 대한 지원 수준 향상으로 인한 수급자 만족도 증가

－ 하지만 현물급여 일제 조사 시 주택 취약 정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구원 연령, 가구원 수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급여

○ 맞춤형 급여의 교육급여와 교육청 운영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간 역할 조정 

필요(일부에서는 한부모 가족 학비 지원과의 중복성 지적)

－ 두 사업 모두 신청 및 조사는 시군에서 하고 결정을 교육청에 통보함. 이 과

정에서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구분해 보고하는 번거로움

으로 인해 만족도가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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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의 범위 조정을 통하여 교육급여 보장

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일부 의견에서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의 통합 필요성이 제

기됨.

⧠ 의료급여

○ 기초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가 점유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실질적

으로 일선 공무원의 의료급여 담당 업무는 미약함(의료급여 일수 및 병의원 이

용 관련 안내 정도).

－ 의료급여 관련 예산 및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모색

   ※ 복지 전담 공무원은 청년 수급층 증가에 맞추어 의료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용 복지 연계로 업무 비중 확대(노동부 연계, 자활사업 지원 강

화 등)

⧠ 급여 관련 별도 의견

○ 기초생활보장 보장 유예 기간 확대

－ 기초보장 탈락 이후 빈곤의 주요 요인이 되는 의료, 주거, 교육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이행 급여 특례 제도의 일정기간을 유예 

혹은 확대(현 3년에서 중산층 기준으로 조정될 때까지)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일정 기간 보장 

－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 유지에 어

려움이 있음. 탈시설 장애인이 최소한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 필요함. 

○ 차상위 계층 혹은 차상위 제도 유지의 필요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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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도 간 연계 관련 

⧠ 사전 질문(예시)

○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

부)가 분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급여 제공, 민원 업무 처리 

등에 있어서 각 급여 간 연계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국토부, LH공

사, 교육부, 교육청 등)? 

○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 비해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장점과 단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적 업무 부담 혹은 업무 감소 등 업무 효율성, 

수급가구 만족도 등)

⧠ 맞춤형 급여별 전달체계 구성에 따른 의견 

○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별도 운영 체계에 따른 문제① 

－ 생계･의료 및 주거급여 신청 시 접수 번호가 2개이며, 주거급여 담당자가 

결정 후 보장 결정은 생계급여 담당자가 결정함에 따른 업무 부담

   ☞  보장결정통지서 2개 수령(생계･의료･주거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 담당자와 주거급여 담당자가 서로 다름에 따른 업무 회피 현상(� 

수급권자 주택 개보수 관련 민원을 생계급여 담당자가 처리하게 되는 문제: 

주거급여 담당자는 제도 미비를 이유로 회피 가능하나 생계급여는 ‘복지 민

원’이기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소득인정액만 열람 가능하므로 인해 교육급

여 수급권자가 탈락 시 그 이유를 답변할 수 없으며, 다시 생계급여 혹은 민

원 담당자에게로 업무가 이관되는 문제 발생(탈락 수급자는 교육청, 읍면동 

혹은 시군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2중 구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 민

원 발생)

   ※ 행복e음과 교육부 나이스넷 간 연계 부족

－ 신청자 입장: 별도 제도 운영으로 인해 생계급여 담당자의 조사 방문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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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거급여 담당자(주로 LH공사)의 재방문에 따른 번잡함에 대한 민원.

   ※ 주거 및 교육 관련 민원은 담당 부서로 넘김에 따라 일부에서는 민원 처리

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음.

○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별도 운영 체계에 따른 문제② 

－ 신청자의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불편: 과거 제도에서는 민원 접수 시 한 곳

에서 관련 민원 처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주거, 교육급여 분리에 따라 민

원 처리가 세 곳에서 진행됨.

   ☞ 신청자들이 제도 변화에 즉각적으로 순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변화된 기준

에 대한 정확한 홍보(신청 방법, 수급 가능성, 수령 금액 등) 필요

   ☞ � 교육급여의 경우 읍면동 혹은 시군에 문의 후 다시 교육청에서 민원을 처

리해야 함. 특히 탈락 시 교육청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다시 읍면동 혹은 

시군에 찾아가야 하는 문제

－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육청에서 적시에 알려 주지 않고 있

다는 점에서 제도 연계 어려움.

－ 주거급여 조사 시 국토부 또는 LH 등에서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별도 운영 체계에 따른 문제③

－ 제도가 별도 운영됨에 따라 시군구 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 타 급여에 대

한 관심도가 감소하여 (본인 담당 급여 이외)업무 소홀 현상 발생

－ 각 제도별로 별도의 사업 안내, 지침서 등을 만듦으로써 공무원이 이를 모

두 숙지하기에 어려움(☞교육 필요성 제기). 

○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별도 운영 체계에 따른 문제④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수시로 변동되고 이에 따라 급여별 책정과 제외 등

을 수시로 처리하고, 보장 비용 징수(상계 처리 등)의 문제가 함께 나타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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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변화

－ 맞춤형 급여,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복지 인력이 확충된다고 하지만, 오히

려 새로운 복지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확충 인력이 신규이거나 기존 행

정직에서 복지직으로 전환이 진행됨으로써 전문성이 감소함.

⧠ 주거급여

○ 주거급여를 국토부에서 담당하면서 주거 관련 개별 방문, 주택 조사, 의뢰 및 

급여 지급 변동 등에 따른 복잡함이 발생함. 즉 국토부 혹은 LH의 주택 조사 

지연으로 인한 업무 협조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LH에서 주거급여를 조사하기 위해 채용한 인원이 계약직 직원 중심으로 구성. 

충분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조사원에 대한 안정적 지위 부여, 제도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필요

⧠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

○ 교육급여 관련 교육청의 행복e음 시스템 열람권 확대: 현재와 같이 소득인정액

만 파악 시 교육청에서 민원 처리가 불가능함. 탈락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재

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야 함. 

－ 행복e음과 NEIS 연계 부족으로 학교 및 지자체의 경우 분기마다 학적 조회 

업무로 업무 부담 증가 현상 발생

－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신청, 조사, 급여 지급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일원화된 체

계 구축이 필요함.

○ 각각의 급여 간 연계를 높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지자체별 급여 담당 기관 간 협의회 구성, 제도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 맞춤형 급여를 담당할 수 있는 총괄 부서의 설치 및 지정.

○ 복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 업무 혹은 부서에 대한 최소 

근무 연수를 2, 3년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례관리의 문제점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복지허브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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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018년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일선에서

는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서울시는 예산과 인력이 충분해 “찾아가는 동서비스”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쉽지 않은 상황임.

－ 과거와 다르게 복지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특히 노인관련 사업) 업무부담

이 큼. 민관협력도 공공과 함께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업무부담이 가중됨.

－ 현재는 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함.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제1절  자활지원제도 개요

제2절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3제 장





제1절 자활지원제도 개요4)

  1. 자활사업의 개요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체계적인 자

활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각종 기능 습득과 개인

의 역량 제고를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5, p.104). 

⧠최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 범위의 변화 생김. 

○ 의무적인 자활사업 참여 대상인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의

미하는데,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

권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여부 판

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보건복지부, 2016b, p.i).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자활사업 참여자 범위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근로능력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

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

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4) 이하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 소개는 기본적으로 2016년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6)를 토대로 하고 
있음.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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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조건부수급자의 고용센터 우선 의뢰 원칙

○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는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의뢰되

며,5)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가 운영됨(고용노동부, 2016, p.16). 

－ 초기 상담일 기준 2주간 고용센터의 사전단계 운영을 통해 3가지 유형으로 

자활 경로를 설정함.

－ ① 즉시 취업이 가능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② 

취업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 장애가 있는 경우는 밀착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③ 개인･가구 여건 등으로 취업 장애 요인이 단기적으로 해

소 불가능한 경우는 자치 단체로 다시 이관되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됨.

○ 조건부수급자를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는 취업우선지원 사업은 취업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일단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가 자활근로에 머무르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임

(길현종 등, 2015b; 길현종, 김수영, 신나래, 이영수, 2015에서 재인용, p.26). 

〔그림 3-1〕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사전단계) 흐름도

자료: 고용노동부(2016).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p.15.

5) 조건부과제외자 및 조건제시유예자는 고용센터 우선 의뢰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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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역량평가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희망참여자는 자활역량평

가를 통해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업 유형 및 자활프로그램에 배치됨. 

○ 자활역량평가는 연령(30점), 건강 상태(20점), 직업 이력 및 학력(20점), 구직 

욕구(10점), 가구 여건(10점), 재량(10점)을 기준으로 함. 

○ 평가 결과 70점 이상의 집중 취업 지원 대상인 경우는 고용센터에 의뢰, 70점 

미만인 경우는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에 배치

〔그림 3-2〕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예시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자활사업 안내(Ⅰ). p.32.

  3.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자활급여

⧠ 자활사례관리 

○ 자활사례관리란, 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자활프로그램 지원, 자활프로그

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참여자의 자립을 위

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함. 

－ 이중 Gateway는 자활사례관리의 초기 단계로, 배치된 참여자의 상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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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교육, 개인별 자립경로(Individual Action Plan),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Individual Service Plan)을 수립하는 과정임. 

－ Gateway 프로그램은 2013년 도입되었으며, 2009~2012년에는 자활 인

큐베이팅 과정이 운영되었음.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부터 

전국 48개 시군구에서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

년 60개 지역자활센터 내 별도의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함(보건복지부, 

2015, pp.107-108).

〔그림 3-3〕 자활사례관리･Gateway 업무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자활사업 안내(Ⅰ). p.46.

⧠ 자활근로 사업

○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

회서비스형, ③ 인턴･도우미형,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

－ 시장진입형

�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 매출액이 총 사업비(사업비+인건비)의 30%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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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

� 매출액이 총사업비(사업비+인건비)의 10% 이상 발생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 80 : 20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자활 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 90 : 10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과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 90 : 5

〔그림 3-4〕 자활근로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자활사업 안내(Ⅰ). p.59.

○ 사업 내용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 재활용･음식물 재활용 사업｣의 5대 전국 표준

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정부재정사업(� 정부 양곡 배송 사업, 영양 플러스, 장애 통합 교육보조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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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

진하도록 하고 있음.

○ 자활급여

－ 자활급여: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인건비

－ 기술･자격자 추가 급여: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은 해당 사업에 필수적

인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 2천 원의 추가 급여 지급 가능

－ 실비: 실제 참여일에 한하여 1일 3천 원 지급

－ 기타 수당: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주･월차 수당

〈표 3-1〉 2016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

(단위: 원/인･일)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급액계 37,880 / 39,880  37,880  34,270 34,270 / 36,270  25,550

급여 단가 34,880 / 36,880  34,880  31,270 31,270 / 33,270  22,550

실  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월) 906,880 906,880 813,020 813,020 586,3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주: 표준 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 신고 등 월 평균 소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자활사업 안내(Ⅰ). p.62.

⧠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 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여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일반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이 발전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사업단 참여자들의 주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한 독립 채산제 형태로 

창업하는 형태임(보건복지부, 2015, p.109).

○ 2012년 8월 2일부터 ʻ자활공동체ʼ를 ʻ자활기업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

건을 사업자 등록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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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활사업 현황 

⧠ 2015년 12월 말 생계급여 수급자 약 125만 명 중 근로능력자는 24만 명(19.4%)임.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100%)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는 21.8%, 조

건부수급자이기는 하나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적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유보되는 조건제시유예자가 7.7%, 개인･가구 여건 등

으로 조건부과제외되는 자가 68.9%에 달함. 

〔그림 3-5〕 자활사업 추진 현황(2015년 12월 말)

자료: 보건복지부(2016c). 2016 주요업무 참고자료.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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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1.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이후 자활지원제도 평가: 근로 유인 

⧠ 자활지원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이후 자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분석함.

⧠ 맞춤형 급여 도입 목적 중 하나인 맞춤형 급여 제도가 수급가구 등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 혹은 근로 유인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함. 세부 

질문은 아래와 같음.

○ 맞춤형 급여가 수급자의 근로 유인(“단계별 급여 지급을 통한 근로 유인”)에 도

움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되었다면 어느 측면에서, 부족하다면 어느 부문에

서 미진하였다고 보십니까? 

○ 세분할 수 있다면 의무참여자(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희망참여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간 차이가 있는지요?

⧠ 맞춤형 급여 속에서 자립 기반 조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경

우가 많이 있었음.

○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조건부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의 문제를 지적함.

－ 맞춤형 급여 도입 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가 모두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및 소득 활동을 의무적

으로 참여하도록 함.

－ 하지만 맞춤형 급여 도입 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조건부 대상자로 대상

이 제한되어 조건부수급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이 지적됨.

�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기준 중위

소득 40%이하인 의료, 주거･교육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건부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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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없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생계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립･자활을 통한 탈수급은 다소 미진함.

� 맞춤형 급여 중 의료급여 수급자만 되어도 조건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소득 신고만 해 놓고 의료 혜

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들이 발생함. 

� 현실에서는 제도 변경 후 급여가 단계별로 지원됨에 따라 조건 불이행을 

해도 의료 및 주거급여는 계속 지급되므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

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거거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음.

－ 자활근로와 같은 조건이행에 대한 주거와 교육급여 참여자들의 부담이 완

화됨으로써 참여자들의 참여의지가 약하고 근로능력이 약함. 참여자들의 

자활근로 유입의 증가로 자활급여의 보충성이 완화됨(신고소득과 유사한 

자활급여를 받는 적극성이 결여되는 참여자 증가).

－ 반면에 중･장년층으로 근로활동을 하면 임대 주택, 자산 형성 등의 사업은 

근로 유인 효과가 있음. 생계비가 부족한 근로무능력자들의 자활사업 희망

참여 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함.

� 결론적으로 중장년층에게는 근로 유인이 되고 있지만, 젊은 수급자에게

는 한정된 사업과 사업의 다양성 부족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활사업 투어

를 하거나, 조건 불이행 생계급여 중지, 최저 소득 허위 신고, 가구 분리 

등 비정상 조기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 중임. 

－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점: 맞춤형 급여에서는 선정 및 급여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임. 과거 최저생계비 수준과 기준 중위소득 비교 시 

기존 선정기준은 약 35~38% 수준으로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는 차

상위 계층이었음.

○ 전달체계상 문제로 자활근로 참여자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기관 및 개

인 등이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서비스 희망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목적 노력과 시간이 동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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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서는 자활 서비스 수행기관별 참여자 흐름이 정체되고, 수혜자

를 안주시키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함.

○ 희망참여자는 의무참여자가 아니라 근로 유인 효과는 낮게 평가됨.

－ 희망참여자는 조건부과 대상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

므로, 자활 도모보다는 수급자 사회 참여가 적절함. 기타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희망참여자는 극히 참여자가 적음. 

－ 자활사업보다는 일반 시장에서 소득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수급자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취업 패키지 사업 참여, 교육 및 훈련 이수 등 자활 쇼핑

을 희망함.

⧠ 참여 대상자에 따라 근로 유인 효과에 차이가 있음.

○ 의무참여자

－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 여부 때문에 참여율이 높으나 자립 의지는 

낮으며 탈수급보다는 생계급여 수급 유지를 위한 직장 개념으로 자활사업

에 참여함.

� 의무참여자는 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노동시장에 나가기 힘든 

사회생활 부적응자 등으로 생계급여보다는 조금 나은 급여 보장을 목적

으로 참여함.

－ 생계급여의 경우 조건부수급자 외의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는 자활 참여 의지가 없음. 자활급여보다는 적지만, 일하지 

않고도 생계급여가 지원되어 굳이 일하려고 하지 않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을 하되 자활 참여는 하지 않음.

○ 희망참여자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맞춤형 급여 도입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희망참여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는 극소

수에 불과함. 특히 생계급여 이외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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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립 의지가 다소 결여됨.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희망참여자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자

활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자립 기반 조성에는 한계가 있음(※ 근로능력

이나 의지는 적으나 제공되는 노동력 대비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참여).

－ 차상위 대상자는 근로 기간이 불안정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

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주거에서 멀지 않은 근거리에 배치되거나 비교적 

쉬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안정된 근로 여건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임.

－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비수급자의 노인, 장애인, 여성 또는 일반 

시장에서의 취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활 참여가 가능하나 자활근로 인건비가 다른 사

업자의 임금보다 매우 적으므로 자활 참여는 하지 않음. 

○ 농촌 지역의 자활센터의 경우 대부분 농업과 관련된 사업단이 주를 이루고 있

어 사업단 유형이 자활 참여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반 식당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맞춤형 급여 제도로의 참여가 드문 실정임.

⧠ 맞춤형 급여 속에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 단계별 급여 지급을 통한 근로 유인 강화 방안

－ 자활 참여자들의 근로 활동을 통한 탈수급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경제 활동

의 여부에 따른 소득 차이임. 근로소득을 통한 소득 차이 강화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감소 또는 근로소득 상승 이외의 방법은 없으며, 최저임금 확대

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활급여가 주거나 교육급여 제공자들(희망참여자)과 연계되는 근로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별도 체계가 필요(현재 자활사업 참여의 실비 3천 원보다 높

은 수당적 실비가 제공될 필요)함.

○ 근로능력 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는 자활에 참여할 

경우 공제율을 적용하면 근로 유인에 효과가 있음.

       ※ 근로유지형에 참여할 경우(20일 참여 51만 1천 원) 공제율을 적용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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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생계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자활 참여가 의무로 변

경되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할 것임.

○ 맞춤형 급여 제도 속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 지적됨.

－ 의무참여자 확대가 요구되므로 건강하고 자활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급여 대상자까지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확대 필요

－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고려

� 근로유지형 참여 제한을 조건부수급자의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맞춤 

급여 이후 근로미약자의 생계급여 책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현실적인 

검토 필요

� 실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배치 일반수급자의 경우 근로미약자(정신과

적 장애 동반 등), 근로무능력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으므로 의무참여 유

형을 확대하거나 참여 주민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참여에 대한 근본적 변경 제안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의 참여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

건 불이행을 계속해 유지하는 경우에 “1년”이 경과하면 수급권 소멸 사유로 

인정하여 전체 급여를 중지하자는 방안 제시

○ 자활급여 참여자에 대한 급여 수준의 조정 필요성 제기

－ 현재의 급여 수준은 자립 기반 조성에는 미흡함.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의

무참여자에게 자립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급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함. 

－ 현재 장애인, 노인, 24세 미만 등에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야 함. 자립 지원 별도 가구 특례처럼 수급자 보호 기간을 설정하여 수급자

의 음성적인 근로 활동을 배제하고 적극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



제3장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49

－ 65세 이상의 희망참여자나 실직으로 인해 참여한 건강한 기술자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으로 인해 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낮은 상황이므로, 

임금의 차등화와 자활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자활지원의 방향을 수급신청 탈락자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제공되는 측면

(중위소득 60%)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조건부과 이행기준도 다양한 근로이외 

활동(단순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9~6시간의 시간때우기 방식에서 탈피)을 포

함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확장하여 의무부과자가 아닌 참여자들에게 개방적인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확장

○ 근로능력이 없는 희망참여자를 위한 새로운 자활사업의 유형이 필요함. 기존 

의무참여자와 함께 자활 도모 및 취창업에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함.

○ 자활참여자의 자활근로사업에의 안주 방지를 위해 참여기간을 36개월로 제한 

중,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특히,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 미실시지역의 

경우 참여기간 종료 후 자활역량평가를 재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에 참여하게 되므로 현재의 제한기간이 무의미함.

－ 참여기간 종료 후 자활역량평가를 재실시하여 재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자활

사업에 참여를 1회에 한하여 제한(※ 자활근로사업 최대 참여기간인 36개

월 만료 후 자활역량 평가 후 1회에 한 해 연장 가능)

○ 자활사업의 최전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활센터에 대한 견해를 

함께 표명함.

－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 상담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

능의 추가가 필요함. 자활사례관리 중점 기관으로 자활 자립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업무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자립 역량을 키워 자활기업 등으로 진

출한 후에는 적어도  4~5년 이내에는 재진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자활사업

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순환 구조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유형이 인턴·자활도우미·복지도우미 등 시장진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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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의 3종류로 운영되고 있

음. 현재 전국 지자체 중 13시군은 자활센터가 없음. 대부분 고령화 지역인 

농어촌으로 근로유지형이 대다수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 미실시 지역 및 13개 지역자활센터 미설

치 지역은 근로유지형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20%를 확대하

여 20% 60% 미만으로 조정

  2. 자활지원제도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 2015년과 2016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맞춤형 급여로의 큰 변화가 있었는

데, 이 속에서 자활지원제도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살펴봄.

○ 세부적인 질문 내용

① 조건부과제도, 조건부과에 따른 사업(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 

등에 대한 견해

② 기타: 자활급여 수준의 적절성, 기초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 분리 등에 대한 

견해

⧠ 조건부과제도, 조건부과에 따른 사업(자활근로)에 대한 견해

○ 조건부과제외 및 조건제시유예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만, 다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신적 문제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는 대상자를 자활근로 사업장에 참여

시킬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이에 근로능력평가 제도와의 병행으로 

근로능력 없음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활사업장 담당자 사실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구청 승인 요청으로 근로능력평가에 반영시킴). 

� 정신적 문제를 가진 경우 즉 알코올 중독자(병원 미이용), 미등록 정신질

환자,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등의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 오히려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음. 사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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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통해 조건부과제외 검토가 필요함.

－ 근로능력평가에 따른 조건부과는 공평성이 떨어짐.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1

인 가구의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조건부과로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시켜 취업과 탈수급을 유도하거나,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제

한되더라도 급여가 20만 원 지급됨. 제도 개선 사항으로 조건 불이행이 장

기화되는 대상자는 수급 중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 참여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하면 의료급여까

지 중지하여 자활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취업성공패키지 등 노동부 사업과의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년 동안 교육 및 취업 알선을 하고 있지만 조건 불이

행 대상자 미등록 방지를 위한 임시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 발생

－ 조건부수급자 중 일반 시장의 취업 의사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하여 취미처럼 직업 훈련만 이수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 발생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생계급여가 100% 지원되어 일반 시장 취업 의

사 없이 직업 훈련 쇼핑하는 수급자 발생

� 자활사업에서는 취업 불가능자, 근로능력 미약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자

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1, 3단계 참여에 따른 프로그램 강화

－ 1단계(주 1회 상담), 3단계(구직 활동) 기간에 대한 관공서의 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실제적인 취업 강화 프로그램 마련 필요(또한 연말에는 예

산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다소 발생)

○ 취업성공패키지 1회 이상 참여자에 대해 보장기관 확인 소득 이외 미취업에 따

른 생계급여상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근로능력

에 판단에 따른 근로능력자이므로 일정 정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함을 근거로 

생계급여에서의 제제가 필요함.

○ 지자체와 고용부 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정기관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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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못함. 

－ 취･창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현실적인 직업 훈련을 알선하거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6개월 정도 1회 연장하여 취

업 가능성을 높임.

－ 자활 종료 시, 취･창업자에 대한 정보를 사통망> 노동부참여내역 통보> 상

담 내역에 취업처, 월평균 보수월액을 정보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계 정보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과 수급관리의 적정성 유도

○ 취업성공패키지 강화로 인한 지역자활센터의 생산성 저하 현상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취･창업에 참여하게 됨

으로써 지역자활센터에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짐. 취업성공

패키지 속에서 취･창업을 하지 못한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급

자들은 재취업, 창업에 한계가 있으며, 자활사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함.

－ 수급자의 취･창업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되므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자활사례관리의 기능으로 전환이 필요함. 국정 평가에서도 수급자의 취･창

업이 아닌 사례관리로 평가 방향의 변경이 필요함.

⧠ 자활급여 수준의 적절성

○ 자활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참여자 불만이 높음.

－ 자활 참여자는 생계 및 의료급여가 우선 지원되면서, 자활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불만을 제

기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에 인지적 문제로 인해 직장 내 소속감과 사회 참여 등에서 급여 제

공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

－ 자활근로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1일 48,2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받으면서 자활근로

는 꺼려하고,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제3장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53

다수임.

○ 자활근로 급여의 인상이 필요함. 자활사업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이용 고

객을 확보하고, 고비용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자활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음.

－ 자활급여가 최저임금에 비하여 너무 낮으므로 최저임금 80% 정도를 제안함.

○ 일을 할 수 있는 수급권자는 일을 해야 복지 수급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월 60만 원 소득 신고를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소득 이하인 자

로 변경이 필요함.

       [※ 2016년 자활사업안내, p.22/조건부수급자에 해당(주당 평균 3일 미만(1일 

6시간 이상 기준)으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미만의 기간 동안 22

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사업 소득의 합산액이 월 60만 원 

이하인 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 분리에 대한 견해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 분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보임.

－ 자활사업은 대부분의 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며, 가족 수에 따라 자활 인

건비가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어야함. 또한 조

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율이 높고 조건부과제외와 조건제시유예가 맞

물려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 분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함.

○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사람들도 사회 활동 및 참여를 통해 일정 급여의 

수급을 희망하고 있음.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지역의 자활센터에 의무참여자, 노동 강도가 낮은 근로능력이 없는 희망참

여자, 경증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참여자로 세분화하여 이들 취

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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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의 단일 자생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주체

들의 부분위탁이나 공동사업(하청이나 라인 배정 등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와 관련한 부분과 사업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

률적 지원 강화 필요

○ 자활사업의 목적을 자립으로 접근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여 고

용노동부 사업으로 이관한 후, 기술 훈련을 통한 취업과 창업에 초점을 맞추

고, 이에  맞는 사업 방향으로 나가야 함.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 현재의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자활사업을 총괄하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취업형 사업, 창업형 사업, 사회적 

일자리 지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자활 참여자 비율의 문제 그리고 참여 기간의 제한 문제 등을 해결토록 하

고, 고용노동부 등의 전문가들과 1:1 적극 매칭을 통한 전문가적인 경영 노하

우와 전문 지식 등이 필요함.

⧠ 기타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견해

○ 자활사업의 장기 계획 수립과 성과 중심(탈수급, 취･창업)에서 탈피

－ 자활사업 참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참여자들은 건

강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 정서를 가지고 자활사업에 입문하고, 

이들을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이 최대 3개월까지 주어지는데, 이를 최대 6개

월까지로 연장하고 이 기간 중 단순 노동보다는 인문학, 기관 견학, 치료(정

서 심리 등), 관계 형성 등이 이루어지는 자활 역량 강화 위주의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함.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은 매출 중심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자격증 취득 

등). 즉 장기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조급한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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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천이 필요함.

○ 자활근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자

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2000년 이후 지역 자활, 광역 자활, 중앙 자활 등 조직

만 비대화되고 실질적인 자립 자활이 이루지지지 않고 있기에 진단 후 조정이 

필요함. 

－ � 자활사업비를 기초(본)연금액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액을 상향화하여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제도로 전환이 필요함. 65세 이하 및 장애인, 근로무

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 등에게는 개별법에서 정한 급여 상한을 지급하여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함.  

－ 자활사업 참여 경력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취업 시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의 민간 기업과 연계가 필요함.

○ 근로능력평가 관련 기준 개선 필요

－ 근로능력평가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담당함. 복지적 관점과 의학적 관점

이 동시에 가능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당해 보임. 

� 변화된 근로능력평가를 바탕으로(판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

상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뢰할 수급자와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의뢰할 

수급자를 구분하여 1차로 배정하고, 각 개인의 의견을 2차로 수렴하여 최

종 의뢰처를 정한 후 각 영역이 적절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여야 함.

○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복지수혜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의 확대와 연계성 강화.

－ 자립이나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의 주체 확대 및 지자체담

당공무원의 지원 노력이 있음.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연계에서 보다 민간수

행기관을 통한 협조의뢰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조건부

과 대신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함.

○ 알코올 의존증 치료나 질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중독 관리센터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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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성실히 치료받은 기록을 조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사회 부적응자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운영, 연령, 개별 능력에 맞는 일자

리 발굴 및 알선으로 공공형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노동시장이 형성

될 수 있도록 개선

� � 교육 수료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나 기관에 현금급여보다는 세제 혜

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아동·청소년 및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에 대한 부담은 높음. 현실적인 대책이 필

요함.

○ 맞춤형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비행이나 사회 부

적응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중고생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캠프를 학교 및 기업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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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소득보장

  1. 배경

⧠ 2016년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발생한 해로 기록되고 있음.

○ 외부적으로는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미국 대선 결과로 내년에는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자유주의적 무역 정책이 보수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회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산업적으로는 제4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지식 정보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고용 불안정이 크게 파급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2016, p.5~8).

○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 확대로 인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여전

히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 유럽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

한 관심이 크게 대두됨.

○ 오랜 기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어 오던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함.

○ 노동시장 양극화, 부의 집중 등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소비가 정체되

는 현상 속에서 기존 연금, 공공부조 등과 같은 사회복지제도로는 다가오는 사

회적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존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험 중심의 사

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사회수당

사회환경 변화와 소득보장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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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 하나인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임.

○ 모니터링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견해를 살펴봄.

○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준비와, 기존 소

득보장제도가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고 변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

고자 함.

  2. 새로운 대안: 기본소득

⧠ 2016년은 그동안 전문가를 중심으로 회자되어 오던 “기본소득”이란 용어가 국민

들에게 각인되는 계기를 마련함.

○ 기본소득과 관련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에 대한 국민 투표, 두 번째는 핀란드 정부가 발표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입

법 등 준비 과정에 대한 것임(Andersson, 2016, p.9).

○ 이하에서는 위의 두 가지 배경을 토대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무가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함.

⧠ 2016년 6월 스위스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준비해 온 스위스 국민을 대

상으로 한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국민 투표가 진행됨.

○ 스위스 기본소득의 목표

① 연방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한다. 

②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인간다운 삶과 공적 생활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③ 기본소득의 재원과 액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 국민적 찬반 논의 속에서 스위스의 기본소득 관련 투표 부결(찬성 23%, 투표

율 46.4%)(Wagner, 2016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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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국민 투표가 부결되었지만, 스위스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으

로 의견을 물었다는 점, 현재 국가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등에서 의미 있는 도전임.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도입 검토 방안

○ 2015년 집권한 중도 우파는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으로 함(최준영, 2015, 

p.1). 2016년 제도 설계 및 Pilot test를 준비 중임(2019년 결과 발표 예정).

○ 기본소득 실험을 좌파 정부가 아닌 우파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

심의 대상이 됨.

⧠ 기본소득 개념

○ 기본소득은 자산 및 소득, 노동(참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

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김은표, 2016, p.1)을 말함.

○ 정의를 통해 기본소득의 주요 개념을 유추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됨.

－ ① 노동시장 혹은 소득 등과 상관없음[무조건성, 무자산조사(means test)].

－ ② 모든 국민을 대상[보편성, 가구가 아닌 개인(개별성)]으로 함.

－ ③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현금 or 현물, 일시금 or 정기금)을 지급함. 

⧠ 기본소득 정의에서 살펴본 세 가지 개념은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1) 한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 지급

－ ‘모든’이란 점에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기간 체류(� 

5년 등) 등을 조건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 일반적으로 국가 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되 외국인은 제외함. 단, 유학생, 

단기 체류생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

－ 난민의 경우 기본소득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이 스위스 기본소득 투표

의 주요 쟁점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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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의 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자산조사(means test) 하지 않음.

－ 자산조사로 인한 모멸감, 낙인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

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행정 관리 비용 절감 시 발생하는 기존 복지 인력 활용 문제와 신규 채용 감

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발생

3) 기본소득 급여는 개인을 중심으로 지급

－ 급여가 개인 단위로 지급됨에 따라 수급자가 가구 구성 시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움.

－ 개인 단위 지급은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반대로 가

구원 수 증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 될 수 있음.

4) 소득, 사회적 지위, 가구 유형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현금)정액 지급

－ 기본적으로 개인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현금 중심이며, 현금 중시가 

아닌 기존 현물 이전 소득의 장점은 인정

－ 그 속에서 보충적 목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이 좋다는 점을 의미함(기본소

득으로 현물의 가능성도 있음).

5)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소득

－ 주, 월 혹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소득을 의미함. 특정 시기, 특정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일시적 지원과는 차별됨.

6) 세금을 통한 재분배나 자원 분배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

－ 재원의 재분배 성격을 통해 불평등, 소득 분배 완화에 기여

⧠ 역사적 논의 과정

○ 토마스 페인은 1796년 “프랑스 총재정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을 처

음 제시함. 

－ 21살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 자산체계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 유산의 손실

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으로서 15파운드 지급(일시금)(박이은실, 201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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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하거나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

○ 토마스 페인 이전의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전개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1516)에서 음식을 구할 단 하나의 방법이 훔치는 

것밖에 없을 때 도둑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가혹한 형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

－ 몽테스키외 역시 법의 정신(1748)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

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활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박이은실, 2013, p.1)

○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과정을 보면,

－ 영국 기본소득 연구그룹(BIRDG)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 아동신탁기금 

도입을 주장

－ 1986년 9월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가 창설 되었으며, 이후 2004년 기본

소득지구 네트워크(BIEN)으로 확대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져 활동 중

⧠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

○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및 축소,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시 보수적 입

장과 진보적 입장에 따라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분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하지만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보수 및 진보 내부에서도 서로 기본소득을 바

라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 의견이 분리되는 현상을 보임.

○ 진보주의자 입장

－ 찬성 주의

�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복지 낙인 방지

�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 격차 감소

� 새로운 산업 구조(인공 지능 등) 하에서 노동의 가치 축소로 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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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지원 필요

－ 반대 주의

� 기본소득은 노동이 가진 가치 및 의미를 축소시킴.

� 기존 복지제도 축소 및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보수주의자 입장

－ 찬성주의

� 기존 복지제도 통합을 통한 행정, 관리 비용 축소

� 새로운 복지제도 생성 억제

－ 반대주의

� 모든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재정 부담 증가

� 근로 유인 약화(일을 하지 않으려 함)로 일자리 감소 가속화

� 조세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대두된 기본소득은 정

의 속에서 보듯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음.

○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점에서 향

후 논의와 연구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음.

제2절 대안적 소득보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대응 방안

⧠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사회

적 문제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함.

○ 세부적으로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에게 의견을 물어본 항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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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저출산, 고령화 심화, 인공 지능 개발, 노동

시장 위축, 비정규직 등 양극화 해소 미비, Brexit 등 대외 정세 불안 등). 미래 사

회 불안정은 사회보장 혹은 복지의 필요성과 욕구를 강화시키고 있음.

○ 우리 사회(혹은 사회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미래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

라고 보십니까? 

○ 미래 불안정을 고려 시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갖추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 우리 사회가 준비할 미래 사회 문제점에 대한 견해

⧠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적 문제는 언론이나,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지적되고 

있음.

○ 소득 및 노동시장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인공 지능 발전으로 인한 일

자리 및 미래 먹거리 문제, 이 외 기타 의견 등이 있었음.

⧠ 양극화

○ 양극화 현상은 1997년과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

제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현상임.

－ 대표적으로 소득과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양극화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해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들도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

었음.

○ “소득 양극화”에 대한 주요 의견을 보면, 금융 자본주의의 심화, 법인세 인하 

이후 나타난 재벌 및 대기업 집단의 사내 유보금 증가 현상을 지적함.

－ 이 외에 소득 정체 현상으로서 가처분소득의 감소 현상을 설명

� 경제성장률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GD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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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지능 개발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안정적 일자리 절벽 도래

� 급속한 노령화 진행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개별 가구 가계소득 감소

－ 최근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금수저, 흑수저 현상은 대표적인 계층문

제로 인한 소득(=계층)양극화 문제를 지적

○ 2000년대 들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제기함.

－ 노동 인구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 취업자들의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률 증가 등과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심화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의 문제

－ 무엇보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불안정 노동 증가를 들고 있음. 사실상 

경제 활동 인구의 62%가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등임. 

○ 실업 증가에 따른 폐해로서 실업자 및 그 가구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가

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즉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임.

⧠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주요 사회적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 심화를 들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와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임.

－ 노인이 되고 경험하게 되는 네 가지 어려움을 동일하게 설명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병고, 낮은 공적 연금으로 노인 빈곤으로 인한 빈

고, 가족 간 관계의 감소나 단절로 인한 노인의 고독고(무연고 사망률 증

가, 2012년 810명), 노인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무위고 등

－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노동력 감소로 경기 침체 장기화, 즉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로 국가 재정 악화 및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위협 요

인임을 지적

○ 저출산 문제 심각

－ 출산율은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년 1.2명(OECD 평균 1.7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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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서 결혼과 주택 문제, 일과 양육이 양립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함.

－ 결혼과 주택: 결혼과 동시에 주택의 문제는 함께 동반됨. 정부의 정책이 있

다고는 하지만 체감되는 정도가 적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 일과 양육이 양립되지 않으면 출산

으로 이어지지 않음. 맞벌이를 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1)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화하고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2) 입시 전쟁을 종결시키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접근성

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주민의 자산 형성 기회 부재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의 경제적 결핍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여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없으며, 특히 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중년 이후의 수급자는 저축

의 기회마저 없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큼.   

－ 현재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근로무능력 청장년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함.

－ 저소득 주민의 미래 소득을 보장할 국민연금 납부 유인 제도가 필요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공 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동시에 지적

○ 인공 지능 로봇 경제는 다수의 실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함. 

○ 기존의 경제 정책, 신자유주의로는 완전 고용 달성이 불가능하며, 인공 지능 4

차 산업 혁명의 도래, 인공 지능 기술 혁신이 진행되며 세계적으로 일자리 감

소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식정보화,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불안정한 사회발전, 감시사

회 등의 발달로 인한 불안 양상

⧠ 기타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지적한 사회적 문제

○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한 정부의 인식과 복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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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복지정책을 수반할 때 보편적 논의보다는 선별적 측면에서 제도 개

선,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향

－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한 정치적 논쟁, 서울시 및 성남시 청

년지원의 많은 부문이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 사회적 환경 변화와 미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 우울증 등 정신

적 문제 

－ 우리나라는 OECD 기준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노

인빈곤율과 더불어 사회, 가정 내 불안이 실제 자살로 연결되는 부정적 연

결고리가 높은 상황

○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지역별 편차 심화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 대도시 위주 의료 기관 집중에 따른 타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 곤란

나. 사회복지제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견해

⧠ 위에서 지적한 주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동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방안이 제

안됨.  

○ 원만한 노사 관계의 발전과 유지, 기존의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 등

○ 최근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향상을 통한 노동시장 

유인책 마련 등

－ 해외 사례로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model)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재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

는 기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함.

※ 유연안정성은 2005년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연성(flexibilit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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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security)의 합성어임. 기업에는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는 안정적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된 직업훈

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지원을 약속하는 것으로 덴마크가 주요 사례로 여

겨지고 있음(박성준, 2010, p.26). 

⧠ 소득 양극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제안 

○ 소득의 양극화 불균형 개선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 등에 의한 조세 수입으로 최

저임금 인상 지원 등 근로소득 빈곤 격차 해소 지원 필요

－ 조세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됨. 사회복지 원칙은 ‘보편주의’로 진

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청년수당 등을 위해 조세부담

률과 공공 사회복지 지출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 등 노인 빈곤 가구의 최저 소득보장

○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한 정부의 인식과 복지 대책 전환

－ 노동 및 복지 문제를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통해 개

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복지 모델이 시행되어야 함.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보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 제안

○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교육에 대한 국가 보장이 필요함(� 충분한 

금액의 출산수당 지급, 육아휴직 기간의 의무화 등).

－ 이미 주요 정당 중 한 곳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아동

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당제도의 개편은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저출산과 아동 양육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입시와 사교육 시장에 대한 개

선을 함께 제안하며 교육부의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함.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로는 정신 건강과 복지 확대로 나타나는 

부정수급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지적함.

○ 정신 건강 미약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뿐 아니라 전 세대를 포함하는 “정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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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태 파악” 과 범국가적 정신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 

대안이 요구됨. 

－ 전국민 정신 건강 서비스 실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심리 치료

－ 국민건강보험 정기 검진 등에 정신과 치료 확충 및 지원

－ 운전면허 신규･재발급, 적성 검사, 국제 면허증 발급, 여권, 주민등록 발급･

재발급에 정신 건강 검진 항목 추가

－ 정신과 치료 병력이 취업 등 사회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본인, 가족, 정신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국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정신 건강 바우처 제도 도입

� 일부 사례로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바우처는 지자체별 국비 지원 아

래 현재 시행 중임을 강조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정수급자(소득 미신고, 가족관계 해체 허위 주장, 조건 불이행 등)에 대한 

구속력 미약으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양산 및 공신력 저하

－ 보장기관 확인 소득, 가족관계 해체, 사실혼 등 증빙 자료 자체가 모호하고, 

담당자의 추정으로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피상담자와의 갈등 우려

로 소극적 업무 처리

－ 부정수급 개연성이 있는 규정에 대한 강화 필요

� 특히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액 상향 조정, 생

계급여 중지 기한 설정 및 기한 경과 후 보장 중지 등.  

－ 보험, 상속, 소득세 인적 공제 등  타법 연계 적용(사실혼, 가족관계 해체 등

의 사실을 공유 동시 적용)

  2.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견해

⧠ 현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진이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에게 제

안한 모델은 사회수당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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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개념, 정의, 문제점, 주요 사례 등

을 제시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와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대안적 소득보장으

로서 어느 것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봄.

○ 위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았음.

⧠ 사회복지, 소득보장의 대안으로 최근 스위스나 핀란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

한 바가 있습니다. 

○ 기본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으로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본소득이 아니면 대안적 소득보장으로 어느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가.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는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역시 긍

정과 부정의 의견이 함께 나타남.

○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 부정적 견해는 주

로 재원 조달, 노동 가치, 급여 수준 등 기본소득 도입 시 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부정적 견해가 많이 있었음.

○ 긍정적 견해로는 사회적 위기 대처, 인간 존엄성 강화, 정부 불신 해소 등을 지

적함.

⧠ 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았음.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과 급여 수준, 대상자 등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일부는 현재도 세금 세율이 높은데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 재원 조달의 문제 지적과 더불어 조달이 가능하다면 국가의 기본 의무로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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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액수라도 시작되어야 하는 제도로 판단함.

－ 대상으로는 재원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노인, 중증 장애인 등)과 점진적

으로 청장년층으로 확대

－ 특히 청년의 취업난은 개인의 역량 부족 탓이 아닌 노동시장의 위축 등 사

회 구조적 문제이므로 기본소득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기본소득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동시장의 가치, 현재 빈곤층과의 관계 설

정의 문제 지적

○ 근로에 대한 가치가 약화되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경제 위기 이후 노인･근로자･청년･탈북자 등 새로운 빈곤층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복지 재정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도 기본소득 도입에 영향을 줄 

것임.

○ 기본소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연계되고 건강한 소비 문화와 노동

에 대한 가치, 금전에 대한 건강한 가치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지적하

기도 함.

⧠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견해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기보다는 노인, 저소득 근로자, 청년 

등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 도

입 검토

－ 비슷한 견해로서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

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단 기존 사회복지제도와의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 기본소득 급여 수준에 대한 견해

○ 기본소득 제도 도입 시 ‘현실에 맞는 급여 책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과도한 

수준, 단순히 생색내기식의 급여는 예산 낭비와 제도의 실패를 가져올 것을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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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장기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노

동시장과 연계되어 직업 훈련과 자기 계발, 취업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 기간을 책정해야 함. 

○ 기본소득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우리 사회는 소득보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홍보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기본소득 도입 시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기준액 보장 후에 추가

로 지급 되어야 함. 기초연금처럼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여 사실상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기본소득 제도는 노인, 저소득 근로자, 청년 등 새로운 빈곤층을 대상

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함.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

에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파악하여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기존 복

지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고려해야 함.

⧠독특한 사회 문화로 인한 기본소득 도입의 문제점

○ 한국 사회는 평등 의식에 대한 독특한 형식의 문화가 잠재되어 있음. 일률적인 

보장은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 측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됨.

－ 특히 부의 축적 과정과 불평등한 임금 구조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인식

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기타 도입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견해가 심각한 대립 현상

을 가져올 수 있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력한 만큼 가져가야 한

다는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사회적 나태) 문제가 있음.

－ 고소득, 저소득계층 모두의 근로 의욕 저하, 경쟁 없는 사회로 인한 생산 활

동의 감소와 경제 발전 가능성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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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증가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 모럴해저드 우려

－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조세를 활용한 지원’을 강조해야 하며 목표가 

불안정 할 경우 모럴헤저드가 발생함.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일부이지만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함.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함.

○ 다가올 사회적 위기에 대처 가능   

－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우며,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로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일정 수준 기본 소득보장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 보장 

－ 청년 실업, 고령화의 심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비정규직, 실업자,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등의 해소, 건강한 국민으로 살아 갈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

○ 기본소득이 복지 수혜자와 납세자 사이의 불일치 문제 해결

－ 기본소득은 증세에 대한 정부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정해진 법

률에 따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소득이기 때문임. 

○ 이 외에 이미 기본소득 형태의 사회수당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예를 들어 기초연금, 무료 급식, 무상 보육 등임.

－ 귀농･귀촌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제시

� 근거로 도시 중심의 인구분산, 에너지･먹거리 문제 해결 가능성 높음.

� 귀농･귀촌 후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과 정착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

－ 정치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제기. 향후 제도 도입 시 증

세가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제도 홍보(개념, 대상, 급여, 지원방법 등)의 중

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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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적 소득보장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 대안적 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으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기존 제도들을 통해서도 대안적 소득보장이 가능함을 제안하기도 함.

○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전면적 시행보다는 점진적,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제도 도입을 강조함.

⧠ 기존 제도를 통한 대안적 소득보장

○ 근로자에게는 생활 가능한 최저임금 소득보장

○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보장은 부양의무자 삭제

○ 각종 급여 지급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최적 생활비로 변경

○ 사회보장 체계의 완비가 선행 되어야 하며, 행정 등 관리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임. 다양

한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충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체감도도 높지 않은 상황

－ 건실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 행정 등 관리비용을 줄이고, 현재 선별적 서비

스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 측면에서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이 확

대되어야 함.

○ 촘촘한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를 통한 대안이 바람직하며, 현행 급여 제도의 자

격 기준 및 특례를 다양화, 개별화하여 기존의 급여 탈락자의 사례를 재조사하

고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안으로 가능함.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간의 간격 세분화 및 자격 기준 개별화

－ 차상위 계층 위의 중위소득 50% 까지의 소득보장 현실화

－ 현행 제도의 특별 범위 다양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처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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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초연금 현실화

－ � 노인 가구의 실급여(월)가 일백만 원 이상인 가구 설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개인연금(주택 연금, 보험 연금 등) + 금융 이자 

소득 + 사회 공익 일자리(노인 일자리 확대) +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의료 현물,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가구별 바우처 지급, 복지관·시

설 이용 서비스, 식사 반찬 방문 배달, 가정 방문 간호 파견 등)

－ 기초연금 지급이 예산의 문제라면 국민연금 등 기본 재산 소득인정액이 적

은 계층부터 차등 지급 또는 연령을 상회하여 지급(� 68세 이상) 

⧠청년층에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함.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청년 대상부

터 시범적으로 실시함.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견해

○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

－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 체계에서 고부담 누진 직접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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