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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복지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투명한 

집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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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맞춤형 복지 제공이 강조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추세지만 복지예산 

확보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영미 권 국가를 포함 한 선진국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HM Treasury, 2015). 

호주에서도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복지사업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비도덕적 의도에 의해 부정하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AIC, 2011). 이는 수급자의 의도적인 기만(intentional fraud)과 함께 공급자의 행정 

오류(official error)를 포함한다. 공급자의 행정 오류는 의도된 실책이나 부패라기보다는 

행정 인프라(정보 시스템, 정보 연계 등)의 미비로 복지행정 업무 처리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류이지만, 광의적 측면에서 부정 수급에 포함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 수급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검토한다.

복지급여 부정 수급 사례 분석

 | 부정

호주의 복지사업은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이들 대부분은 자산 조사

(means test)에 의해 수급자 판정이 이뤄진다. 즉, 호주의 현금성 복지급여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표적성이 강하다.

표 1  자산조사에 의한 현금급여 지급 비중(Income means tested benefit/cash only)

2008 2009 2010 2011 2012

호주 72.3% 79.8% 77.6% 78.1% 77.9% 

자료: OECD(2014), Social Expenditure database(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성 복지급여 중 77.9%가 자산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자산 

조사를 위한 행정 인프라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특히 자산 조사를 위해 1983년에 

구축한 정보 시스템(Income Security Integrated System, ISIS)은 노후화되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지급여 신청 

시 복지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해 자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 

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DHS, 2015b).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현황 및 관리 방안: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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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에서 때문에  제시한 주요 부정수급 이용 

원인을 살펴보면 (1) 증명서 위조 또는 타인 증명서 이용, (2) 거짓 개인정보 제출, (3) 신청 정보 

누락, (4) 가구원 수 및 부양 의무자 미신고, (5) 자산 신고 누락, (6) 사망자 미신고, (7) 수급 기간 

중 해외 출국 미신고 등의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AIC, 2012).1)

 | 부정 수급 실태 및 사례 분석

호주범죄조사원(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IC)은 2006~2009년 3년 동안의 전체 복지 

대상자 1,986만 건 중 1,257만 4,725건을 표본 분석한 결과 약 15.7%에 해당하는 197만 

2,833건을 부정 수급으로 판정해 자격 중지 및 급여액 차감 조치를 취했다. 특히 전체 검토 

대상의 0.8%에 해당되는 1만 5,655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기소건 9,446건 중 9,333건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는 표본 조사를 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3,000명, 하루 9명 꼴로 

검찰에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AIC, 2011, p.23).

표 2  2006~2009년 호주 부정 수급 및 처리 실태
(단위: 건)

전 수급자 표본 집단 중지 및 차감 검찰 송치 기소 유죄 판결

2006~07년 650만 427만 6,281 62만 8,705 5,261 3,400 3,355

2007~08년 652만 443만 1,309 70만 2,624 5,312 2,658 2,624

2008~09년 684만 386만 7,135 64만 1,504 5,082 3,388 3,354

계(3년) 1,986만 1,257만 4,725 197만 2,833 1만 5,655 9,446 9,333

자료: AIC(2011), p.23.

호주범죄조사원(AIC)이 2009~2010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 4,018건을 분석한 

결과 출석 서약 판결이 1,468건(3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집행유예(935건, 23.2%), 

지역 봉사(949, 2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 수급으로 인한 구속 수감도 284건으로 전체 

유죄 판결의 7% 수준이었다(AIC, 2011, p.32).

표 3  2009~2010년 부정 수급으로 인한 유죄 판결 유형
(단위: 건, %)

 유형

연도
출석 서약 지역 봉사 벌금 정기 구금 집행유예 구속 수감 기타 합계

2009~10년 1,468 949 328 26 935 284 28 4,018

% 36.5 23.6 8.2 0.6 23.3 7.1 0.7 100

자료: AIC(2011), p.32.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변동된 소득 내역을 통지하지 않거나 자신의 소득보다 

낮춰 신고한다는 점이다(AIC 2011). 호주 감사원(ANAO)에 따르면 부정 수급 발생 원인 중 상시·

일용 근로소득 미신고 및 부정 신고가 79.1%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세대 구성·

재산·증명서 위조 등에 따라 부정 수급이 이뤄진다고 보았다(ANAO, 2010, p.63).

 | 복지급여 부정 수급 대응 방안

법적 대응 방안

호주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1999) 제212조부터 제215조에 따르면 복지급여 신청 시 허위 청구, 허위 문서 제출, 허위 진술 

등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6조에서는 복지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분 사칭을 중대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6).

호주 정부는 형법(The Criminal Code 1914)을 통해 부정 수급의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형법  

제135조 1항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부정행위(general dishonesty)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재정 관리 및 책임법(Commonwealth Financial 

호주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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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과 연방정부 부정 통제 지침(the Commonwealth Fraud Control 

Guideline)에서는 복지급여 담당자에게 부정 수급 예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센터링크 

등 복지급여 집행 기관은 매년 상세한 부정 통제 계획(Fraud Control Plan)을 수립하고 있다(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6).

범정부적 부정 수급 대응 방안

휴먼서비스부(DHS)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 

연방경찰청 등과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맬컴 턴불 총리는 2015년 11월 

청렴TF(Taskforce Integrity)를 구성해 부정 수급 의심자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렴TF는 2019년까지 범정부 행정 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부정 수급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사업을 표적화해 심층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휴먼서비스부, 국세청, 연방경찰청, 호주범죄조사원, 이민국 등 범정부 간 데이터 공유 파트너십 

구축과 부정 수급자 적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DHS web에서 2016. 2. 16 인출).

호주 휴먼서비스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 데이터 매칭 기법 활용, (2) 각종 증명서 

검토 강화, (3) 미행 감시 및 동영상 촬영, (4) 과학범죄수사 및 현장 수사 강화, (5) 부정 수급 

발각 즉시 검찰 기소, (6) 환수 조치 강화, (7) 시민 신고 강화, (8) 규범 준수 및 부정 수급 방지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부정 수급 관련 대국민 전화 신고를 

강조해 (1) 익명으로 신고 가능, (2) 구체적인 증거 또는 확증 정보가 아닌 의심 정보만으로도 

신고 가능, (3) 개인정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DHS, 2015a).

그림 1  부정 수급 적발 사례 및 DHS 데이터 분석센터

※ ( 왼쪽 위) 장애연금 수급자가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부정수급 증거 자료로 활용함.

※ ( 왼쪽 아래) 가족급여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 쇼핑 

및 현금 인출을 하는 장면을 몰래 몰래 촬영한 후 

부정 수급 증거 자료로 활용함.

※ ( 오른쪽 위) 휴먼서비스부(DHS) 범정부 데이터  

분석 센터. 

자료:  Daily Mail from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646305/Australian-welfare-cheats-rip-

taxpayers.html. 

정책적 시사점

복지 부문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한 호주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호주 정부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적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상시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2) 우리나라도 복지 부문 행정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보장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활용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호주 정부는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 현장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 휴먼서비스부는 데이터 매칭, 

동영상 촬영, 시민 신고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예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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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별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 범위도 상이하다. 부정 신고 실적과 보상 

처리 수준도 미미하다. 이에 대해 범정부 측면에서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호주 정부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하며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잉 수급의 환수·징수율이 낮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온적이다. 물론 권리 구제 절차의 완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부정 수급자에 대한 수급 

중지-처분·환급 통지-징수 절차도 명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주 정부는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적 청렴TF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위 사업별·부처별 접근이 아닌 사회보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범정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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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1) 자산 조사 등 일정 급여 기준에 따라 자격 이 뤄지결정되는 복지사업은 수급자가 스스로 정보를 정확히 고지·통지하지  

않고 공급자가 수급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부정 수급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

(AIC, 2102). 

2) 호주 휴먼서비스부(DHS)는 노후화된 정보 시스템(ISIS, 1983년 구축)을 개편하기 위해 2013~22년 10년간 단계별로  

8,700억 원(10억 호주달러)을 투자하여 WPIT(Welfare Payment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를 추진 중이다

(DHS, 2015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