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신체적·정신

적손상이생길수있다. 그러한손상은후천적

으로발생하는것이대부분인데그만큼대다수

의 사람이 손상 발생이후 종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며, 종전과 달리 새롭게 생긴 욕구

에 직면하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구가 필요할

수도있고자신에게맞는의사소통방법이요구

되기도 하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른한편으로는그러한욕구를지닌존재라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이라는 장벽앞에 놓이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는 이윤창출에

의압력과, 무한경쟁과탈규제로압축되는세계

화의추세앞에서장애인은끝없이생산성의서

열앞에서실직과실업의모습으로자리매김된

다. 추가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비용보전이

필요한반면, 소득창출에의기회나수준은오히

려낮아장애인으로살아가는삶은이중적곤란

앞에놓이게되는것이다. 

이러한실존적삶의위기에적절하게대응해

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책무중 하나다. 장애

인의 복지권, 이동권, 접근권, 차별시정요구권

을 보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텐데, 이 중에서

도소득보장은생존권적기본권과직결되어있

으며 타 분야 보장내용을 지탱·유지시켜주는

토대적역할을수행한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

한위치를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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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는 크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적 성격의 급여인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과

근로능력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사유에 대한 소득보장적 성격의 근로및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Benefit)로대별될수있다. 그만큼양제도의목적과취지는상이하기때문인데우리나라에서는장애기초연금을도입하면서장애수당

과상쇄적관계를설정해놓음으로써제도설계의논리성이떨어지고향후추가적급여제도가신설되고아울러사회서비스정책과의정

합성문제에서논란을일으킬수있는불씨를잉태한것으로이해될수있기때문에향후이에대한깊은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

본다.

영국장애소득보장체계의
현황및시사점
Financial Support for Disabled People in UK:
What is it offering us?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는각종감면제도와함께현금급여로서장애수

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지급해 오고 있으며,

기초장애연금의시행을목전에두고있다. 하지

만성격이전혀다른장애수당과기초장애연금

을상호연계시켜놓음으로써장애로인한추가

비용 보전적 성격의 소득보장책과 근로기회의

상실및근로능력의저하로인한생계위협으로

부터의탈피를위한소득보장책의개념적구분

이되지않고있는혼돈속에빠져있다. 이에이

러한내부적문제점을보다객관적으로직시하

고이에대한방향설정을재모색하기위한노력

이필요하다고점에서아래에서는영국의소득

보장정책의 틀내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추가비용보전적 성

격과 근로기회상실에의 보전적 성격의 내용을

함께살펴보고이로부터시사받을수있는함의

를모색해보고자한다. 

2. 영국의소득보장체계개관

먼저 장애관련 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보기 전

에, 영국의전반적인소득보장체계의윤곽을살

펴볼필요가있다. 장애인소득보장체계만들여

다 볼 경우 정작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총체적인급여의종류와상호간의관계를

알지못할수도있기때문이다. 

영국의 사회보장지출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정도로서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해서

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의료 및 교육정

책을통해빈곤으로의이양을사전에예방하고

각종소득보장정책을통해빈곤해소및소득재

분배를꾀하고있는모습은매우인상적이다.

영국 소득보장의 종류는 크게 자산조사급여

와 비자산조사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산

조사급여에는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소

득지원(Income Support)과구직수당(Job Seeker

Allowa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그리고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이 있다. 첫째, 소득

지원은 기초생계비용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보충급여방식으로 지급된다. 소득지원

을 받으려면 16세 이상 60세 이하로서 전일제

(full-time) 학생이 아니면서 주당 16시간 이하

로일하고있어야한다. 자산(거주용주택제외,

파트너자산포함, 자녀분제외)이8천파운드이

하이거나케어홈에사는경우1만6천파운드이

하이어야하며자산조사를통해확정한다.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생기면 무료

처방료와 치과치료, 주거급여, 사회기금(Social

Fund1)), 학교 무료급식 등을 부가적으로 받을

수있는자격이생긴다. 둘째, 주거급여는세들

어사는집이상업적목적의임대차계약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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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금은 일상적인 수입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특정한 지출소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고

안된정부기금이다. 이러한사회적기금은정규부문과비정규부문으로나눌수있다. 정규부문은모성비용(Maternity expenses),

장례비용(Funeral expenses), 동절기연료비용(Cold weather and winter fuel)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regulations)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생긴다. 반면, 비정규부문에는 지역사회보호보조금

(Community Care Grants), 생활자금대여(Budgeting Loans) 그리고 우리나라 긴급복지지원과 유사한 위기대여금(Crisis

Loans)이 있다.



하고, 집 주인이 가까운 친척이나 前파트너 또

는 신청자 자녀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아울

러제시되는자산기준을충족해야하며소득지

원, 구직수당, 연금크레딧의수급자이거나그와

유사하게매우낮은소득으로생활을영위하는

상태여야 한다. 셋째, 연금크레딧은 60세 이상

으로소득인정액이일정수준이하일때보증크

레딧(guarantee credit)은1인기준￡132.60 (2인

기준 ￡202.40) 지급되며, 65세 이상에게 지급

되는저축크레딧(savings credit)은수입이￡184

이하(2인 ￡270)일 때 ￡20.52(2인 ￡27.09)가

지급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2010년 4월부터

2020년까지 보증크레딧의 상한연령이 점진적

으로상향조정되고있는과정에있다. 

비자산조사급여로 급여체계에서 소개되는

것은 수발수당(Attendance Allowance), 사별수

당(Bereavement Allowance), 아동수당(Child

Benefit),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

산재장애연금(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Pension), 노동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

모성수당(Maternity Allowance), 법정입양지불

(Statutory Adoption Pay), 법정모성지불

(Statutory Maternity Pay), 법정양육지불

(Statutory Paternity Pay), 법정상병수당

(Statutory Sick Pay) 등이있다. 그러나이중에는

새로운급여가생기거나두개이상의급여가통

합되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에도종래의제

목으로급여를받던사람은그대로받게되고신

규수급자는새로운제도하에도입된명칭의급

여를받게된다. 한편, 소득보장의주요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를들수있다. 소득대체율이다른

복지선진국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기초연금

(flat-rate basic pension schemes)과소득비례연금

(earning-related schemes)으로 이루어진 2층 연

금체계를갖추고있으며특히기초연금은NHS

와 더불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정책의 양대 축

으로서 미흡하나마 고령자의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하는주요기제로작동하고있다2).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는 중앙정부로서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3)가, 지방에서는 노동연금

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JobCentreplus

에서 담당한다. 개별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

서 담당하지만 소득보장은 노동연금부가 자체

행정조직을 가지고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보

장급여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복지-노동간

연계를꾀하고노동시장에의진입과탈퇴를유

기적으로 연계하여 당사자 중심으로 일선행정

을구현한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3. 영국장애소득보장체계의현황

영국은 보편적 복지체계의 이념적 기초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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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재은·지은정. 2005. “영국의 기초소득보장과 기초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

술대회자료집, 4, pp. 557 ~ 586.

3)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노동연금부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건강보험제외)을 담당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보

건의료및개별사회서비스정책을, 교육은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담당하고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매우다양한비자산조

사급여체계를마련·제공하고있다. 즉, 인구특

성상, 일정 사유 발생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저소득여부와는

별개로 지원되고 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저소득계층이면 생계보장을 위한 정

부의 제도적 그물망 안에 포섭된다. 그러나 소

득수준과관계없이장애로인한추가비용은소

요되게마련인데이에대한정부의보전책이필

요하다. 즉, 장애인으로서 근로의 댓가로 임금

을받고사회보험료를지출하게되면필요한것

은추가비용보전적성격의장애생활수당정도

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장애로

인해소득을상실하게되거나일정수준이하로

하락하는경우에는빈곤에직면하게되고근로

의욕이있더라도노동시장내에서근로할기회

를가질수없는경우에대한정책적개입이필

요하다. 물론장애인으로서노동시장내에머물

러있다가이후신체적·정신적손상의악화로

인해소득이상실되거나감소되는경우도이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수없기때문에각종사회보장정책적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국의 장

애관련 소득보장체계는 크게 소득상실에 대응

하는부문과장애로인한추가적비용을상쇄시

키는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덧붙여서특정연령대에지급되는것들과사회

적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와관련하여지

방정부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Scheme)도함께여기에서서술

코자한다. 

1) 소득보전지원시책

남자 65세 이하, 여자 60세 이하로서 질병이

나장애로인해근로할수없는경우에대해소

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원정책은 중증장애수

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수당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은 현재로서도 이 급여를 받게 되는데 2008/

2009년도에는 기본(basic rate)￡51.05 정도, 그

리고 성인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30.40이다.

그러나 이 수당은 2001년도에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노동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

을 도입하게 되었는데4) 지급수준은 <표 1>과

같다.

근로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는 법정

상병급여를 28주 동안 받은 후에 동 급여 신청

당일 국민연금 기여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는 저등급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법정상병급여

신청당일부터 국민연금 기여조건을 만족시키

는 경우에는 바로 고등급으로 전이되고, 6개월

이내에사망할가능성이있는질병에걸린경우

또는장애생활수당을받는경우에는바로장기

로 전이된다. 한편, 법정상병급여를 받을 자격

이없었던경우에는동급여의저등급부터시작

할수있고만약사망할가능성이높을경우또

는장애생활수당을받는경우고등급또는장기

로바로전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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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능력상실급여가 수급에의 의존

을강하게잔존시키도록설계되어있다는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상실

급여(Incapacity Benefit)와 소득지원(Income

Support)를 통합하여 2008년 10월부터 고용및

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으로 변경하였다. 즉, 종전의 급여체계는 수급

후3년동안탈수급을위한노력이강제되지않

았으며급여사용처에대한책임도부여되지않

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가있으므로제도개선을통해급증한수급자수

를단계적으로줄여나간다는방침을새로운제

도도입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능력상실급여수급자가다시취업할수있

도록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취업하더

라도최대1년까지노동능력상실급여를지급하

는것을골자로하는‘Pathways to Work’를대

체하여 새로운 근로능력평가(Work capacity

Assessment)를도입하였다. 이에따르면고용및

지원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근로능력평가 결

과에 따라 근로관련 활동요소(work-related

activity component)와 지원요소(Support

component)로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근로능력상

실급여보다더높은수준의급여를제공하고근

로능력손상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대해

서는 종전의‘Pathways to Work’프로그램 참

여를 의무화하고 고용및지원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근로능

력손상이거의없는자에대해서는고용및지원

수당을지급하지않고급여수준이더낮은실업

급여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6). 이러한 고용

및지원수당은 지급신청의 처리기간인 13주 동

안에는25세미만독신인경우에는￡51.85, 25

세 이상인 경우에는 ￡65.45까지 지급된다. 13

주이후에는두가지로나뉘는데충분한국민연

금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의 ’기여에 기초한 급

여‘의경우에는￡91.40을, 그렇지못하면서수

입이일정수준이하이고저축이￡16,000 이하

인’소득에기초한급여‘일경우에는￡96.85를

50 _ 보건복지포럼 (2010. 6.)

표 1. 근로능력상실급여분류및금액

Non-Means-Tested Benefits(周當) 청구인

근로능력상실급여
단기

장기(28주초과)

저등급(28주): 연금연령미만

고등급(28-52주): 연금연령미만

저등급: 연금연령초과

고등급: 연금연령초과

연금연령미만만해당

68.95

81.60

87.75

91.40

91.40

자료: www.direct.gov.uk5)

5) http://www.direct.gov.uk/en/DisabledPeople/FinancialSupport/IncapacityBenefit/DG_10016082

6) 윤상용. 2009. “최근 주요선진외국의장애인소득보장과고용서비스의연계동향및시사점”. 재활복지. 13(3). pp. 225~249.



받게된다.

2) 장애비용보전지원시책7)

장애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과 수

발수당(Attendance Allowance)이있다.

수발수당은 1971년에도입되었는데주당￡

67를 밤낮 24시간 도움과 수발이 필요한 장애

인에게지급된반면, 밤또는낮동안에만돌봄

이 필요한 경우에는 ￡45가 지급되었다. 이는

모두성인에게만지급되다가이후모든연령대

로 확산되었다. 한편, 이동수당(Mobility

Allowance)은 1976년에 도입되어 보행이 불가

능한65세미만의장애인에게만지급되었다. 장

애생활수당은이양자를통합한것으로서65세

미만 장애인에게 돌봄요소(care component)와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로포괄하여지급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장애생활수당은‘자신

을돌보기위해도움이필요하거나걷고돌아다

니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한 수당’이다.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살아가

는데발생하는추가비용을보전해줌으로써실

질적인생활수준의하락을방지하는목적을가

지고 있다. 자산조사(means-test)를 필요로 하

지않으며동수당에대해서는세금을부과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여부와관계가없다. 

동수당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두가지요

소로구성되어있는데하나는돌봄요소로서장

애아동이필요로하는보호·돌봄의정도에따

라 최고율(￡67.00), 중간율(￡44.85), 최저율(￡

17.75)의 3등급으로 나뉘어서 지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동요소인데 장애아동이 외출시

타인의도움이필요한정도를고려하여최고율

(￡46.75), 최저율(￡17.75) 2등급으로구분되어

매주 지급되고 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비장애관련테스트와장애관련테스트를받아야

한다. 비장애관련테스트로서 돌봄요소(Care

Component)를 신청하는 것은 출생~65세미만

이 가능하며 지급은 3개월부터 시작된다. 아동

에 대해서는 추가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동요소

(Mobility Component) 신청과 관련해서는 고등

급의경우는2년9개월, 저등급의경우는4년9

개월이 걸린다. 지급연령은 고등급의 경우 3세

이상, 저등급의경우에는5세이상이어야한다.

마찬가지로아동에대한추가테스트가있다. 장

애관련테스트는<표2>와같다.

한편, 수발수당은‘65세이상신체또는정신

장애가있고안전하게생활하기위해개인적보

호또는감독이필요한사람에대한수당’이다.

이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러한 욕구가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실제적으

로도움을받고있느냐에대해서는상관하지않

는다. 지급수준은장애생활수당과동일하되, 돌

봄요소의최저율은적용하지않고2등급으로만

나뉘어져 있다. 동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

과되지않으며실제로돌봐줄사람이있느냐를

묻지않으며국민연금기여조건과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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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생활수당과 수발수당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장애종별 및 인구특성별 특징, 수당지출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Berthoud, R. 2009. The Impact of Disability Benefit: A feasibility study. Working Paper No 58.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참조. 



3) 소득상실및추가비용보전시책

소득보장과비용보전적성격을공히갖고있

는경우로사고로인한산업재해로장애가발생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산재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Pension)를들수있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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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애생활수당구성요소별장애관련테스트내용8)

구성요소 주요기준

돌봄요소

(Care Component)

1 신체적기능과관련하여수시로낮동안주의를요하거나

2 자신에게나타인에대한결정적인위험한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낮동안지속적인감독이필

요하거나

3 밤동안 신체적 기능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반복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밤동안 다른 사람이 깨어서 장기간 매우 짧은 주기로 자기를 지켜보아야 하거나 자신이나 다

른사람이위험에빠지지않게하는것이필요한경우

5 하루 중 상당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적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

가있을경우

6 여러가지재료가있어도요리를해서먹는主식사를자신이준비할수없는경우

o 고등급: 1, 또는 2에해당하고 3 또는 4에해당하는경우

o 중등급: 1, 2, 3, 4 중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o 저등급: 5 또는 6에해당하는경우 (16세 미만인경우 6은적용안됨)

이동요소

(Mobility Component)

o 고등급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적 장애를 수반하는 지적장애의 경우에도 고등급

에해당)

* 걸을 수없는경우

* 육안으로볼때걸을수없는경우

* 걸으려는노력이자신의건강을악화시키거나생명에지장을초래할경우

* 발이나다리가없는경우

* 청각장애인또는시각장애인인경우

* care component의 고등급인 경우와 극도의 위험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중증정신장애인

인경우

o 저등급

-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친숙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자가 없이는 건물밖에서 시설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어야함. 

8) Greaves(2005).



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재, 사고 발

생당시피용인이어야하며자영업은해당되지

않는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은 연령과

장애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애가 100%인

경우에는18세이상이￡145.80을, 18세미만은

￡89.35 정도를받게되며, 50%인경우에는￡

72.90, ￡44.68을받게된다. 

산재장애급여를 받는 경우 중에서 장애가

100%인 경우에는 전쟁장애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상

시수발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을

받을수있다. 상시수발수당은당사자에게발생

한장애의범위와돌봄필요량에따라 4가지급

여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고 ￡116.80에

서 최저 ￡29.2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산재장애급여는 노동상실 보전적 성격이 강하

며이와연계되어있는상시수발수당은장애비

용보전적성격이강한급여라고볼수있다. 

4) 사회서비스 대체적(代替的) 성격의 소득

보장9)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장애인 당사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Scheme)를 들 수 있다. 직접지

불제도는 1948년에 제정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따라‘지방정부는현금급여(cash

benefits)를제공하지못한다’고한법적규정에

따라사회서비스비용을장애인당사자에게지

급코자 하는 지방정부의 현금지급방식이 오래

된관행에위배되는것이라는이유로중앙정부

에서는아주완강하게법제정에대해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

자에게서비스에대한통제권을넘기면서비스

에대한욕구가얼마나분출될지예측하기어려

워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아울러 1992년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던

Virginia Bottomley 보건부장관은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지불제도는 불법이라는 것을 명시한

지침을시달하면서장애인당사자에의한사회

서비스에대한통제권확보는매우어려운상황

으로돌입하게된것이다10). 그러나한편으로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서

비스국장협의회(Association of Directors of

Social Services)에서는 직접지불제도 법안에 대

해지지해주었고, 결정적으로는정치적으로독

립된정책연구원(Policy Studies Institute)에서기

존의 장애인서비스와 직접지불제도에 의한 활

동보조서비스 구매간의 비교연구를 수행한 결

과, 서비스의질, 비용및이용자만족도에서후

자가훨씬높은점수가나온연구결과가도출되

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

서는 연구결과 발표 1주일 전에 직접지불제도

의도입을전격적으로발표하였던것이다11). 이

러한 직접지불제도는 자립생활이념에 따라 서

비스이용에의통제권을장애인당사자가행사

할수있게되었다는점이가장큰의의라고할

수 있으나 부수적으로는 선택적이나마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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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현금급여의종류가늘어난것으로간주

될수있다. 

4. 영국장애소득보장체계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

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로서 공공부조

에해당하는사항은자산조사조건급여에해당

하는 반면, 소득지원과 근로능력상실급여를통

합한 고용및지원급여 중 소득관련급여부문에

해당하는경우에는소득과저축의수준을고려

하지만이를제외한대부분의장애인소득보장

체계는모두자산조사를하지않고급여조건에

부합하면비과세로지급한다는점이다. 사실신

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욕구는소득수준에따라달라나타나지않는다.

그러한욕구에대응하기위한지출은실제모든

장애인의가처분소득의저하를가져온다. 그저

하분만큼자신의삶의수준은떨어질수밖에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국한되어 있었

고, 소득수준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로 인

한 추가비용으로 인한 실질가처분소득의 하락

분에대한정부지원은없으며이에대해서는장

애인개인이고스란히그부담을떠안도록하고

있다. 그러므로장애로인한추가비용의보전적

성격을 지니는 장애수당은 비자산조사급여로

제공하거나고소득자에대한무차별지급에대

한논리적부담을감안하더라도적어도중위소

득가구까지는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본다. 

둘째, 영국의사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적성격의급여제도

인‘장애생활수당’과 소득창출기회 상실에 따

른소득보장적성격의급여제도인‘고용및지원

급여’를 병렬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만큼 이

양자의성격은서로배타적일뿐만아니라급여

의목적도다른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는

장애기초연금의 기초부문과 장애수당의 개념

적기초를동일하게공유하고있어논리적모순

을 배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장애기초연금은

끊임없이그제도적성격과지향점과관련된의

문이지속적으로제기될수있는가능성을잉태

하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고향후신설

될또다른급여와연계될수있는가능성을고

려한다면현재존재하고있는제도의성격과제

도간관계성을명확하게하는것이훗날일어날

수 있는 개념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장

애수당과 장애기초연금간의 관련성없는 연정

(戀情)은재논의되어야할것으로본다. 

셋째, 근로와급여간연계에관한것이다. 지

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는 보충급여방

식을채택하면서소득공제율이너무낮아서실

제적으로 근로유인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은주지의사실이다. 전달체계또한보건복지

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흐르는 업무흐름과 노

동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고

용지원센터간의 유기적 업무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개편은 그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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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따라다양하게접근될수있으나이제는

복지와고용간의연계를모색하는것이지방정

부뿐만아니라중앙정부차원에서도함께거시

적으로논의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이는현

금급여지급에대한책임성을지방정부에두지

않겠다는의지의표명일뿐만아니라전통적으

로 소득보장과 개별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중앙과 지방 정부로 나누었던 것과 그 맥을 같

이하는데이에대한세밀한검토도필요할것으

로본다. 

5. 글을맺으며

이글을통해서살펴본영국의장애관련소득

보장정책의내용과그에따른함의는다른문화

속에서생성된제도의무분별한도입을주장하

는데 있지 않다. 영국이 어떠한 급여체계를 갖

추고있는지에대한시사점보다는어떤논리체

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급여명칭과

내용을변화시켜왔는지, 그리고장애인권을보

장하기위하여보편적수당제도를어떤개념적

구분하에발전시켜왔는지에관한맥락적정보

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서점을 주는지에 있다.

결국 다양한 종류의 비자산조사급여를 구비하

고있고비용보전적성격과소득보장적성격의

급여체계를 공히 갖추고 적어도 신체적·정신

적 손상으로 인해 삶의 질의 수준이 하락되는

것을막으려고하는정부의의지를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막 시행하려고 하

는 장애기초연금의 제도적 성격을 장애수당과

의관계속에서재정립하는것, 보편적수당제도

로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적 신설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정책과

의정합성을고려한횡적연계를세밀하게검토

하는작업으로가시화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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