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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금년말 혹은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OECD에 가입하려는 시기에 즈음하 

여 우리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福社水準도 經濟發展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經濟發展이 짧은 기간 통안에 先進國의 

문턱에까지 치닫고 있는 데 반하여 福社水準은 서구외 福社社會에 비교되 

기 어려운 초보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經濟發展 水準에 

걸맞는 福社社會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福社社會의 초보적 단계인 最

低生活의 保障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最低生活의 水準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 水準은 韓國福피止社會 틀의 基鍵

일 뿐 아니라， 현재의 주요 福社事業인 生活保護， 基鍵年金， 最低貨金， 그 

리고 租規減免 水準 등의 決定에서 主要 基準資料가 될 것이다. 

본 연구원은 最低生計費 計測調훌짧究이라는 주요 연구를 保健福社部로 

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93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調훌짧究를 하였으 

며， 이를 위하여 保健福社部의 生活保護課， 전국 27개 지역의 읍면·동 社

會福社專門要員 또는 社會擔當職員 그리고 600家口 住民들의 家計輝 작 

성 등의 도움을 받아 부족하나마 94년도 한국의 最低生計費를 추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最低生計費 擺念의 抽象性과 작업의 난이성 등으로 

연구과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 

합한 最低生計費를 거의 모든 消費費 g 에 걸쳐 탐색함으로써 앵겔방식위 

주의 最低生計費 推定이라는 일반적 접근을 지양하였다. 또한 推定結果

의 信賴性을 높이기 위하여 物量方式 이외에도 間接的인 推定方式을 동원 

하여 物量方式의 限界點을 보완코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 

관계 專門家들의 짧究活動에는 물론 國家의 社會保障政策에도 많은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련 學界 專門家 및 政府部處의 擔當官

들께 一讀을 권하고 싶다. 



最低生計費는 2인가구의 경우 全國平均 356천원， 4인가구의 경우 667천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선진국적 개념의 最低生計費에는 못미치지만 

肉體生存的 最低生計費 擺念을 넘어선 水準이어서 우리의 여건을 반영하 

면서 선진수준을 지향하는 입장을 내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는 最低生活的 擺念의 이용이 필요한 각 분야에서 참고자료로 이용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朴純 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金美坤 책임연구원， 이수연， 

정희태， 이경신 및 하길웅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짧究陣들은 연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김희선 국장， 이상기 과장， 최성식 과장， 박재규 

사무관 및 최성락 사무관이 주신 많은 助言과 協助에 대해 감사하고 있으 

며， 원내 검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격의 制限性， 짧은 짧究期間 

등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적지 않게 남기고 있다. 따라서 장차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기대되며 아울러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및 자 

문위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著者들의 意見이며 

本 짧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4年 12月

韓國保健社會짧究院 

院長 延 河 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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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및 建議

<要約>

1. 짧究方向 

本 昭究는 生活保護對象者를 選定하고 給與하는 데 필요한 最低生計費

를 推定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最低生計費는 어느 개인이 혹은 가구 

가 肉體的 生存을 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부터 육체적 활동과 동시에 사 

회 구성원으로서 存立하고 輝外된 階層으로 남지 않을 정도의 활동을 하 

는 데 드는 最小限의 水準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家口構成이나 特性의 差異 그리고 居住地域의 差異 등으로 인해 最低生活

의 擺;융;을 充足시키는 最低生計費의 수준과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最低生活 擺念의 多樣性과 抽象性에 따른 어려움은 이 개 

념이 근대적 의미로 창출된 지난 100여년 동안 계속 부딪혀 온 일이며， 

그동안 서구 福社國家가 最低生活의 수준이나 내용을 시대적으로 변화시 

켜 온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最低生活의 擺念의 多樣性 抽象性 그리 고 變化性은 1994년 韓國의 最

低生計費 결정에 있어서 制約的 要因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時代的， 地域

的 실정에 맞는 最低生計費의 推定을 요구하고 있다. 本 짧究는 分析方

法이나 最低水準의 내용과 水準의 결정에 있어서 先進經濟로의 진입을 지 

향하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最低生計費 水準이 무엇인가를 반영코자 노 

력하였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最低生計費를 推定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所得順

位 下1fL 30% 上下 所得階層으로 정하고 조사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을 

빈곤층으로 국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추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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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最低生活水準을 西歐 先進國에서 

選擇하고 있는 平均的 家口들의 最低生活水準에 접근시키고 所得 分布上

最頻階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생활의 대표성을 지닌 下位 30% 所

得 階層의 生活實態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本 짧究의 目的이 生活保護

對象의 選定 및 給與 水準 결정을 위한 자료의 根據를 提示하는 데 있으 

나， 만약 生活保護對象者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最低生計費를 추정한다 

면， 最低生活 수준이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높아지는 典型的 順向과 

先進經濟로의 志向이라는 測面에서 지나치게 낮게 評價될 쫓慮가 있다. 

따라서 生活保護對象者의 選定 및 給與 水準을 결정하기 위한 最低生計費

그들보다 다소 생활이 낫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最頻

階層인 下位 30% 上下의 階層에서 본 最低生活 水準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묘. 昭究方法

最低生計費를 推定하는 方法도 다양하다. 最低生活의 내용을 직접-만 

켓 바스켓에 담아 넣어 推計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p}켓 바스켓을 費

g 別， 品目別로 具體化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間接的으로 推定하는 방법도 

있다. 最低生活 擺念의 不確實性과 具體化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느 한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信賴性 있는 結論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本

짧究에서는 直接的인 推計와 동시에 間接的인 推定方法도 동원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最低生計費 추정치의 안정성에 대한 信賴度를 增大시키려고 

노력하였다. 

本 짧究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마켓 바스켓의 構成을 통한 最低生計費의 

推定 作業은 1988년도 本 짧究院의 調훌 짧究， 서울大學校의 짧究， 勞總、의 

짧究 등 많存의 調훌 닮究를 基魔로 하였다. 마켓 바스켓 方式의 어려움 

은 最低生活의 構念을 어떻게 具體化하느냐는 것이다. 먼저 마켓 바스켓 

에 包含되어야 할 品目들을 決定하여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흩￡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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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究는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하여 低所得層윈 i업費寶態를 반영학 

여 利用 頻度에 의해서 品目을 決定하거나 專門家들의 專門的이면서도 잖 

\意的인 選擇 決定에 依存하여 왔다. 본 연구는 많存의 짧究 慣行을 수용 

하되 最低生活에 適合한 品目은 生必品이거나 이에 가까운 品目으로 定義

함으로써 뚱必品은 반드시 包含하고 대부분의 著f多品은 排除하는 方式을 

採擇하였다. 

다음으로는 選擇된 最低生活 品目들의 어느 수준이 最低生活에 해당되 

느냐이다. 예컨대 最低食品生活을 構成하는 食品 바스켓은 비록 같은 品

目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最低生活의 요건(예: 營養動雙量)을 充足시키기 

위한 各 食品덤의 消費水準은 여러 가지 組合으로 結合될 수 있다. 따라 

서 各 品目의 어느 消費 水準을 결정하는 데는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른다. 

많存의 짧究는 專門家의 쪼意的 判定에 완전 依存하거나 消費者의 消費行

態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本 짧究는 專門家의 자의성과 

消費者들의 最低生活 維持에 不適合한 消費行態를 橋正하고 두 방법의 分

析的 缺P읍을 補完하기 위하여 間接的으로 最低 消費水準을 追跳할 수 있 

는 방법들(예: 消費困數， 最低支出困數， 主觀的 評價資料등)을 費目別로 採

擇 活用하였다. 

또한 마켓 바스켓의 根本的 限界를 인정하여 消費困數 및 主觀的 最低

生計費 推定과 같은 巨視的이고 間接的인 방법으로 最低生計費의 범주(부 

록 참조)를 推定하여 마켓 바스켓의 推計 結果와 比較 分析함으로써 推計

結果에 대한 信賴性을 增大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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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昭究結果

1. 最低生計費의 推定結果

推定된 費 g 別 最低生計費를 합산한 最低生計費는 全國 2인 가구1) 

35.6만원， 4인 가구 66.7만원이며， 中小都市의 2인 가구의 경우 35.5만원， 

4인 가구의 경우 66.5만원으로 推計되었다. 이와 같은 金願은 附錄에 실 

린 間接的 혹은 巨視的으로 推定된 最低生計費 수준과도 근접 혹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케인즈의 소비함수에서는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60만원의 최저지출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轉換回歸模型의 

경우 4인 가구의 最低生計費는 70.0-79.6만원 사이인 것으로 推定되어 

마켓 바스켓의 推定結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主觀的 最低生計費의 경 

우도 라이덴 方式에 의한 主觀的 最低生計費는 大都市의 경우 71만원， 農

村의 경우 65.6만원이어서 마켓 바스켓 방식의 추정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平均所得에서 評價한 4인 가구의 主觀的 最低生計費는 全國 76만 

원， 大都市 79.2만원이어서 역시 비슷한 範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 

켓 바스켓에 의한 最低生計費 推定은 費目別 最低生計費의 具體化에 있 

어서의 어려움에도 不抱하고 巨視的 分析의 結果와 같은 範牌에 들며 適

合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本 짧究 大都市 4인 最低生計費 약 71.2만 

원은 94년 6월 都市家計의 家計支出(推定金願 124만원)의 약 57.4%, 平均

所得(推定金願 174만원)의 40.9%이어서 Peter Townsend4 Lee 

Rainwater의 絡對쓸困線을 약간 밑돌고 있으나 이는 우리 실정을 고려 

하며 先進國의 最低基準에 근접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本 맑究의 主要 텀 的은 生活保護對象者의 生活水準을 이 社會의 最低生

活 水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必要한 最低生計費를 推定하는 것이다. 이 

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生活保護對象家口들의 가구구성원 특성을 반 

영한 家口支出乘數를 구하였다. 1-2인 가구에서는 老人家口의 비중이 매 

1) 2인 가구는 노인세 대의 특성을 나타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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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므로 1인 

에서 2인까지의 家口規模에서는 老人家口의 특성을 가구균등화지수에 반 

영하였다. 다만 3인 가구의 경우 젊은 夫歸와 한 子女의 家底이 대부분 

이고 4인 가구의 경우 夫據 두 子女가 代表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 

구특성을 반영한 最低生計費를 推定하였다. 

<表 A> 標準家口 (4人家口)의 地域別 費덤別 最低生計費

최 강핑걱급H필주=성 비(%) 

)식 구 「료 분 풍」 「j 2「전)75)1 국짧:58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 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강8，0201 273，깎01271，없01 41 잃 I 39.æ 1 41.12 깎 12 

-;z「- 거 r~36，9821170，9æ [140,176 64,127 20.또 11.13 

광열수도 ~쇄~많 32,1741 31，갱9 I 4.87 I 4.66 4없 1 5 얘 

가구집기 j j | 1 j | 1 가사용품 26，5851 26,8751 26,5421 26,0421 3.99 I 3.78 

댄91 38，4떼 5.78 i 5.42 

4111 30，잃71 48l ! 4또 

5.43 5.77 

7251 | 26,235 l1 5 02 5 33 4.77 4.55 

1 빡 않61 53,586 1 8.04 1 7 않 8.06 9.30 

잃01 인3 i 0.08 I 0.08 0.05 0.10 

••-••-••-• '---•• ! 711,766 665,107 때4141 100 I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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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디特性을 반영한 家口規模었IJ 最低生計費〈表 B> 

최저생계비 
균등화지수 가구규모 

농어촌 

114 

?
ι
 
q
니
 4i 

Ru 

”b 

껴t
 

178,455 
307,824 
471 ,837 
576,414 
661 ,961 
729,242 
778,727 

중소도시 

205,914 
355,188 
없4，439 

665,107 
763,817 
841,450 
898，또O 

대도시 

220,359 
380,106 
582,632 
711,766 
817,401 
900,480 
961 ,586 

전국 

206,402 
356,030 
545,729 
666,684 
765,627 
843，앵5 

900,680 

0.309 
0.534 
0.819 
1.000 
1.148 
1.265 
1.351 

위의 推定結果는 家口特性을 考慮하여 推定한 主觀的 最低生計費(제5 

장 제2절 참조)결과와 매우 비 슷하다. 즉 2인 가구의 最低生計費는 4인 

가구 最低生計費의 53.4%인 데 이 는 主觀的 最低生計費의 분석 결과인 2인 

老/\家口의 53.8%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表 B>의 2인 가구의 

最低生計費 35.6만원은 主觀的 最低生計費의 {없向과 動L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推定順이며 生活保護對象者의 1994년 保護目標水準으로 간주할 

수있을것같다. 

또한 地域別로는 大都市， 中小都市 農村 사이에 最低生計費의 차이를 

두었다. 調훌結果 都農間의 消費行態의 차이가 뚜렷한 品目에 대해서만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消費水準의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1988년 調호結 

果와 比較하면 l일 生活園의 據大 流通構造의 發達 등으로 地域間 消費

行態의 차이가 크게 좁혀져 있었고， 몇몇 費目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두 

기 어려워 지역차이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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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費目別 最低生計費의 推定

가.最低食品費 

1) 營養觀雙量을 充足시키면서 低所得層의 消費寶態를 반영하는 食品

으로 구성된 食單을 維持하는 데 드는 최소비용을 의미한다. 

2) 方法

所得水準 下位 30% 上下階層의 식사조사로부터 먼저 食品鍵取寶態를 

分析하고 營養動雙量과 비교하여 購取의 過했j 또는 不足을 決定하고， 다 

음 營養觀變量을 充足시키면서 저소득층의 소비행태를 최저생계개념 내에 

서 반영하는 食單을 再構成하여 최소비용을 결정한다. 

3) 작업과정 

@ 조사대상 600家口 중 食單記載가 비교적 양호한 260家口를 選定하 

여 食品購取狀態를 分析하였다. 

@ 성인 1인당 熱量 및 營養素 등의 鍾取實態를 韓國人 營養觀雙量과 

비교하면서 營養判定을 하였다. 

@ 食品消、費寶態와 熱量 및 營養素 등의 評價를 基準으로 最低生計를 

위한 食品의 種類 및 量을 策定하여 食品 마켓 바스켓을 構成하였다. 

@ 食品價格은 조사된 食品品 g 의 單價(中品， 最頻f直)를 이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면서 物價調훌資料를 이용하였다. 

@6월 最低食品費를 季節調整指數로 조정하여 연간 월 평균 最低食

品費를 구하였다 

4) 結果

φ 調훌結果 韓國人 營養觀雙量에 비하여 칼숨과 비타민 B2가 不足營

養素로 判定되었다. 

@ 食品種類의 選定: 著f多食品은 營養價와 용도가 비슷한 食品으로 

대치하고， 構取頻度가 높은 食品 및 가공도가 낮은 食品을 선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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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品量의 決定: 부족 營養素인 칼숨과 비타민 B2를 보충하기 위해 

육류， 뼈째 먹는 생선의 양을 섭취가능한 양까지 증가시키고， 갑자 

류 등 가격이 낮으면서 營養學的으로 바람직한 食品을 보충하였 

다. 반면에 육류와 어패류 등의 과잉 섭취된 食品의 양을 감소 

조정하였고， 라면 등 營養學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食品의 양을 

줄이고 쌀의 소비량을 증가시켰다. 

@ 外食實態는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外食을 하는 사람이 1인 있 

었고 농촌 대부분의 가구는 外食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都農間에는 규칙적인 外食 有無에 따른 最低食品費의 차 

이를 반영하였다. 

@ 食料品費는 6월의 調훌結果를 이용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으 

므로 6월 最低食料品費에 季節變動指數를 적용하여 월 평균 最低

食料品費를 추정하였다. 

5) 많存맑究와의 比較

기존의 연구는 營養動雙量을 충족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食品소비 패턴이 고려되지 못하거나， 실태조사에만 중점을 두어 건 

강유지를 위한 營養觀雙量의 고려가 미약해 最低生計費의 개념으로 적절 

하지 못하였다. 또한 食品費를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실제 식 

생활 패턴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즉 실제의 

식생활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營養動雙量을 충족시키는 식 

단을 구성하였다. 

’89년도 最低生計費 計測調훌結果와 비교하여 보면， 食品의 種類가 78 

種類에서 137種類로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면서 소비량은 더욱 실제에 가깝 

게 책정되었다. 곡류， 어패류， 채소류 등이 더욱 다양해지고 가공식품이 

증가되었으며， 건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食品의 양을 제 

시하여 한국인의 현재 식생활을 반영하면서 식단의 다양성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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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最低住居費

1) 最低의 住居密度(방수， 인당 방 평수 등)， 施設(화장실， 목욕실， 부 

엌， 난방 등)， 住흰構造의 安全性(堅固性， 便利性)， 쾌적한 環境程度(소음， 

오염 등)에 적합한 住居費를 추정코자 하였다. 

2) 方法

住居密度와 施設의 最低漸念은 본 연구의 實態調좁結果와 國土開發짧 

究院의 資料등을 이용하고 費用推定에서는 回歸方程式등을 이용하여 最低

住居 擺念의 범위에 드는 低所得層의 住居費를 推定하였다. 

CD 住居密度基準에서 家口規模別 最低房數는 國土開發짧究院의 基準

을 이용하고 房面積은 본 조사의 최빈값을 이용하였다(4인 標準家

口의 경우 방 두개에 약 5평). 이는 과거보다 다소 상향 조정되 

었으나 미국 및 일본의 1最低住居基準에는 미치지 못한다. 

@ 住居施設로는 立式부엌의 허용과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最低住居의 質을 약간 상향 조정하였다. 

@ 住혐構造를 一般正常住흰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블록주택을 배제함 

으로써 最低住居의 質을 높였다. 

@ 이와 같은 住흰에서 살고 있는 傳月賞 家口의 月 居住費用을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단， 전세금 월세가치는 연리 12.36% 

를 적용) 

@ 이사비용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모형으로 추정하였다. 

3) 結果

最低貨賢料는 大都市 168천원， 中小都市 137천원으로 추정되었고， 最低

移徒費用을 포함하여 大都市 171천원 中小都市 140천원으로 추정되었다. 

農村의 경우는 대부분이 自家住흰이므로 저소득층의 住흰維持費 및 {主흰 

修理費에 발생확률을 적용하여 農村家口當 維持修理費用을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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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最低保健醫擾費 

1) 질병치료에 最低擺念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低所得階慶의 실제 

醫據費에서 과잉된 치료는 배제하고 과소한 치료는 추가하여 最低醫驚費

구하였다. 

2) 方法

CD 低所得階層의 醫擾費실태를 이용하여 標準家口의 醫據費를 추정하 
였다. 

@ 인삼， 한약재 등 사치성이 강한 의약품은 제외함으로써 과잉치료 

를 배제하였다. 하위 30% 계층의 경우는 사치적 병·의원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삼 한약재만을 醫擾費에서 제외하 

고 여타 진료의 경우는 모두 포함시켰다. 

@6월 가계부 調훌對象者에게 직접 불어본 主觀的 醫據費를 이용하 

여 未充足欲求를 계산하고， 보험료를 추가하여 最終醫驚費를 산출 

하였다. 

3) 結果

@ 하위 30%의 醫據消費實態를 반영한 醫驚費: 만성병이 없고 노인 

및 유치원 이하의 아동이 없는 가구의 平均醫擾費(20，082원)에 保

險料(군 10，875원， 시 12，329원)를 합한 總醫據費는 도시가 32,411 

원， 농촌이 30，957원이었다. 

@ 醫驚保護(自活保護)對象者의 경우: 醫據保護 진료실적 분석을 통해 

산출된 본인부담 진료비와 마켓 바스켓 구성을 통해 산출된 약품 

및 보건의료용품비를 합한 총 醫擾費는 11 ，374원이었다 

4) 많存짧究와의 比較

φ 지금까지 最低保健醫據費를 산출한 연구의 대부분은 병·의원 치료 

비의 경우 醫據保險 적용급여 중 본인부담 진료비만을 고려하였고 

약국치료비의 경우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總醫驚費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병·의원 치료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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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擾保險 비적용 급여의 지출실태를 반영하지 못했고 약국치료비 

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실태를 제대로 반영 

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6월 가계부調훌結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醫擾保險 비적용 급여항목에 대한 지출비도 포함되 

었다. 또한 약국치료비의 경우에도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 

해 의약품 및 보건의료용품의 품목 및 수량을 결정하기보다는 실 

제 지출비를 이용함으로써 실태를 반영하였다. 

@ 기존 연구의 경우 건강상태 특히 低所得階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유무에 따른 醫擾費를 산출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는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醫樓費를 산출하였다. 

@ 기존 연구의 경우 실제 醫擾費지출만을 이용하여 醫驚費를 산출함 

으로써 미충족욕구를 고려한 醫驚費를 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調훌對象者에게 직접 물어본 최소로 필요한 醫據費와 직접 

물어본 실제 지출된 醫爆費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미충족된 욕구를 

고려해 주었다. 

5) 앞으로의 짧究課題 

醫據費뿐만 아니라 질병의 종류와 양상에 따라 어떠한 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에 따라 最低醫驚費가 추계되어야 한다. 醫擾費 補助라는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 대인적 지원을 감안한 低所得層 의료지원에까지 最低

醫擾의 개념은 확대되어야 한다. 

라. 最低 敎育敎養·媒樂費

1) 이 사회에서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수준 

에 대한 低所得層의 欲求와 객관적인 社會經濟的 評價 등을 고려하여 인 

간이 社會構成員으로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最小限의 水準

을 最低 敎育敎養·願樂費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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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方法

最低 敎育敎養·願樂費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專門家的 혹은 規範的

의미에서 學業內容 및 水準을 결정하되 下位 30% 階層의 敎育實態를 조 

정하여 最低敎育費를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φ 敎育範圍의 選定: 正規學校 敎育課程의 내용을 충실히 한다는 입 

장에서 私敎育費用은 排除하였다. 

@ 標準家口인 國民學校生 2인의 敎育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으며， 

이에는 納入金， 敎科書費， 副敎材費， 學用品費， 기타 學校敎育費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포함하였다. 

@ 敎育費 品目의 결정에서 納入金 敎科書費는 모두에게 일정한 것 

으로 가정하고 副敎材費 및 學用品費는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上向調整된 最低生計費 水準에서 추정하였다. 

@ 敎養媒樂의 品 目決定은 耐久財의 경우 保有頻度와 logit 模型의 所

得別 保有確率을 이용하여 必需品 與否를 결정하였다(必需品: 칼 

라 TV, 카세트 라디오) 

3) 結果

@ 納入金， 敎材費， 副敎材費， 學用品費， 기타 學校敎育費 및 學習紙를 

합한 最低敎育費는 大都市 29.3천원， 中小都市 26.5천원으로 추정 

되었다. 

@ 圖書， 칼라TV， 視聽料 映畵館 이외에 旅行費를 부분적으로 포함 

한 最低 敎育.敎養·娘樂費의 總合計는 全國 37.2천원， 大都市 39.7 

천원， 中小都市 36.1천원 그리고 農村 33.3천원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마. 最低 被服·신발비 

1)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 등의 基本的인 

必要와 勞動再生옳에 必要한 水準에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한 비용을 합 

한 水準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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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方法

@ 하위 30%내외 계층의 消費實態 調훌結果에서 保有現況， 支出頻度，

金願， 家計支出에 차지하는 비율 등을 분석한다. 

@ 국제양모사무국의 「울마크 및 의류소비 정기조사」의 조사내용과 

비교한다. 

@ 最低被服신발에 관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앵겔함수를 이용한 

回歸分析結果와 비교한다. 

3) 結果

@ 必需品: 신체보호와 적정온도 유지용의 基本的 品目(예: 내의， 잠 

바 등)과 勞動再生뚫에 필요한 品目(예: 작업복， 작업화 등) 그리 

고 최소한의 社會文化的인 品目(예: 신사복， 숙녀복 등)을 必需品

으로 정하였다. 

@ 使用量 및 耐久年數 決定: 必需品의 경우 사용량은 대부분 가구원 

당 1개이다. 耐久年數는 연 구입빈도 자료와 標本數購入家口數

자료를 참고로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 피복신발 마켓 바스켓(附表 參照)

@ 他없究와 比較

- ’89년 본 연구원의 연구와 비 교하면 標準家 口 模型의 차이 에 의 

한 마켓 바스켓의 차이를 들 수 있다. 

- 기타 연구와 비교하면 必需品과 耐久年數 결정에 과학적인 접 

근을 시도하였고， 본 연구가 生活保護對象者 選定 및 給與水準

決定을 위한 最低生計費이기 때문에 最低의 水準을 반영코자 

한 점이다. 

바. 最低 光熱·水道費

1) 인체에 적합한 수분섭취， 쾌적한 보건·환경 유지， 적절한 체온유지 

와 취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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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方法

@ 下位 30% 上下階層의 消費寶態 調훌結果에서 支出頻度， 金願， 家

計支出에 차지하는 비율 등을 분석한다. 

@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한국통계연감， 도시가계연보 등의 외부자료 

를 분석하여 평균적인 使用量 및 階層指數를 결정하였다. 

@ 품목별 階層指數를 적용하여 最低 光熱·水道費에 관한 마켓 바스 

켓 구성하고， 앵겔함수를 이용한 回歸分析結果와 비교하였다. 

3) 結果

CD 必需品 選定: 다양한 대체재가 존재하는 취사용， 난방용 연료는 생 

활실태를 반영하여 취사용으로 가스와 난방용 연료로서 등유를 결 

정하였다. 

@ 使用量 決定: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한국통계연감， 도시가계연보 

등의 외부자료를 분석하여 평균적인 使用量을 구하고 여기에 階

層指數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였다. 

@ 光熱·水道 마켓 바스켓(본문 참조) 

@ 他짧究와 比較

- ’89년 본 연구원의 연구와 비교하면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취 

사용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로， 난방용 연료는 연탄에서 등유로 

바뀌었고，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라 使用量을 증가(예: 전기의 경 

우 80kwh에 서 126.8kwh) 시 켰 다. 

- 기타 연구와 비교하면 使用量 결정에 가장 최근의 統計資料를 

이용함으로써 使用量을 보다 현실에 접근시켰다(勞總 1994년 

最低生計費 마켓 바스켓의 전기 사용량은 1990년 사용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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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最低 交通通信費

1) 교통·통신에 관한 最低限의 문화적인 수준을 계측하고자 하였다L 

2) 方法

@ 下位 30% 上下階層에 대한 調훌結果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 

택시 利用回數， 支出頻度， 金願， 家計支出에 차지하는 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 最低 交通·通信에 관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앵겔함수를 이용 

한 며歸分析結果와 비교하였다. 

3) 結果

@ 必需品 選定: 실태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버스를 大짧 交通手

段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전화의 경우 Logit 모형 분석결과 절편확 

률이 97.2%로 나타나 必需品으로 인정하였다. 

@ 使用量 決定: 버스의 경우 근로일수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였고， 택시의 경우 위급한 경우나 버스편이 곤란한 경우를 대 

비하여 월 1회를 반영하였다 

@ 交通·通信 마켓 바스켓(본문 참조) 

@ 他짧究와 比較

- ’89년 본 연구원의 연구와 비교하면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전 

화가 공중전화에서 사용전화로 대체되었고， 생활영역의 광협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89년 연구에서는 都市， 農村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번에는 大都市， 中小都市， 農村으로 구분하였다. 

- 기타 연구와 비교하면 必需品 여부 결정에 과학적인 접근이 시 

도된 점과 본 연구가 生活保護對象者 選定 및 給與 水準決定을 

위한 最低生計費이기 때문에 最低의 水準을 반영코자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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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最低 家具什器·家事用品費

1) 인간생활에 필요한 最低限의 家具什器·家事用品費 水準

2) 方法

@ 하위 30% 상하계층의 消費實態 調훌結果에서 보유현황， 支出頻度，

金觀， 家計支出에 차지하는 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 最低 家具什器·家事用品費에 관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앵겔함 

수를 이용한 回歸分析結果와 비교하였다. 

3) 結果

@ 必需品 選定: 耐久材의 경우 下位 30% 上下階層에서의 保有現況

이 % 이상인 경우 必需品으로 간주하여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고， 
보유비율이 %에서 % 사이인 경우는 必需品이라는 인식과 Logit 

모형의 절편확률이 % 이상인 경우만 必需品으로 인정하여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였다. 

@ 使用量 및 耐久年數 決定: 必需品의 경우 使用量은 대부분 가구당 

1개이다. 耐久年數는 연 구입빈도 자료와 標本數購入家口數 자 

료를 참고로 결정하였다. 

@ 家具什器·家事用品費 마켓 바스켓(附表 參照)

@ 他짧究와 比較

- ’89년 본 연구원의 연구와 비교하면，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석 

유곤로가 가스레인지로 대체되었고，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세탁 

기 등이 새로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었다. 

- 기타연구와 비교하면 必需品과 耐久年數 결정에 과학적인 접근이 

시도되었고， 본연구가 生活保護對象者 選定 및 給與水準 決定을 

위한 最低生計費이기 때문에 最低의 수준을 반영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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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最低 其他消費 및 非消費支出

1) 인간 생활에 필요한 最低限의 其他消費 및 家口單位로 부과되는 필 

요불급한 세금 등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한다. 

2) 方法

@ 下位 30% 上下階層에 대한 調훌結果에서 支出頻度， 金願， 家計支

出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분석한다. 

。 最低 其他消費 및 非消費支出에 관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앵 

겔함수를 이용한 回歸分析結果와 비교한다. 

3) 結果

CD 必需品 選定: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生存的 生活用品은 必需品으로 

인정(예: 치약， 칫솔， 이발 등)하고， 경조사비·용돈 등의 社會的 必

需品도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였으며 非消費支出에서 가구단위로 

반드시 지출되는 품목은 必需品으로 인정(예: 주민세 등)하였다. 

@ 使用量 및 耐久年數 決定: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 

화되는 잡비(경조비， 교제비， 관혼상제비， 용돈)의 경우 며歸模型 

을 이용하여 推定하였고 세금처럼 가구단위의 均等월j인 경우 그 

金願을 그대로 使用量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耐久年數는 연 구입 

빈도 자료와 標本數/購入家口數 자료를 참고자료로 이용하여 결정 

하였다. 

@ 其他消費 및 非消費支出 마켓 바스켓(본문 참조) 

@ 他짧究와 比較

- ’89년 본 연구원의 연구와 비교하면 ’89년 연구에서는 非消費

支出에서 주민세만 고려되었으나 ’94년 연구에서는 주민세， 교 

육세， 재산세가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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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議>

1. 最低生計費의 主觀的 性格과 그 水準의 政治社會的 影響測面에서 볼 

때 매년 하반기에 사회 각계각층이 참석하여 討論을 통한 社會的 合

意를 도출하는 과정을 制度化시킬 필요가 있음 

2.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低所得層의 量的 및 質的인 生活欲求도 증 

대함으로 最低生計費 水準도 이에 신축적으로 적응·조정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 

3. 最低生計費는 상이한 기관에 의해 각기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의 

最低生計費 水準과 內容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國民的 合意를 j 거친 

공식적인 最低生計費線이 결정되어 관련기관이 이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第 1 章 序 論

第 1 節 짧究덤的 및 背景

어느 사회에서나 負困은 존재하여 왔으며， 負困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 

력도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生活保護制度는 安全網

(safety net)의 기능을 하고 있다. 生活保護制度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그간 법이 명시하고 있는 ‘건 

강하고 문화적인 最低生活의 보장’에는 미흡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 

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低所得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 

적인 배려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國家的 最低水準(National

Minimum Standard)의 합리적인 결정이다. 1966년 보사부의 生活保護對

象者 選定基準(당시 1인당 600원， 91년가치 약 12，000원)이 제시되었고， 특 

히 1975년 이후 매년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이 선택되어 이용되어 왔 

다. 그러나 選定基準은 所得水準의 변화에 거의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 

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1991년부터 비교적 最低生計費의 개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最低生計費 推定이 이루어져와 1974년 社

會保障審議委員會의 國民生活寶態調훌에 근거한 最低生計費 推定 이후 

1988년의 제3차 실태조사에 이르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소비자의 

主觀的 評價를 근거로 한 最低生計費 推定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客觀的

寶態調훌에 근거한 最低生計費 추정작업이 너무 오래 지연되었으며， 그간 

의 推定方法도 개선의 여지를 많이 남겨 두고 있다. 사실 生活保護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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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選定基準은 일반물가변동의 적용에 따른 문제 지역 및 가구특성의 미 

반영， 조사 및 推定方法의 결점 등과 관련되어 일선 행정기관의 종사자들 

및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인 最低生計費를 추정함으로써 生活

保護對象者 選定 및 保護水準 決定의 客觀的 基準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 

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2 節 昭究方法 및 內容

본 연구는 生活保護對象者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最低生活의 수준 

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最低生活의 추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 

어져 왔으나 마켓 바스켓 방법이 가장 오래되었다. 최근 主觀的 最低生

計費나 實態 生計費의 조사 자료에 통계적 혹은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적 

용하여 간접적으로 最低生計費를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寶態生

計費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마켓 바스켓 방법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最

低生計費 結果를 상호 비교하였다. 

生活保護對象者 選定을 위 한 實態生計費의 조사는 1973년， 1978년， 그 

리고 1988년 3차례에 걸쳐 社會保障審議委員會와 韓國保健社會짧究院에서 

실시된 바 있다. 본 연구도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最低生

計費를 추정하였다. 다만， 最低生計費는 所得水準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사대상을 어느 계층으로 선택하느냐에 따 

라서 最低生計費 수준은 달라진다.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는 所得水準이 Lfi均的 最低生計費에 근접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 

득계층인 하위 30% 소득계층을 조사·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선진국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負困線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더 나아가 1988년도의 조사 추정결과와의 비교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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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그 당시의 기준(소득분포 하위 30%이하의 가구)을 크게 벗어 

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6년간 특히 3低 호황 이후 급속한 

국민생활의 향상을 반영하며 경제력에 부응하는 복지사회 지향이라는 입장 

에서 最低生活水準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맞추었다. 

이같은 입장에서 조사대상으로 所得分布上의 하위 30% 上下 계층이 

선택되었다. 이는 하위 30% 이하의 가구를 선택함에 따른 最低生計費의 

하향 추정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全 所得階慶의 最

低生計費를 따를 때 발생할 우리의 경제적 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最低生計費 推定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계층은 最頻家口에 해당되어 비록 평균적 경향은 아니지 

만，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계층들의 最低生活을 대표하는 수준 

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最頻의 계층은 대체로 平均

的 階層에 가까울 것이므로 선진국적 最低生活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기 

前 段階의 最低觀念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집단으로 생각된다. 

最低生計費 推定에 있어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인간의 最

低生活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最低生活의 내용이 生

存을 유지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社會文化的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일차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보 

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最低生活을 最低生計費의 목표 

로 본다. 이와 같은 最低生活의 개념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 가장 잘 나 

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론이 없다. 가장 직접적으로 最低生計費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마켓 바스켓의 구성을 통한 最低生計費의 推

定方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켓 바스켓이 식품뿐 아니라 거의 모든 품목에서 最低

生活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도록 시도되었다. 즉 

가능한 最低의 개념이 모든 생활 분야 및 수준에서 발견되어 소위 最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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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복， 신발，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통신， 기타의 지출 등을 찾고 

자 하였다. 最低의 발견에서도 전문가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영향을 

가능한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最低의 개념 자체가 主觀性을 피할 수 없고 最低의 개념을 구 

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最低의 개념을 직접적으 

로 밝히지 않고，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이용하여 추정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예컨대 소비함수 이론을 이용하여 最低의 특징을 찾거 

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한 最低生計費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最低의 

수준을 추정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제4장에서 추정된 低所得層의 소비실태에 근거한 最低生計費는 본 연 

구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大都市， 中小都市， 農懶、村의 地域別 標

準家口의 마켓 바스켓이 구성된다. 마켓 바스켓 작성을 위해 1988년도 

본연구원 조사표， 도시가계연보， 그리고 농가경제조사의 조사표를 활용하 

되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最低生活의 소비품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소비실태조사가 끝난 후 전문가들의 最低生活의 소비구성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조정되어 실태에 근거한 最低生計費가 추정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부록에서는 합리적인 最低生計費 계측을 위하여 전 

물량방식 외에 반물량방식에 기초한 생계비 추정과， 주관적 最低生計費

계측방식이 이용되고， 또한 소비함수 등의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어 실태 

에 근거한 最低生計費를 이론적 最低生計費와 비교하여 그 신뢰도를 증 

대시키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最低生活의 마켓 바스켓을 어떻게 구성하고， 소비단위 품 

목의 소비수준을 어디에서 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와 접 

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와 같이 결정된 最低生活의 마켓 바스 

켓을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방법과 6월 조사에 따른 季節性을 조정하여 年

率의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ARIMA 방법의 추정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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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식품， 주거， 보건의료， 교육·교양， 광열·수도， 의복·신발 등 

의 費目別로 나누어 최저생계의 품목과 수준을 정하고 費 g 別 最低生計費

를 결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總最低生計費를 家口規模別， 家口特性別로 추정하기 위한 

논리와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非調훌期間의 最低生計費도 예측하였다. 

제6장에서는 비목별로 추정된 最低費用을 합산하여 표준가구의 最低生

計費를 구하고 이를 都市家計年讀의 결과와 비교하여 最低漸念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家口特性을 반영한 家口規模別·地域別 最

低生計費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본 보고서의 장단점을 기술하 

였다. 

第 3 節 低所得層 生活實態調훌 

1. 調훌目的 

低所得層 家口의 家計收支 및 生活寶態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가구 

원의 건강유지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最低生計費를 추정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調흉範圍 

l次 調훌: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 

2次 調흉: 1차 조사의 분석결과에 서 나타난 所得分布上의 하위 30% 상 

하계층에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 

편의상 다음의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차 조사에서 가계부 기장을 못하겠다고 응답한 가구 

- 기장능력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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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의 구성이 가족위주로 되어있지 않은 혼성가구 

- 가구 전체가 장기출타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 

- 標本選定 이후 전출한 가구 

- 부모와의 거주지가 다른 학생 가구 

- 외국인 가구 

3. 調훌時期 및 調좁期間 

1차 조사: 1994년 2월 18일 - 3월 2일 06일간) 

2차 조사: 1994년 6월 l일 - 6월 30일 (30일간) 

4. 調훌方法 

l次 調훌: 家口의 所得， 財뚫 및 기타 家口 -般事項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3，OO07~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조사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조사를 面接

調훌方式으로 실시하였다. 

2次 調훌: 1차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득순위 하위 30% 상하 계층에 속 

하는 가구 중 본 조사의 조사대상가구로 적합한 6007~구를 조 

사대상가구로 선정하여 가계부와 국민생활실태조사 2차 조사 

를 실시하였다. 

5. 調훌內容 

1次 調훌: 가구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가구주 직업에 관한 사항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 

가계부 기장여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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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次 調좁: 가구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월중 가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0일간의 가계부 지출 현 

황 및 2일간의 식단조사) 

主觀的 生計費 등 

6. 標本設計

가. 標本 區市郵의 抽出

1차적으로 標本 區·市·觀의 抽出을 위하여 전국을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소도시(경제기능별 7개 유형)， 농어촌(농어촌 

정주생활권별 7개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각 지역별로 거주가구수 비율 

에 따라 표본 區·市·없을 대도시에서는 11개 구， 중소도시에서는 8개 시， 

농촌에는 8개 군을 배분하였다. 

자료 추정의 一實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88년도의 조사지역과 대상을 

가능한 한 유지코자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대상을 일치시키기는 불가능 

하였고 조사지역은 편의상 몇 지역을 조정하였다(예: 전북 순창군 인계면 

• 김제군 금산면) 

나. 標本 洞‘둠面의 抽出

抽出된 標本 區·市·없에서 각각 1개씩의 洞·둠·面을 임의로 抽出하였다. 

抽出된 標本 洞·물·面에는 추출된 區·市·那의 거주가구수 비율에 따라 1차 

표본가구를 배분하였다. 2차표본가구는 각 표본 洞·둠·面에 배분된 1차표 

본가구 중 소득순위 하위 30% 상하계층에 속하는 6007}구를 추출코자 하 

였으나， 표본수의 부족과 가계부 기재를 원치 않는 가구가 적지 않아 새 

로운 가구를 현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협조하에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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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1> 大都市의 標本家口 抽버 
(단위: 가구) 

표본가구수 
표본 동· 읍 · 연 표본 구· 시· 군 

a 

τ
 2차 

m
ω
 
껑
 mm 

%
ω
 
m
ω
 m
ω
 
m
ω
 
%
ω
 
m
ω
 
π
μ
 πω
 

111 
151 
119 
181 
106 
116 
120 
141 
115 
68 
62 

l차 

흑석 1동 
봉천 4동 
아현 3동 
미아 1동 
홍제 2동 

가야 3동 
문현 5통 
신천 1동 
송림 5동 
서석동 

갈마동 

구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계 

동작구 
관악구 
마포구 
도봉구 
서대문구 

진 구 
남 구 
동 구 

동 구 

동 구 

서 구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215 

〈表 1-3-2> 中小都市의 標本家口 抽出
(단위: 가구) 

표본가구수 
표본 동·읍·면 표본 구·시·군 경제기능별분류 

1차 2차 

화광동 40 ' 15 
원평 3동 86 23 
동흥남동 83 22 
연등동 73 20 
성정동 81 21 

도시 

도시 

상 업 도시 
교통 및 통신 

서비스도시 
생산서비스도시 전남 순천시 매 곡 동 63 18 
서비스 도시 경기 성남시 태평 2동 241 51 
다 양 도시 경남 김해 시 불 암 동 47 15 

계 714 185 

강원 태백시 
경북 구미시 
전북군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천안시 

광업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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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3> 農薦村의 標本家口 抽버 
(단위: 가구) 

• 표본가구수 
정주생활권별 유형 표본 구·시·군 표본 동·읍·면 

l차 2차 

태백 산간형 
강원 영월군 남 연 76 18 

서남 해안형 
전남 고흥군 점안변 164 'z1 

발전 잠재형 
충북 괴산군 증평읍 111 23 

동납부 공업화 진행형 
경남 김해군 대통변 99 z 

서납부 평야형 
충남 예산군 응봉변 135 26 

영남 내륙형 
전북 김제군 금산면 115 25 

수도권 대도시 근교형 
경북 영천군 금호읍 94 20 
경기 화성군 향남면 202 39 

계 996 200 

7. 主要 特性

가. 總對的 贊困層의 생계 뿐 만 아니라 住居保護， 敎育保護 둥을 포함 

하는 賞困層의 생활문제를 조사하였다. 

나. 주거， 교육， 보건의료， 사회문화 등 각 분야 最低生活의 문제점을 조 

사하였다. 

다 다양한 家口의 特性과 欲求가 最低生活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다음 변수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1) 가구규모， 지역특성 등 

2) 근로유무， 주거유형， 교육자녀 유무， 질병정도별 最低生活水準의 

차이 등 

3) 노인， 장애인， 편부모， 소년소녀 가구， 기타 소외계층별 最低生活

수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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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最低生計費 推定의 客觀性 增進을 위해서는 

1) 실 태 에 기 반한 最低生計費의 구축(예 Rowntree 방식 등) 

2) 理論的 最低生計費의 推定(예: 소비함수 등) 

3) 負困層 및 非負困層의 主觀的 最低生計費 推定(예: Leyden 방식) 

4) ’94년 推定f直를 근거로 한 ’95년 이후의 最低生計費 예측방안을 제 

시하였다. 



第 2 章 負困의 定義와 國內外의 贊困線 推定方法

第 1 節 負困의 定義

1. 細對的 負困과 相對的 용困 

가. 總對的 용困 

Rowntree는 1899년 York市 조사에서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 

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가구를 1차적 負困’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빈곤개념으로 볼 수 있다. 

總對的 負困擺念은 타인 所得水準과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여 負困線

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總對的 용困線은 타인의 所得水準에 비교된 ‘相

對的인 所得水準’의 차이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일정한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細對的 賞困線의 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첫째， 일정 

한 수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고정불변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결론적으 

로 보면 일정한 수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總對的 負

困線 擺念은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기본적 재화나 서비스의 항목을 ‘固定

不變’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일지라도 시간 

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므로 總對的 賞困線은 최저생계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의 가격변화를 고려한다. 가격의 변화 뿐만 아니 

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재화도 변하고 최저생계를 위 

해 필요한 최저수준에 대한 정의도 변한다. 예를 들면 50년전만 하더라 

도 전문가의 마켓 바스켓에는 전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재화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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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오늘날 전문가의 마켓 바스켓에는 이러한 재화가 포함될 것이다.0 

Sen에 의하면 쓸困의 ‘總對性’은 時間的 固定性이나 不變性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2) 그것은 사람의 박탈을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향유하는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요구되는 

특정의 생활수준이 유지되느냐 혹은 특정의 수요가 충족되느냐와 같이 절 

대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박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商品의 측면에서 보면 ‘相對的’일 수 있 

다. 그러나 總對的 負困擺念에 ‘可變性’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相對的 食困擺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細對的 賞困擺念의 

‘可變性’은 시간의 변화와 사회의 相異性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동일한 사회내에 존재하는 타인들간의 ‘相對性’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絡對的 賞困線을 측정할 때 어떻게 물가변화에 따라 

賞困線을 변화시켜야 하며 소비행태의 변화를 總對的 賞困線 推定에 어떻 

게 반영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존재한다，3) 

둘째， 노인과 청년 혹은 육체 노동자와 정신 노동자들 사이 등의 인구 

구성이나 직업구성에 따라 생존적 最低生計費는 달라져야 하고 이러한 구 

조의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므로 最低生計費 推定에도 이를 

신축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전국적 평균의 最低生計費를 어느 장소 및 

1) Ruggles P., Drawing the line, Washington: Urban Institute Press, 1990, p. 17. 
2) 안병근한국의 도시부문 최저생계비 추정과 그 정책적 함의~， 경북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1991, p. 16 

3) Townsend가 지적한 바와 같이 TV, 주택면적， 여름휴가， 교육년한 둥에 있어 
서 빈곤을 구분하는 최저생활의 수준은 현저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히 짧은 기간 동안에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저의 양이 
추정되어야 하나 어느 국가에도 이러한 조사를 수시로 하기는 어려워 기준년 
도의 최저생계비에 물가지수 둥을 이용하여 조정된 생계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도 1959년과 1973년 생계비추정 이 래 물가변동이외는 생 
계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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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에나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셋째， 일정한 수준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 

로 기본적 필요에 해당하는 재화의 종류와 양은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시간변화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를 負困線測定에 반영하기 위해 

서는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실제 負困家口의 消費行態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판단과 負困家口의 消費行態를 고려하여 

負困線을 측정하기도 한다. 

最低食品費를 산정할 때 負困家口의 식품소비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가 1일 必要熱量을 분석하여 그에 기초하여 식품종류와 量을 결정 

하여 산정된 食品費는 理論生計費이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영 

양을 영양가는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싼 값에 거 

래되고 있는 식품들로 구성된 식단을 통하여 食品費를 구하는 것이 이론 

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예컨대， Orshansky가 最低食品費에 3을 곱하여 最低生計費를 측정한 

것은 실제 쓸困家口의 소비행태를 고려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Orshansky는 미국 농무성이 실시한 가계지출조사에 근거하여 食品費와 

다른 재화의 소비에 드는 비용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最低生計費를 推定하 

였다.4) 

넷째， 일정한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어떠한 재화를 기본적 필요로 간 

주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Rowntree가 York시를 대상으로「負困線을 측정 

할 당시에는 ‘基本的 必要’에 해당하는 재화를 식품， 의류， 연료 등으로 

상정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최소비용을 구하여 最低生計費를 측정하였 

다.5) 그러나 일반적으로 食品費를 제외하고는 여타 재화나 서비스의 경 

우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基本的 必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란 쉽지 

4) Gordon M. Fisher, The developηlent ar띠 historγ 01 poveny threshold, 
Social Security Bulletine, Vol.55, No.4, 1992, p. 5. 

5) 이준구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다산출판사， 1992,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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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 러 한 인식 에 기 반하여 Orshansky는 最低食랩費를 구하여 총생 

계비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全物量方式’과 ‘半物量方式’

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나. 相對的 負困

負困線 혹은 最低生計費는 소득 소비형태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동 

등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 기호， 관습 법 및 제도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 

화에 의존할 뿐 아니라 어느 개인의 소속되어 있는 지역， 사회， 직업， 가 

구특성에도 의존함을 논하였다 Townsend는 생계비의 상대성과 복잡성 

에 보다 근접 하기 위 하여 Stouffer에 의 해 창안된 ‘상대 적 박탈감’의 개념 

을 창안하고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는 객관적 박탈감과 주관적 1 박탈감으로 나누어 前者의 경우 연료， 

TV 등 가전제품， 휴가 중 여행 등의 여가 및 문화생활 등과 관련하여 21 

개의 지표를 성별， 연령별 및 직업별 등으로 평가하고， 後者의 경우 가족 

내， 지역， 과거에 비해 혹은 총체적 의미에서 주관적 박탈감 혹은 빈곤감 

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7가지 항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또 

한 노동， 주거 및 환경에서 객관적 박탈감 지수를 분류하였다. 

Townsend가 시도한 박탈감의 지수는 단순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負困을 推定하는 것보다 負困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賞困指數는 細對的 負困線의 결정에도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相對的 용困의 정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食困現狀이 절대적 기준에 의해 판별되기보다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의존 

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어느 가족의 負困現狀이 생활 전반의 것이기 

보다는 대체로 생활의 어느 부분적 현상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지표의 범위와 선정항목을 결정함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들을 공통적인 단위로 분류 통합하기도 어려워 단순한 

食困指數를 생산해내기는 매우 어렵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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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合指數로서의 상대적 박탈감지수를 賞困線 혹은 負困指數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相對的 負困指數는 

平均 혹은 中位家口 소득 혹은 지출의 몇 % 이하에 해당하느냐에 의해 

食困與否가 결정된다. 이러한 유형은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Peter Townsend: 각 가구유형 의 평 균소득의 50% 이 하(總對的 極負層)
각 가구유형 의 평 균소득의 80% 이 하(相對的 용困層) 

Lee Rainwater: 가구당 평 균소득의 46% - 58% 
일본 및 EUROSTAT: 평균가구지출 및 성인 일인당 평균지출의 68% 

혹은 60% 정도 

이 중 Rainwater의 相對的 賞困線은 1946년부터 1969년까지 最低所得

(4인가족이 < 겨우，살아가는 데 필요한 所得水準)에 대한 미국의 여론조사 

에서 얻은 주관적 賞困線이다. 지출측면에서 평가한 負困線은 별로 이용 

되고 있지 않으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所得 및 富의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소득에 대한 대체변수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지출이 富와 所得의 함수라는 의미에서 소득보다는 지출을 통해 경제적 

賞困의 정도를 추정한 예는 드물기는 하지만 日本의 경우 평균가구지출의 

60% 이상을 賞困線으로 생각하고 1986년 生活保護對象者의 選定基準金願

을 평균가구지출의 약 58%로 잡고 있다. 저 명 한 賞困짧究者 Deleeck도 

EUROSTAT가 작성한 성인 l인당 지출의 전국 평균의 60%를 相對的 賞

困線으로 이용하여 유럽 각국의 賞困率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소득중심으로 負困線을 추정하고 있는 국제통계와 비 

교상의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負困慶의 소득조사 자체가 어렵고 相對的

賞困이나 박탈의 주원인이 단순한 所得보다는 富를 포함한 물질적‘사회적 

불평등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보다는 지출에 의한 相對的 賞困의 

접근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든 지출이든 2f均 혹은 中位所得의 몇 %가 食困線인가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통념도 이론적 기초도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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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따라서 소위 사회구성원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負困線이나 쓸 

困層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쓸困線을 조사하여 相對的 負困線， 더 나아 

가서 細對的 용困線을 정할 수 있다. 이에는 最低生活擺念에 대해 누구 

나 일치된 개념을 가져야 되는 조사상의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생 

각하는 평균적 개념이 조사상의 개념과 일치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면 논리상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개념으로는 이미 

언급한 Rainwater 이 외 에 도 Kilpatrick, Leyden, Van Praag, Hagenaars 

등이 있다. 

쓸困線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 용困에는 賞困線 이하에서 살고 있 

는 사람 수의 전인구에 대한 비율인 용困率과 이들이 賞困線 이하에 살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賞困線과 실제소득 및 지출의 차이를 모든‘ 負

困家口에서 구하여 집계한 금액을 GNP로 나눈 賞困隔差(poverty gap)가 

있다. 

용困率과 負困隔差라는 1차적 쓸困擺;응;을 이용하여 그 사회의 負困을 

다각적 차원에서 추정해 보려는 시도도 있다 Sen이나 Theil의 시도는 

모두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Sen은 이 두 개념 이외에 賞困屬 사이에 분 

배의 불평등 정도를 추가하여 賞困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하는 贊困指數

를 만들었다. 

P = H [1 + (1 - I) GJ 

p: Sen의 쏠困指標 H: 賞困率 1: 賞困隔差，

G: 負困家口 사이의 所得 不平等度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Kakwani나 Theil 등도 負困率 및 쓸困隔差 그리고 食困層 사이의 배 

분정도를 고려한 食困指數를 제시하고 있다. 

다. 總對的 負困과 相對的 負困의 關係

지금까지 살펴본 總對的 쏠困과 相對的 용困擺念은 상호 분리되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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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總對的 賞困은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수준’을 정해두고 그 수준 이하를 負困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細對的’이고 相對的 負困은 일정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쓸困線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相對的’이 

다， 그러나 相對的 食困과 總對的 負困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絡對的 賞困과 相對的 쓸困은 측정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측정 

결과 실제적인 負困水準은 유사할 수 있다. 특히 總對的 負困漸念에 근 

거하여 賞困線을 측정할 경우 시간 변화에 따른 물가수준변화만을 적용하 

지 않고 소비행태의 변화와 所得水準 변화를 고려한다면 그때 산출된 負

탬線:음;桓쫓tt!?l‘’賞困線과 거 의， 유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相對的 食困

漸念에 근거하여 평균소득의 비율로서 쓸困線을 측정할 경우에도 그 때 

산출된 負困線은 總對的 餐困線과 거의 유사할 수 있다. 相對的 賞困線

과 總對的 負困線이 어느 정도로 유사하게 되는가는 基本的 必要를 어떻 

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相對的 負困線을 평균소득의 몇 %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 

라진다.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所得水準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所得水準이 상당히 높은 국가의 경우， 相對的 負困線과 總對的 賞困

線의 차이가 심하다. 그러나 所得水準이 낮은 국가의 경우 總對的 賞困

線과 相對的 용困線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食

困擺念을 선택하여 賞困을 측정할 것인지는 각국의 所得水準과 所得不平

等 程度 등을 고려하여 그 사회의 용困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 

는 흉困漸念을 사용해야 한다. 

相對的 擺念으로서의 賞困은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적합할 듯하 

뎌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소말리아에 

서 所得分布上의 위치를 고려한 相對的 賞困擺念에 근거하여 負困을 파악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에게 

基本的 必要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국가에서는 總對的 賞困擺念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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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負困을 파악하는 것보다 所得分布上의 위치를 고려하여 食困을 파악하 

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여겨 

지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總對的 負困線 이하의 인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相對的 負困擺;융:에 의해 

서만 賞困을 파악해서는 안되며 總對的 쓸困과 相對的 賞困이 동시에 고 

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相對的 食困과 總對的 賞困은 서로 排他的이라기 

/보다는 相對的 贊困이 總對的 負困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떠한 負困線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소득불평등 정도에 

따라 食困現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합한 賞困線을 j사용해야 한 

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總對용困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 

며 資盧不平等度가 큰 상태이다. 따라서 總對的 負困擺念 뿐 아니라 相

對的 賞困擺;승:에 근거하여 용困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主觀的 負困과 客觀的 負困

主觀的 賞困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는 賞困擺念이다. 이 

에 반해 客觀的 負困은 국민생활의 실태나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는 쓸困擺念이다. 앞에서 살펴 본 相對的 賞困과 總對的 賞困은 

모두 客觀的 賞困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주로 主觀的 賞困을 살펴보겠다.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하여 負困을 정의하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가들간의 異見이나 잖意性이란 문제도 해결된다. 主觀的 賞困은 본인 자 

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쓸困을 정의하는 방법과 제3자에 대한 주관적 

인 평가로 負困을 정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後者는 미국의 갤럽여론조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당신이 사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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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이 근근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입니까?’라고 

묻는 방법을 사용한다. 前者는 ‘라이덴 賞困線CLeyden poverty line)' 설 

정의 방법처럼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들의 여건에 입각해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인지를 묻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 

방법 모두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용困을 정의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한 

다. 최저한의 생계비란 질문을 응답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응답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第 2 節 外國의 負困線 推定方法

지금까지 負困에 대한 定義와 負困推定方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의 賞困線 혹은 最低生計費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 

계 각 특정 국가가 어떻게 負困을 정의하고 어떻게 賞困을 추정하였는지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負困線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와 推定方法을 사 

용함에 따라 상이한 용困率이나 最低生計費가 추정되거나 그에 대한 정책 

조치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베버리지가 

사용한 ‘最低水準’의 개념을 쓸困線으로 이용하면 현재 영국에서 食困人

口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외국에서는 負困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를 

살펴보고， 각 국의 負困測定의 장점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負困線측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각국이 

質困線을 公的技助制度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美國의 負困線 推定方法

가. 負困線 推定方法



20 

미국에서는 最低生計費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6) 

@ 公式的 負困線: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負困線으로 

Orshansky 방법을 적용한 결과에 물가지수등을 조정하여 賞困

線을 추정한다. 

@ Orshansky 승수를 그대로 각종 조사 및 연구자료에 적용하여 

最低生計費를 추정 한다. 

@ 미국의 노동통계국CBureau of Labour Statistics: BLS)은 전국의 

가계조사에서 얻은 가계예산을 재구성하여 저소득계층의 가계예 

산Oower level budget)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 低所得層의 가계지출조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最低生計費를 결 

정하기 위해 저소득가구의 구매형태를 조사한다. 

@ 마켓 바스켓 접근 방법: 정책의 목적에 따라 연방정부 및 주정 

부는 최저생계의 개념을 Orshansky의 개념을 넘어 적용하고 있 

다. 예컨대， 기본욕구예산CBasic Need Budget: BNB)과 기본적 

욕구기준CBasic Standard Need: BSN)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BNB 및 BSN 개념의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BNB: 식품， 의복， 주거 CShelter) ， 보건의료CMedical Care) , 교통， 

대인서비스CPersonal C따e) ， 아동양육CChild C따e) 

。 BSN: 예컨대 아이다호州의 기준을 보면 식품， 월세， 교통， 대인 

서비스， 신문， 세탁， 가정용품CHousewares) 1 가구집기， 이 

발， 여가， 전화， 교육비， 교육관련 용품， 장난감 및 책， 실 

용품(Utilities) 등 16개 품목 (Idaho standard of need) , 

이 방법들은 좁든 혹은 넓든 마켓 바스켓을 가상하고 있다. 이들 중 

에서 Orshansky 방법이나 이를 따르는 방법들은 식품 바스켓만을 이용하 

6) 1980 socíal securíty admínístratíon의 연구 : Skoro and ]ohns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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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이 다. 이 에 비 하여 BNB나 BSN은 각각 7개 및 147~의 품목으 

로 구성되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이나 低所得層調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구들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품목들이 포함되고 있다. 

1) Orshansky의 賞困線

미국의 食困線 추정의 큰 흐름은 Orshansky의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Orshansky가 용困線을 추정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家口規模別， 家口構成別 最低食品費를 구하기 위해 家口規模와 

家口構成을 세분화한다. 가구규모， 가구주의 性7)， 가구주의 나이， 아동의 

수가 달라짐에 따라 最低食品費가 상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구규모， 

가구주의 성， 가구주의 나이， 18세 이하 아동의 수에 따라 가구를 세분화 

하였다.8) 

둘째， 식료품비 이외의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액을 결정한다. 그는 앵 

겔의 법칙을 사용하여 여타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액을 구하였다. 1955년 

농무성의 가구식품소비조사의 3인 이상 가구의 경우9) 총소비지출의 약 

%을 식료품에 지출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最低食品費에 3을 곱하 

여 負困線을 구해냈다.10) 

7) 1980년 이후 가구주 성에 따라서는 최저식품비의 차이를 두지 않게 되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따1 Secuπty Bulletin, 
Annual Statisticnl Supplement, 1989, p.l23 

8) 1980년 이후 표본 크기가 증가하여 7인 이상가구에 대한 빈곤소득기준을 새 

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p. cit.., 1989, p.l23. 

9) 총가계지출의 %을 식료품비에 지출한다는 것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전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구해진 결과이다. 전 소득층 
의 대상으로 하여 도출된 %이라는 수치를 빈곤계층에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Orshansky빈곤선 측정방법의 문제가 있다. 

10) Friedman에 의하면 실제 빈곤계층의 소비행태에 비추어 볼 때 빈곤계층은 
식비에 약 60%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그는 Orshansky의 경우 전 소비지출 
액의 약 30%를 식비에 소비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빈곤선을 지나치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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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農家와 非農家의 현금소득을 상이하게 측정한다. 1955년 농무성 

의 가구식품소비조사에 의하면 모든 농가는 그들 식품 소비의 약 40%를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고 자신의 농가에서 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 

하여 농가와 비농가의 賞困線을 상이하게 추정하였다. 따라서 비농가의 

最低食品費의 약 60%만을 농가의 最低食品費로 정하여 그것 에 근거 하여 

승수를 곱한 후 賞困線을 결정 하였다11) 

Orshansky의 食困線은 몇 가지 특정을 갖고 있다. 

첫째， 미국의 賞困線 推定은 Orshansky의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Orshansky는 ‘客觀的 쓸困’ 擺念과 ‘總對的 食困’ 擺念에 근거 하여 負困을 

추정하였다. 즉， 실제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들의 ‘主觀的인 判

斷’에 의해 贊困線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용困層의 생활실태에 근거하여 

負困線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客觀的 負困’漸念에 근거하고 있으며， ‘基

本的 必要(basic needs)’에 입각하여 負困線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總對

的 賞困’ 擺念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Orshansky는 자신의 負困線을 ‘相對的으로 細對的인 (relatively 

absolute) ’ 賞困으로 기술하고 있다.12) 왜냐하면 순수한 總對的인 賞困線

은 全國民의 所得水準이나 소비패턴에 대한 고려 없이 기본적 필요량을 

설정하여 만들어지는데 반해 Orshansky의 負困線은 총가계지출 중 最低

食品費의 비중을 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민의 소비패턴을 이용하여 食困

線을 추정하였기 때문이다Orshansky의 食困線이 순수한 절대적인 賞

困線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수한 상대적인 負困線은 더욱 아니다. 

고 비 판하고 있다. Ruggles P., op. cit., p.36 
11) 1965년 에 는 비 농가 최 저 식 품비 의 70%로 69년 에 는 85%로 상향조정 되 었 다， 

그리고 1981년 12월부터는 비농가와 농가의 이러한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규 
모， 통일구성의 비농가와 농가의 일 경우 농가의 동일한 빈곤선이 적용되었 

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p. cit., 1989, p.l23 
12) Gordon M. Fisher, “The Development and historγ of the poverty 

바rresholds" Soc따1 Securíty Bulletin, Vo1.55, No.4(Winter, 1992), p.6 



용困의 定義와 國內外의 賞困線 推定方法 23 

둘째， ‘基本的 必要’에 입각하여 質困線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는 

Rowntree와 負困線 推定方法이 유사하다. 그러나 영국의 Rowntree가 필 

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재화나 서비스를13) 대부분 포함시켜 最低生計費를 

구한 것과는 달리 Orshansky는 食品費만을 이용하여 쩔困線을 추정하였 

다. 즉， ‘最小食品費Oow-cost and economy cost) ’ 14)를 구하고 구해진 最

小食品費에 특정 乘數Cmultiplier)를 곱하여 負困線을 추정 하였다. 

Orshansky가 이처럼 最小食品費만을 이용하여 最低生計費를 추정한 이유 

는 음식물을 제외한 여타 재화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욕구를 정의하기 어 

려울 뿐 아니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5) 

2) 公式負困線

Orshansky가 추정한 贊困線을 기초로 시대별로 약간의 조정을 가하고 

있다. 1969년 이전에는 식품의 가격변화만을 고려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賞困線을 추정하였다. 1969-1978년 기간 동안에는 도시임금노동자Curban 

wage eamers)와 사무직 노동자Cclerical workers)7} 소비 하는 전품목 物

價指數를 적용하여 용困線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1978년 이후에는 都市

13) Rowntree가 1899년 영국 요크(York)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빈곤선 

은 주당 17실링 8펜스였다. 이 중 72.2%에 해당하는 12실링 9펜스는 음식물 
을 위한 지출이였고 2실링 3펜스가 옷， 1실링 10펜스가 연료， 그리고 나머지 
10펜스가 기타 잡다한 지출로 설정 된 것이 었다. 즉， Rowntree는 음식물을 
포함한 기본적 필수품들을 상정하고 그것들의 최 저비용을 구하여 각 필수품 

항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였다. 
14) Orshansky는 최 소식 품비 를 구하기 위 해 농무성 (Department of Agriculture) 

의 food plan을 사용하였다. food plan은 비용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가 
지로 분류되었다. 1) liberal, 2) moderate, 3) low-cost, 4) economy. 
Orshansky는 빈곤선을 구하기 위해서 low-cost food plan과 economy food 
plan을 사용하였다. Gordon M. Fisher, op.cit., p.4 

15) Gordon M. Fisher, “The Development and history of the poverty 
thresholds" Soc띠l Securiη Bulletin, Vo1.55, No.4CWinter, 199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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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物價指數를 적용하여 賞困線을 추정하였다. 

物價上昇率을 動案한 賞困線〈表 2-2-1> 
(단위: 달러) 

1991년 빈곤선(물가상승률 적용) 

6,931 
8,866 

10,857 
13,920 
16,455 
18，않8 

21 ，ρ091 

2껑3’，530 

1990년 빈곤선 

6,652 
8,509 

10,419 
13,359 
15,792 
17,839 
20,241 
22.582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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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價上昇率을 감안한 賞困線 算定에 의 하면 1991년의 負困線은 4인 가 

구의 경 우 $13，920이 다. 

3) 公式賞困線과 여타 쓸困線과의 比較

<表 2-2-2>에서 

公式負困線을 

평균소득 증가를 반영한 賞困線 變更方法에 의하면 

보는 바와 같이 物價水準뿐 아니 라 平均所得의 증가에 의 해 

새로이 지수화할 경우 相對的 負困線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987년 公

式賞困線 소득을 1로 볼 경우 平均所得增加를 감안한 쓸困線의 소득은 

1.4가 된다. 즉， 평균소득증가를 감안하여 贊困線을 설정할 경우 贊困線

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賞困人口는 현 公式負困線 수준하의 負困λ、口

보다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公式負困線은 賞困層의 장기적 

인 소비욕구에 따라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負困線을 지나치게 낮추었 

다는 비판이 있다. 쓸困線을 단지 불가변화에만 의해서 변화시킬 경우 

負者의 변화하는 소비수준과 소비행태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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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2> 家口規模別 平均所繹짧化를 考慮한 賞困線(1987年)

가구규모 

단독가구 

65세 이하 
65세 이상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공식빈곤선 

5,778 
5,909 
5,447 
7,3Çf7 

9,056 
11,611 
13,737 
15,509 
17,649 
19,515 
23,105 

資料 Ruggles P., Drawing the line, p. 43. 

나. 公的技助制度에의 活用

(단위: 달러) 

반영한 빈곤선 

6,582 
6,732 
6,205 
8,427 

10,317 
13，껑7 

15,649 
17,666 
20,106 
22,231 
26,321 

위와 같이 산정된 公式賞困線은 여러 공적부조프로그램의 對象者 選定

基準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의료부조(Medicaid) ， 저소득가정의 광열비 

부조(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식 품부조(Food Stamp)의 

경우 公式賞困線이 대상자 자격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公式負困線을 이용하여 대상자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公式용困線을 대상자 자격기준으로 이용하는 방식 

은 다양하다. 公式負困線을 그대로 대상자 자격기준으로 적용하는 프로 

그램이 있는가 하면 負困線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負困線의 130% 혹은 

185%)을 대상자 자격기준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혹은 부조가 

필요한 저소득가구에게 단지 우선순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賞困線을 사용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動勞所得과 

쓸困線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급여를 주기 위해 賞困線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 나 보충적 소득보장(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D,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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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아동가정 의 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과 

같은 공적부조프로그램은 자격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公式용困線을 사용 

하지 않는다. 

2. 英國의 負困線 推定方法

最低生活의 개념은 지난 世紀 末 버스마르크 정권 하의 독일에서 제시 

되던 것이 今世紀 初 영국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 

다. 1834년에 제정된 新負民法을 최초로 개혁한 노령연금법 (1880년)은 그 

동안 원성을 사오던 資塵調훌를 받지 않아도 노령이 되고 생활이 악화되 

면 기본소득으로서 最低의 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용困과 관련된 

最低의 개념은 체계적이고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많은 사회과학자 

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에서 “필수품은 생명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 

로 필요한 상품일 뿐 아니라 그 국가의 관습상 그것이 없으면 신망있는 

(creditable) 사람으로서의 품격 (decent)을 유지할 수 없는 상품들도 포함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그 예로서 린넨 셔츠와 가죽 신발이 품위 유 

지 차원에서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16) 

가. 餐困線 推定方法

1) Rowntree의 負困線

最低生計費의 推定은 1901년 Seebohm Rowntree에 의해 처음으로 상 

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Rowntree가 1899년의 York시 조사에서 

이용한 負困의 개념은 “오직 肉體的 效率性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 

16) P.Towsend, Pove띠1 in the United Kingdom, 1979,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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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총수입” 이하의 수준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Atwater와 Dunlop의 營養評價를 이용하여 성인과 아이들의 평균 영양 필 

요량을 추정하여 이를 다시 식품군으로 재해석하여 환가하였다. 또한 食

品費이외에 의복， 연료 및 가사 잡품의 最低量을 가구규모별로 추정하여 

추가하였다. 그러나 그의 추정 방법에는 오늘날의 추정상의 문제와 같이， 

最低生計費의 구성 품목 선정이 자의적이고， 食品費도 負困層의 식생활 

관습과는 관계가 적은 최저비용에서 추정되었으며， 식품 이외의 품목의 

비용도 최저개념이 아니어서 의복의 경우 극빈층의 실질 지출비가 이용되 

었다.17) 

1936년의 2차 負困調훌에서 그는 負困線을 ‘/\間的 要求(hurnan

need) , 에 입각한 산정방법으로 교체하였다. 1차에는 단순히 동물적 생존 

에 필요한 최저 負困線이었으나 2차에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食困線

을 실질적으로 인상시켜 약간의 유연성을 보였지만 그것도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조사에서 그는 총인구의 9.9%(노동계급인구의 15.5%)가 負

困線 밑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1차조사의 賞困基準에 의하면 총인구의 

3.3%(노동계급인구의 6.8%)가 負困線 이하에 해당하므로 負困線의 실질 

적인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Rowntree의 負困線 推定方式은 이후 미국의 Orshansky의 負困線 推

定方式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1948년 Beverage의 국가부조기준의 

제언에서 기초가 되었고 1966년에 대체된 보충급여 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다. 베버리지의 국가 최저기준은 부정확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의 생 

존적 최저수준의 추정에 근거하였고， 이는 이 이후의 국가부조 및 보충급 

여의 인상표준율(scale rates)의 출발 기점이 되었다.18) 

2) Townsend의 賞困線

17) lbid., pp.33 - 34 
18) 1-표!lSO， Reforrn .of Social Security - Background Papers, vol. 3, 198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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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send는 Rowntree의 마켓 바스켓방식의 자의성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負困의 절대적 정의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負困

測定方法을 제시한다. 

첫째， 그는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여러 가지 소 

득원에 의해 賞困線보다 높음을 밝혀내고， Rowntree방식의 負困線推定에 

기초한 국가기준은 너무 낮으므로 그의 食困減少說은 납득할 수 없고， 부 

조기준액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負困 推定을 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육체적 능률을 뛰어넘어 심리학적 행복， 사회구조적인 

면 등으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상대적 소득기준은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지는 일정한 퍼센트의 

인구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그는 Rowntree의 마켓 바스켓 방식의 忽意

性을 제거하기 위해 1939년 실시되고 1942년 보고서로 간행된 버밍햄방식 

으로 부터 시사를 얻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0) 노동자 계급가 

구의 수입， 지출 및 식량소비에 관한 자료를 모은다.@ 이 자료를 가구 

구성 및 소득계급별로 집계하고， 그것을 필요영양량 기준과 비교한다.@ 

위의 영양량 기준을 확보하고 있는 모든 가구에서 이것을 최저의 소득(보 

다 정확하게는 주택임대료와 강제보험료 등을 제외한) 이상에서 실현하고 

있는 가구를 선택(예를 들어 25%)한다.@ 이렇게 선출된 가구의 가구구 

성별로 본 平均支出觀을 쓸困線으로 한다. 이러한 그의 賞困線 推定方法

은 노동자계급의 분포에서 일정한 폭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라 

고 할 수 있으나， 25%라는 기준은 계속해서 忽意的인 것으로 남는다. 

셋째， 박탈적 기준. 이는 사람들이 소득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박탈을 

경험하게되는 소득의 기준이다. 조사에서 보면， 박탈이 소득의 하락에 비 

해 불균형적으로 증가하는 소득점 즉 박탈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과 

박탈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는 @ 소득단위의 정의문제，@ 박탈단위 

의 정의문제，@ 자원의 측정수준의 문제，@ 박탈의 측정수준의 문제 등 

과 같은 측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결국 Townsend의 負困線測定方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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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性과 現實性을 감안할 때 Rowntree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相對的 賞

困의 漸念을 많이 도입하려고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補充給與基準

현재까지 영국에서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의 자격수준이 最低生

活수준의 공식적인 적용을 위한 정의로 사용되어져 왔다.19) 따라서 영국 

의 賞困線은 보충급여수준으로 파악한다.20) 그러나 이 수준이 어떠한 방 

법을 통해 산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영국의 賞困線

測定方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소득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이 

전에는 국가부조기금이 賞困線이었다. 

1948년 국가부조의 기준은 Beverage의 추천에 근거해 있는데 이것은 

1936년 Rowntree가 설정한 負困線으로부터 도출한 것이며， 그 이후 공적 

부조액은 베버리지의 生存水準測定方式을 그대로 사용하여 산정되지는 않 

았을지라도 베버리지의 생존수준측정방식에 기반하고 있었다.21) 그러나 

베버리지의 국민최저수준은 일반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단지 生存水準Csubsistence leveD을 의미하는데 반해 오늘날 영국의 公式

贊困線은 Rowntree의 賞困線에 기초하여 일반생활수준의 상승을 감안한 

負困線이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1983년 물가를 기준으로 실질 보충급여 

액의 변화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생존수준에 

기초한 베버리지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불가의 변화를 감안한 후 

보충급여액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1953년 국가부조액으로 용 

19) 영국은 공식보조금지급기준COfficial Supplementary Benefit Scale)이 있어 이 
수준 이하의 사람을 빈곤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준구， 전게서， p.321. 

20) 1985년 6월에 발표된 보수당정부의 파울러 (Nonnan Fowler)보고서는 현행 보 
충급여 (Supplementarγ Benefit)를 소득지원(Income Support)으로 명칭을 변 
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신섭중 외각국의 사회보장~ C서울:유풍출판사， 
1987), p.76 

21)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Rζform 01 Soc따l Security, Vo1.3, 198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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困을 측정할 경우 1953년 쩔困率은 4.8%이나 1973년에는 0.2%로 줄어들 

게 된다. 그러나 실질 보충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생활수 

준의 향상을 감안하여 負困線 및 급여수준이 결정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表 2-2-3> 週當 補充給與賴(1983年 3月 物價基準)

(단위: 파운드) 

1948 1958 1968 1978 1984 

단신가구 12.22 14.89 22싫 24.79 26.32 
부부가구 20.37 25.15 36.81 40.25 42.74 

資料 Her Majesty's Stationerγ Office, Reform of Soc따1 Securíty, Vol. 3, p. 5. 

〈表 2-2-4> 平均國民所得 對比 -般補充給與賴과 住~手當 比率

(단위: %) 

단신가구 
부부가구 

1948 

25 
38 

1958 

24 
37 

뼈
 
-ma 

껑
 

1978 

25 
37 

없
 
( 

%
∞
 
m엉
 資料 Her Majesψ， s Stationery Office, Reform of Soc.따1 Securíty, Vo1.3, p.5. 

영국의 國家흉助基準 및 補充給與基準은 식품， 의복， 연료， 가사잡비 

등 Rowntree가 생각하였던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주거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국가연금보험의 최저수준보다 약간 높다.22) 

영국의 사회부조기준은 계속 확대되어 학교 급식， 건강 약화， 기타의 비용 

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각종 인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非寄與 給與가 사회부조의 보완으로서 일반 조세에 r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1985년 현재) . 

아동급여， 모자수당， 편부모급여， 장애인 간호수당， 

질병간호 수당， 거동지원 수당(Mobility Alloeance), 

22) HMSO, Ibid., p.65. 



食困의 定義와 國內外의 賞困線 推定方法 31 

중증장애 수당， 비기여 퇴직연금， 전쟁 장애인 연금， 

전쟁미망인 연금， 전쟁 고아 및 부모 연금 등23) 

이는 영국의 最低生計費가 금 세기 초에서와 같이 단순하나마 마켓 바 

스켓을 구성하여 추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제도가 제 

공하는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비목별 최저비용을 상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사회부조 및 자산조사 등 일정 결핍 요건 충족하에 지 

급하는 급여의 총액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욕구 충족 

에 필요한 最低生計費와 비슷한 범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베버리지가 사용한 생존수준의 負困擺念을 그대로 사용하 

지는 않고 일반국민의 생활수준향상을 감안하여 公式용困線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總對的 負困擺念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 

으며 일반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함으로써 賞困家口의 소비행태의 변화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相對的으로 細對的인’ 賞困擺;쉽:에 기 

초하고 있다. 

나. 公的技助制度에의 活用

영국의 경우 소득지원의 자격기준이 最低生活수준의 조작적 정의로 사 

용되어 오고 있다. 이후 負困線 測定의 公的흉助制度에의 活用方案을 고 

찰하기 위해서 소득보조의 자격기준과 급여액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보충급여 수준은 대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총액에서 소득을 제한 금 

액이다. 대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총액은 가구의 구성， 규모에 따라 상 

이하다. 따라서 가구의 구성， 규모， 장애유무， 장애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 가구의 상이한 욕구를 반영하여 상이한 負困線이 결정된다. 

따라서 대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24) 

23) HMOS, Ibid., pp. 104-105.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 25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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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 편부모， 부부， 부양아동에 대 한 개 인수당(persona1 allowance) 

- 가족， 장애， 독신， 편부모， 연금수령자， 등급별 연금가입자(enhanced 

pensioner, higher pensioner), 장애 아동， 간병 인 등을 위 한 부가수 

당(premiurns) 

- 주거비용으로서 난방， 온수， 취사， 조명을 포함하고 있다. 

3. 獨適의 용困線 推定方法

1985년 7월 1일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은 사회부조의 생계비 원조에 새로 

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규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 것 

은 이른바 선택적인 마켓 바스켓(Altemative Warenkorb)인데 이는 지금 

까지 적용된 추정원칙 (1970 Warenkorb)을 보충한 것으로 내무부의 작업 

반에 의해 준비되어 사회부에서 결정하였다. 

가. 마켓 바스켓의 구성 

이 규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 마켓 바스켓은 세 개의 부분적 

인 마켓 바스켓으로 구성 되 어 있다. 즉 식 품 품목CErmährung Bed따f)， 

가구필요 품목CHauswirtschaftlicher Bedarf) , 개인필요 품목(Personlicher 

Bedarf)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식 품부분 마켓 바스켓 

식품부분 마켓 바스켓은 독일연합CDeutschen Verein)이 개발한 1980년 

의 필요량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음식을 먹고 난 뒤 남아서 버리게 되 

는 분량을 고려한 추가분을 20% 혹은 10%로 보았던 이제까지의 방식과 

는 달리， 잔여 음식물에 대해 단지 8%의 추가분만이 고려되었다. 양념부 

분에 있어서 추가분도 2%에서 1%로 결정되었다. 

2) 가구필요 품목 부분 마켓 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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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필요 품목 마켓 마스켓은 본질적으로 135kwh의 가정에너지 항목 

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독일발전소 연합의 소비조사에 근거한 것 

으로서 여기에는 전등， 냉장고， 세탁기， 온수장치 등의 필요한 시설 및 장 

비가 고려되었다. 이에 부가하여 사회적 원조의 수급자의 의무 즉， 적당 

한 수준으로 보이는 것보다 검소한 가계관리를 할 의무와 함께 10% 정도 

의 감소가 고려되었다. 에너지에 대한 가격의 결정은 이후에 장소적 여 

건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3) 개 인필요 품목 부분 마켓 바스켓 

개인필요 품목 부분 마켓 바스켓은 이전의 이 부분 마켓 바스켓의 할 

당정도에서와 같이 독일연합(Deutschen Verein)이 정한 개인품목의 필요 

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품목들 금액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주민(규정의 30%)에 대한 현금 총액과 일치한다. 특정 시 

점에 대한 換價問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금액은 현실적인 평 

가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 

나. 마켓 바스켓의 換價

이 세 부분 마켓 바스켓은 모두 % 가격 ( Quartilspreisen)으로 평 가되 

었다， 이른바 첫번째 % 수준은 통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으 

로서 이것은 전체 중 하위 절반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이 값을 각각의 

바
 다 

1/2 

1/4 분포가격 

카-= 
T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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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해 적용해 보았을 경우 식품부문 마켓 바스켓에서 % 가격은 약 

13%, 가계필요 품목 마켓 바스켓에서는 약 4%, 그리고 개인필요품목 마 

켓 바스켓은 약 12%가 독일연방전체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1) 식품부분 마켓 바스켓 

이러한 % 가격을 이용함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예: 가족수). 그래서 Nordrbein-Westfalen 州와 같이 

聯행 平均率을 이용하여 계산된 새로운 마켓 바스켓을 포기하고， 각주에 

서 지역적으로 결정된 것을 쓰기도 한다. 예컨대 

。 양념류에 있어서 1% 가산하고， 

。%' 가격 적용으로 평균가격보다 13% 적으며， 

。 잔여음식을 고려하여 8%를 추가 허용하고 있다. 

2) 가구필요 품목 마켓 바스켓 및 개인필요 품목 마켓 바스켓 

몇몇 州에서는 州統計廳의 각각의 조사에서 필요상태가 발견되지 않았 

기 때문에 환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각 州의 가격과 관계된 % 

가격들 간의 직접적 비교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서 Hessen 州의 

경우 1970년의 마켓 바스켓의 평균가격에서 % 가격적용요율을 그대로 적 

용계산하여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연방평균과 직접비교를 통한 전 

체 % 가격요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요(need)에 대한 결정에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바， 예컨대 각 

州의 평균가격의 차이와 % 가격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와 반 

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선택적 마켓 바스켓은 단지 소득원이 1인인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 

다. 다른 가족원에 대한 고려는 제2조의 법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된 마켓 바스켓의 품목에 관한 측정 근거들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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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부조 측면에서 볼 때 부양가족에 필요한 필요품 

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마켓 바스켓과 선택적 마켓 바스켓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식품 

부분 마켓 바스켓에 있어서 잔여음식을 고려한 추가분이 8%로 예측된다 

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20%, 혹은 10%로 예측되었다. 잔여음식을 고 

려한 추가분을 줄인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경제적 불황과 사회원조 

수급자들이 겁소한 가계관리와 생활태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를 고려 

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社會技助 對象者의 생계계 

상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비율이 잘 분석하여 보면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예상은 확연하게 증명할 수 있거나 조사 

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책정된 잔여음식 추가분 비율이 학술적인 근거에 의한 결 

과에 따른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협상에 있어서 추가분이 3% 수준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연방 학술 생계위원회의 조사는 사회복지 

협의회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분이 최소한 8%가 되어야 하 

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부가적인 것들 음료형태(우유를 말 

하는것 같음)에 대한 추가분이 조사되거나 결정적인 추가분의 수준을 확 

정하게 되었다. 

4. 캐나다의 賞困線 推定方法

캐나다는 저소득구분CLow Income Cut-Offs: LICOs)의 방법으로 餐困

線을 추정하여 왔으나엉) 지금은 이를 포기26)하고 주별로 약간씩 차이 를 

25) 저 소득구분(Low Income Cut-Offs: LICOs)의 추정 방법 을 보면 
CD FAMEX 자료로부터 전가구소득에 대한 전가구 평균 식품， 주거， 의류의 
필수품에 대한 지출비율을 추계함. 

@ 구분수준은 Poclo!ukdop(l967)애 의해 자의적으로 조정한 전례를 따라 평 
균지출에 그것의 20%를 추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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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면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이용되고 있는 最低生計費 推定方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基本需要方式(basic need approach) 

6개 州에서 약간씩 상이하게 이용하고 있다. 식품， 의류， 주거가 중심 

이고， 기타， 의료， 교통， 전화， 휴양 등도 포함하고 있다. 

예， 최소적정예산(minimum adequate budget)- 캐나다 Monteal의 품목 

구성 (diet dispens따y): 음식， 의류， 주거， 연료， 상수도， 개별간호(personal 

care), 가구용품(utilities)， 기 타 가구집 기 (household supplies.) 

나. 주정부에 의한 사회부조 

급여수준은 LICOS의 74-84%이고 BNA의 약 60% 수준에 해당한다. 

다. 주관적 LILS(Low Income Lines) 

예Leyden 방식， 이는 LICOS 방식보다 25-50% 높게 책정된다. 

라. CCSD LINES 

캐 나다 사회 개 발위 원회 (Canadian 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에 

서 이용하고 있는 빈곤선으로 OECD와 같이 단순 접근(Median 가구소득 

의 50%) 방식을 따라 3인 가족 평균소득의 50%를 적용하고 있다. 

5. 日 本의 負困線 推定方法

가. 負困線 推定方法

@ 식량， 의류， 주거 지출을 소득， 가구규모， 도시화， 지역둥 변수에 회귀하여 
관계식을 추정함. 

@ 식량， 주거， 의류지출의 구분(Cut-OW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추정하여 
LICOs를 결정함. 

26) HW. W A TTS, A Review 하 Altemative Budget Based on Expenditure 
Norms, 199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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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켓 바스켓 방식 

l없8-1960년 기간 동안에는 마켓 바스켓 방식으로 負困線을 측정하였 

고， 1961-1964년 기간 동안에는 Engel방식에 의해 賞困線이 측정되었다. 

1965-1983년 기간에는 격차축소방식에 의해 용困線이 측정되었다. 1953 

년 병원 및 요양소 입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급여는 피복· 

신발， 보건위생비 및 잡비 비목의 25가지 품목에 월 600엔 정도의 급여를 

하였다. 

2) 隔差縮小 및 水準均衝 方式

격차축소방식은 정부의 경제전망에 의한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신장률 

에 기초하여 일반세대와 피보호세대의 소비수준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식 

이다. 당해년도의 국민소비지출의 증가분과 목표 격차축소분을 더하여 

最低生計費水準을 설정한다. 1980년대 초반， 피보호자의 소비수준이 일반 

근로자소비수준의 % 수준을 넘어서게 되자 국민생활수준과의 균형상 현 

행 생활부조기준은 最低生計費로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 리 고 1984년 이 

후부터는 격차의 축소보다는 일반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조를 맞추는 

수준균형방식을 취하였다.앙) 즉， 피보호세대의 소비지출수준과 일반세대 

의 소비지출수준을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소비지출의 증가분만을 감안하여 最低生計費水

準을 파악하고 있다C<表 2-2-5> 참조) . 

'Z7) 최일섭， 김태성 외 r빈곤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1, p.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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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5> 被保護世帶와 -般世帶 消費水準 比較

연도 일반근로자세대 빈곤근로자세대 

(단위: 엔， %) 

격차(%)1) 

1960 9,903 3,347 38.0 
1965 14,636 7,351 50.2 
1970 21,792 11,487 52.9 
1975 44,672 24,944 55.8 
1980 63,149 40,170 63.6 
1985 75,518 51,700 67.6 
1987 79,350 않，360 없.5 

註:1) 격차 = 負困근로자세대 소비수준/일반근로자세대 소비수준X lOO 

資料: 훔生統計協會國民σ) 福퍼d: σ) 動向~， 1990 

나. 公的技助 制度에의 活用

賞困線의 公的흉助對象者 選定에의 활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가 

구 중에서 그 가구의 수입충당액이 후생성이 정한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 

육부조， 의료부조 등의 합산액(最低生計費) 보다 적은 경우 보호의 대상으 

로 인정하고 있다.잃) 選定基準은 세대유형별 지역별로 달리 마련된다. 

賞困線의 공적부조급여액에의 활용을 보면 最低生計費와 수입충당액의 

차이를 부조액으로 한다. 最低生計費는 생활부조기준， 가산액， 주택부조29)， 

교육부조30)， 의료부조31)를 합한 금액이다.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서， p‘ 깡O . 
. 29) 주택부조는 집세， 방세， 지대 둥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 

며 주택유지에 필요한 경비도 보조하고 있다. 전게서， p. 244 
30) 교육부조는 의무교육취학중의 아동， 학생에 대한 학용품， 통학용품비 둥에 대하 

여 학년별로 기초액이 정하여지고 있고 교과서대나 부교재 동의 도서비， 학 

교급식비， 통학교통비 둥에 대하여 그 필요액이 정해져 있다. 전게서， p. 

244. 
31) 의료부조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서 입원， 

진료， 투약， 주사， 수술은 물론 입퇴원， 통원 둥에 요하는 교통비 수혈， 안경， 
체온계 등도 치료재료 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게서，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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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흉助의 기준은 의·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들인데 

1류비와 2류비 각종 가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류비는 음식물비， 피복 

비 등의 개인단위로 소비하는 생활비로 연령별로 표시되어 있다. 2류비 

는 가구비， 광열비 등 세대 전체가 소비하는 생활비로 세대인원수별로 표 

시되어 있다. 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있는 

데 노령가산， 모자가산， 장애자가산， 아동양육가산， 방사선 장애자가산， 입 

산부 가산， 재택환자가산 등이 있다. 즉， 일본의 경우 특별한 요구가 있 

는 사람에 대해서는 最低生計費에 가산금이 포함되므로 가구특성에 따라 

負困線을 상이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이 最低生計費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것을 공적부조급여액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表 2-2-6> ’ 90 家口類型別 뿔低生活保障水準1) 
(단위: 엔) 

l급지 -1 l급지 -2 2급지 -1 2급지 -2 3급지 -1 3급지 -2 

표준3인가구 177,184 172,120 163,953 158,889 145,323 140,258 

중증장애인 

포함 2인가구 167,958 164,048 157,618 153,728 142,319 l38,535 

노인 2인가구 132,988 130,358 123,258 120,648 108,519 106,015 

노인단독가구 96,728 95,397 90,268 78,788 77,461 77,461 

註:1) 가구유형별 最低生活 保障水準은 생활부조， 주태부조， 근로공제를 합한 
금액임. 

資料: 홈生統計協會國民σ) 福~!Il: σ) 動向.!I， 1990. 

6. 기타 아시아 國家들의 贊困線 推定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總對負困

線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품바스켓을 중심으로 

最低生計費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最低生計費를 추정하 

는 단계는 첫째， 최저 칼로리 섭취량 기준을 정하고， 두번째， 지배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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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패턴을 참고하여 칼로리 기준과 이를 충족시킬 규범적 식품 바스켓과 

의 관계를 설정한다. 세번째， 일인당 규범적 最低食品費를 구하기 위하여 

선정된 식품 바스켓을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最低食品費

에서 最低生計費를 구하기 위하여 자의적인 일정 수준의 마크-업 

(mark-up)을 이용하거나， 비식품 지출중 주거， 연료， 전기， 수도， 의복 및 

신발， 기타 내구재，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식품 기초 품목에 한하여 

최저비용을 추정한다，32) 

7. 外國 事例昭究를 통한 含義

지금까지 외국의 負困線推定方法과 公的技助制度에의 活用方案의 고찰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매년의 負困線은 과거에 추정된 용困線에 물가지수 

만을 적용하여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가변화에 의해서만 負困線이 변 

화되어서는 안되며 변화하는 소비수준과 소비행태에 따라서 용困線을 변 

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변 경제의 실질성장이 지속적으로 되는 한 

임금상승은 일반적으로 불가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가에 의 

해서만 賞困線을 변화시킬 경우 食困線은 평균생활수준 이하로부터 상당 

정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쓸困線 測定方法에 상대적 개념을 도입한 용困線을 도 

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앞의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소득의 변화로 소비행태의 변화를 추정하여 쓸困線을 변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둘째， 그러나 평균소득의 변화로 쏠困線을 변화시킬 

경우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패턴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 

32) K Sundaram and S. D. Tendulkar, National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overty, ESCAP, Expert Group Mæting On National Poverty and 
Measurement In πle ESCAP Region, Memeo, Sep. 1993,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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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최소한의 욕구에 해당하는 마켓 바스 

켓을 재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공적부조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負困線은 지역， 가구특성 등에 따 

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선진국이 標準 쓸困線의 배율을 이용하 

여 추가적 쓸困線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수당을 급여하고 있어 단순한 負

困線 혹은 最低生計費擺念의 이용은 그 의미가 적다. 

셋째， 일반적으로 물가지수는 일반국민의 소비에 기초하여 구해지는데 

低所得層 물가지수는 일반 물가지수보다 높을 수 있다. 負困線이 일반물 

가지수에 기초하여 추정될 경우 저소득층 생계비지수에 기초한 결과 보다 

賞困線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빈자는 식비와 주거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내구소비재는 적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데1 만약 식비 

와 주거비의 불가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올라갈 경우 현 물가지수에 

의해 負困線을 결정할 경우 賞困線이 낮게 책정되어 빈자의 구매력을 저 

하시킬 수 있다. 

셋째， 相對的 용困構;융~(예를 들면 평균소득의 50%를 負困線으로 함)에 

의해 負困線을 결정할 경우 실제 負困階層의 실질소득이 다른 계층보다 

덜 증가하면， 국민소득의 성장은 負困率을 증가시킬 소지가 있다. 그리고 

경기불황시기의 경우 전체적인 실질임금이 감소하여 食困線은 낮아진다. 

또한 불경기 때 負困線이 낮아져 負困率이 떨어지지만 실제 빈자의 욕구 

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평균적 소득의 감소만큼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相對的 負困測定은 최저생계의 의미보다는 소득불평등과 더 밀접 

한 관계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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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우리나라 負困線 推定方法

1. 最低生計費 推定{直의 比較

우리나라의 最低生計費는 1974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국민생활실태 

조사이후 3차례에 걸친 전국조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들은 주로 저 

소득 계층의 전 생활 분야에 걸쳐 전국적 가계부 조사를 실시하여 實態生

計費를 구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영양 권장량에 주로 의존한 最低食品費를 

중심으로 理論的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여 왔다. 

또한 서상목이 1981년 분석한 방법도 비슷하기는하지만 보다 더 식품 

바스켓을 중심으로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였다. 그의 방법을 보변 인구센 

서스를 참조하여 標準家口를 선정하고 이 가구의 정상적 활동에 필요한 

열량을 추계하여 도시와 농촌의 음식물비를 구한다. 다음으로 비목별 앵 

겔함수를 추정한 후 최저식품비에 상응하는 소득을 구하여 이 소득을 費

目別 추정식에 대입하여 費目別 最低生計費를 추정한다. 費텀別 最低生

計費를 합하여 最低生計費를 추정 하였다.33) 

1988년 본 연구원에서 발표한 最低生計費는 저소득계층의 소비실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理論生計費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자의성을 배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은 전물량방식을 이용하여 매년 最低生計費

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가구의 最低生計費를 추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일회성의 다른 연구 

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추정 방법에 있어서는 영양 권 

장량에 맞추기는 하였으나 사회의 평균적 혹은 최빈의 식품소비행위에 기 

초한 食品費이어서 최저보다는 標準食品費的 성격이 강하고， 다른 비목의 

33) 서상목， 전게서， 1981,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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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추정에 있어서도 마켓 바스켓의 선정이나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恐意的이고 평균값을 선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최저의 개 

념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노력을 기울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 조사 분석은 선진국의 예에서와 같이 품목 선정이 자의적 

이고 식품을 제외하면 품목별 최저수준의 개념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용하 

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자료의 最頻層의 實態에 근거한 最低生計費나 低所

得層의 주관적 응답에 의해 분석된 主觀的 最低生計費가 있다. 

<表 2-3-1> 最低生計費 推定觀(月/Á., 1993年. 1 月 基準)

발표자 조사년도 산출방식 최저생계비 

社保審 1973 앵젤 방식 32 
서상목 1973 앵겔 방식 35 
윤석범 1980 라이덴방식 63 
장현준 1984 라운트리방식 66 
이중희 1985 라이댄방식 66 
社保審 (1) 1978 앵겔 방식 83 

(2) 1978 라이덴방식 110 
배무기 둥 1987 전물량방식 181 
한국노총 1989 전물량방식 정3 

임창호둥 1989 라이덴방식 109 
안창수 풍(保社冊)(1) 1989.12 전물량방식 98.3 

(2) 1989.12 전물량방식 104.9 
박순일 동(保社짧)(1) 1990.6 욕구조사 113.7 

(2) 1990.6 욕구조사 127.1 

註:1) 사보심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약자이며，(1)은 중소도시， (2)는 대도시 
의 最低生計費， 안창수 및 박순일 이외의 最低生計費자료는 임창호의 연 
구에서 이용. 

2) 위의 통계는 ’93년 l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을 적용하여 추계함. 
資料: 임창호 동 『都市賞困層對策에 관한 없究~， 국토개발연구원， 1989. 

안창수 둥最低生計費 計測調충없究.!I，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89. 
박순일 동低所得層의 社會福社需要 分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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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3-1>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最低生計費가 상승 

하고 있다. 1970년대 초나 1980년대 초의 最低生計費는 ’93년 현재로 볼 

때 너무 낮아 最低生計費로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보사부 생 

활보호 選定基準보다는 큰 수준이었다. 最低生計費가 所得水準의 증가와 

더불어 인상되어야 함은 1990년 조사의 最低生計費는 소비자 물가상승을 

반영한 1970년대 및 1980년대 추정된 最低生計費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까지 

의 생계비의 추정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總對賞困線의 추 

정은 조사시점， 지역 및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특히 분석자의 주관적 

태도를 고려하면 食困線 및 質困率의 추정은 매우 어렵고 그 결과도 매우 

다르게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國民所得水準 向上을 반영한 最低生計費

이러한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最低生計費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도 

출할 수 없는 한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정하여 제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表 2-3-2>에서와 같이 조사통계를 현재가치로 전환시키는 데 

消費者物價指數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 조사시점 이후에 변화된 경제사 

회 여건은 低所得層의 생활수준 및 욕구를 변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4) 

最低生計費는 경제사회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34) 따라서 조사시점의 최저생계비를 현재의 수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둥식을 이용할 수 있다. 

Ml = M, + pM, + Y 'E' M。

= M,(l + P + Y' E) 

= M,(l + P +((Py)-p)E) 

Ml는 현재의 최저생계비이고， Mo는 조사시점의 최저생계비， p는 동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y는 동기간의 실질소득상승률， PY는 명목소득의 상승율， 

그리고 E는 최저생계비의 소득 혹은 지출에 대한 탄성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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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변인이 所得水準이다. 所得水準의 변화에 반응하여 最低生

計費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선험적 통계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90년에 조사(박순일 1991년)된 低所得層의 最低生活욕구수준이 

所得水準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추정하여 보았다. 

추정된 결과에 의하면 소득 및 지출에 대한 最低生計費 욕구수준의 탄 

성치는 각각 0.632 및 0.681 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最低生計費를 추정 하면 <表 2-3-2>와 같다. 추정결과를 보면 세 가지 

조사의 93년 最低生計費 推定順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안창수 

등(1989)의 개념은 기본생존적 개념에 가깝다 하나 실제 추계상에서 사회 

적 생존의 개념을 다분히 흡수하고 있는 듯하여 박순일 등(1991)， 임창호 

등(1989)의 사회생존적 最低生計費 基準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조사통계를 이용하여 정부가 극빈층에게 반드시 급여하여야 할 기본적 혹 

은 육체적 最低生活水準을 추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정부 

가 급여하여야 할 최저급여수준으로서 最低生計費는 정부에 의해 생계보 

조를 받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最低生計費 欲求水準을 이용할 수도 있다. 

勞動再生뚫的 最低生計費는 社會生存的 最低生計費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배무기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87년 4월 4인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最低生計費는 119.900원이다. 도시의 소비자물가는 ’87년 4월부터 

’93년 43.0% 상승하였고 도시가구 일인당 名目消費支出은 동기간에 약 

151.0%증가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 最低生計費의 지출탄성치 0.592를 이용 

하면 ’87년 4월 最低生計費 119，900원은 ’93년 약 24.8만원， ’94년 '2ß.7만원 

이 된다. 따라서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의 기준으로서 제시된 배무기 등 

(1987)의 最低生計費는 사회 적 생존의 最低生計費의 약 1.7배 에 달한다. 

과연 노동재생산적 最低生計費가 低所得慶들이 욕구하는 수준의 두 배 가 

까운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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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3-2> 1993年 -Á當 最低生計費 推定

(단위: 천원) 

「 안창주 동=了꿇좋[펴순일 둥 
h선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흰 (대도시) 낸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증사λ1컸이 1빽.8 ←← 1!9없 9 어 5 

편의 옳af웰↑뚫:af $; ! $:Z j 쏠摩혔 
줬꽃뚫% 3:6.9 i 37.6 ! 37.6 잃9 i 30.3 펴8 냐3 패o I 13.8 

繼鐵 ! o 681! 0.681 i 0 681; 0.68l j o 68l OL68l O 68l j o 훼 0.6없 
최저생계비 IJ27.31 137.τ꾀껑욕니명효앵2 130.31 155.3 1138~꾀9.3 
資料: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4. 4; 물가상승을 구하기 위하여 도시가계조사의 

구입가격 자료 및 농가 가계비 자료를 이용함， 전국 통계치를 얻기 위하여 
도시 0.8, 농촌 0.2의 가중치를 사용함. 

배무기 등의 最低生計費의 추정 등은 일본 인사원의 推定方法을 원용하 

고 있는데 이는 換算乘數가 각 가구규모에서 비목별로 최빈치를 발견하고 

이를 평균치로 나눈 수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한 最低生計費는 결국 最

頻生計費(배무기 등은 標準生計費라고 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분배의 偏倚化가 매우 심하여 최빈생활비 

까지의 누적인구비율이 도시의 경우 약 30% 정도(과거부터의 도시가계지 

출 분석)이어서 소득계층분포에서 약 30%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비지출을 最低生計費 혹은 標準生計費로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93년 월 25만원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의 경우 96만원이나 되어 이 

最低生計費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3. 最低生計費 推定에 대한 評價

지금까지 細對的 쓸困의 추정에는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왔는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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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相對的 負困의 추정은 간과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相對的 홈 

困問題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70년대나 80년대 중반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相對的 負困의 추정을 처음 시도한 연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연보의 지출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한 용困線測定方法을 사용하였을지라 

도 最低生計費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 하다. 예를 들변 동일 한 Rowntree 

방식을 사용한 연구들의 경우에도 가구유형별 가족구성이 다르며 最低生

計費 構成項目 또한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最低生計費 構成項目

內(예를 들면 보건의료비)에서도 어떠한 세부항목(예를 들면， 보험료 혹은 

병원치료비 등)으로 해당 구성항목의 最低生計費를 측정하였는지가 상이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이성은 연구자의 ‘忽意的인 判斷’에서 기인한다. 

최근 전물량에 대한 소비실태를 근거로 하여 추정된 最低生計費는 이 

미 5년 이상 지났고 주관적 평가에 의한 最低生計費도 3년이 지난 자료가 

되었다. 특히 국민생활실태를 근거로 한 생계비추정은 食困層의 소비행 

태 즉， 기호나 습관의 변화 그리고 소비재의 종류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 

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 따라서 금년도에 다시 最低生計費를 추정하 

게 되었고 다음의 몇 가지 장점을 살려 추진되었다. 總對的 賞困漸;융:에 

근거한 Rowntree방식으로 賞困線을 결정할 경우， 어떠한 항목을 ‘기본적 

필요’로 간주할 것인가에 관해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은 실제 賞困階層의 실태를 반영하 

지 않고 현실을 왜곡할 여지를 남겨둔다. 따라서 Rowntree방식으로 賞

困線을 계측할 경우 전문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 실제 負困階層의 실 

태를 반영할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원의 94년 

最低生計費推定 짧究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즉， Rowntree 

방식에 입각한 기존연구들을 비교분석하여 負困階層의 소비행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라운트리방식에 입각하여 最低生計費를 계측한 연구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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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1회에 그치고 있다. 즉， 해당년도에 측정된 最低生計費를 시간의 변화 

에 따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이후 진행될 연구들에 있어서는 最低生計費 構成項目 內容，

家口均等化指數， 季節變動指數 등과 관련된 모형을 개발하는 것 뿐 아니 

라 시기별로 最低生計費水準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모형의 개 

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公式負困線을 산 

정하여 公的技助制度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기변화에 따른 公式賞困線의 

조정모형이 필요하다. 매년 Rowntree방식에 입각하여 最低生計費를 산 

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므로 시기변화에 따라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여 

食困線을 조정해야만 가장 적합한 食困線이 측정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4. 公的技助制度에 의 活用

우리 나라의 경우 最低生計費는 生活保護對象者의 選定 및 給與水準의 

결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 각종 정부복지사업의 기초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生活保護對象者 선정 

기준 이외에는 공식적 賞困線을 갖고 있지 못하다.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은 ’88년도 본 연구원의 最低生計費 推定f直에 

소비자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어， 국민생활의 향상， 

低所得層의 생계비지수 상승， 그리고 기호 및 패턴의 변화와 같은 쓸困線 

을 증대시키는 요인에 대한 배려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 

이고 질적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가구특성을 고려한 最低生計費의 추 

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家口規模， 家口構成， 家口特性에 따라 상이한 負困線이 설 

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이한 욕구에 대해 적절한 公的흉助給與를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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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生計費 推定은 그 擺念을 具體化하기 위하여 國家와 짧究者에 따 

라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最低生計 擺念이 抽象的이고 

나라에 따라 요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最低生活에 필요한 

소득 혹은 지출을 補提할 수 있는 방법론도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소득 

의 일정 比率 이하에서는 最低生活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最低生

計費線으로 選定할 수 있다. 이 때 소득은 支出로 代替될 수 있고 수준 

도 平쳐 혹은 中位水準에서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最低의 擺

念을 生活費目別로 具體化시키는 것이다. 最低生計를 구성할 最低限의 

營養水準， 最低의 住居樣式， 最低 醫驚內容， 기타 費 g 의 最低內容을 정하 

고， 이들을 충족시킬 품목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費 g

의 範購나 품목 및 서비스의 範購를 選定함에 있어서 職念 또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대체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선택된 範購는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출의 일정 비율에서 最低生計費線을 

찾고 있으나 그러한 선택 기준이나 방법이 왜 선택되었는냐에 대한 논리 

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다. 

最低生計費 推定에서의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방법은 最低擺念을 충족시킬 품목 및 서비스群(Market Basket)을 選定하 

고 이를 貨輪 價順化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美國， 캐나다등 주요국에서 

이용하고 있고， 소득이나 지출의 일정 비율을 贊困線으로 選定하고 있는 

英國이나 日本도 과거에는 마켓 바스켓에 의존하여 負困線이 推定되었다. 

이는 最低擺念을 費 g別로 구체화시킴으로써 最低生計의 내용을 보다 가 

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最低生計의 擺念이 육 

체적 생존이나 효율성과 같은 물리적 욕구의 漸念을 넘어서서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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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더불은 삶의 質에 대한 최소한의 충족이라는 상대적 擺念으로 바 

뀌어 감에 따라 마켓 바스켓이 갖는 절대적이고 전문적인 最低擺念은 약 

하여지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最低生活의 擺念이 중요도를 더 해가고 있 

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물리적 욕구의 最低 충 

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家口가 많고， 주거， 의료， 교육， 의복 등의 最低生活

保障을 위한 現物給與(Inkind Transfer)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시기이므로 

마켓 바스켓 方式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第 1 節 많存의 分析 方法

先進國에서 이용하였던 기존의 方式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世

紀 중반이래 용困線 혹은 最低生計費를 推定하기 위하여 範購가 좁든 혹 

은 넓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켓 바스켓을 상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접근 방법은 營養學的 適lE 혹은 最低 食品構取量을 충족시킬 

食品바스켓을 구성하는데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떠한 食品들이 選定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는 찾기 어렵고 전문가들 

의 견해가 서로 차이가 나는 恐意的 選定에 의존하였다. 또한 이들의 대 

부분은 자선언 사는 사회의 보통수준 혹은 中位家口핀 순릎을-중심으로 

마켓 바스켓을 選定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이 推定한 마 

켓 바스켓의 最低生計費는 항상 中位家口의 소득 혹은 지출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最低生活의 擺念은 어떠한 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福社水準이 

선진화되어 빈곤의 문제가 크게 줄어든 서구 유럽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最低生活保障을 목표로 하고 있어 中位所得家口를 기준으로 마켓 바스켓 

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福社發展의 초기에는 보편화 

되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最低生活을 보장하여 왔기 때문에 그 수준 

도 中位家口 수준보다 낮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마켓 바스켓 範購도 食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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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정된 품목에 그쳤다. 

l 마켓 바스켓 選定

일반적으로 마켓 바스켓은 ‘最低의 품위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 

의 된 품목Cagreed-onset of items necessary for a minimum decent 

standard)"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품위의 기준과 합의의 내용은 그 

의 福社水準과 價f直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基本的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상태’1) 혹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을 내리고 있어 매우 主觀的인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구체화시킨 마켓 바스켓도 基本的으로 主觀

的일 수 밖에 없으며， 설정된 바스켓이나 그 수준은 論難의 여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마켓 바스켓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肉體的 最低生活水準CA Physical Minimum Standard of Living) 

은 가장 基本的인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다. 이는 절대빈곤이 사회의 가 

장 주요한 관심이었던 사회에서 육체적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영양을 

했했輔費좋!.~1 .;:1켓\바스켓이다. 즉 總 營養學的 最低水準CNatur머 

Nutritionally Minimum)을 의 미 한다. 이 러 한 擺念은 앵 겔에 의 해 제시 된 

앵겔계수에 根據하고 있으며， 영국의 最低生計費를 최초로 推定하였던 

Rowntree와 Booth가 의존하였던 擺念이다. 

둘째， 社會的 最低生活水準CSocial Minimum. Standard of Living)은 육 

체적 생존을 넘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 

지를 반영하느냐는 대체로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美國의 분류를 중심하여 보면 먼저， Cl{.찮옳아외엔 빔복 

및 ;풋꺼를 춘갯한 ~l겠봐스Z있었‘외용되기도 한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1) Hagenaars, A., The Perception of Poverη， Amsterdam: North-Holland, 198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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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困線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품목이며， 또한 1978년 美國의 勞動

統計局CBureau of Labour Statistics)이 발표하고 있는 家計據算計劃

CFamily Budget Program)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스컨신대학 용困짧究所 

Cl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에 설치한 家計據算改善專門委員會에 

서 권고하고 있는 네가지 家計據算基準中 社會的 最低基準에 가깝다.2) 위 

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전형적인 양부모의 두 자녀를 

中位支出로 정하고 있는 現實的 家計基準CPrevailing Family Standard)을 

기준으로 이의 %에 해당하는 社會的 最低基準CSocial Minimum 

Standard), 이의 % 수준에 해당하는 低生活基準CLower Living Standard), 

그리고 이보다 50%가 더 높은 수준인 社會的 餘給基準CSocial Abundance 

Standard)의 네 가지 이다. 이 가운데 두번째 기준인 社會的 最低基準은 

罷걷(Deficiency)과 劇審感(Deprivation)을 벗어나는 수준으로서 社會的 最

低生活을 含홈하고 있다. 

@ 다음으로 마켓 바스켓을 食品 이외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한 基本的

欲求鍵算의 擺念CBasic N eeds Budgets: BNB)이다. 즉 食品 이외에 살아 

가는데 필요한 最低限의 품목에 대한 욕구에까지 擺念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의료봉사CMedical Care), 교통， 인적봉사CPersonal Care), 아이돌봄 

CChild C따e)을 포함한다. Renwick & Bergman3)은 美國의 公式的 賞困

線이 무시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계들이 소비하고 있는 

주요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基本 欲求據算CBNB)"의 擺念을 도입하 

였다. Watts도 양자의 BNB 擺念을 받아들여 적절한 據算構成基準

CAdequards Standards for any elements of the Budget)으로서 위 의 품 

2) 家計짧算改善專門委員會의 이 네가지 기준은 勞動統計局이 발표해온 低生活水

準， 中間生活水準 그리 고 高生活水準(Lower， Intennediate and Higher 
Standards of Living)의 가상적 마켓 바스켓 購入費用을 代替하고자 하는 것 
이다. 

3) Renwick and Bergman, "A Budget Based Definitionof.Eoverty," 
Joumal of Human Resources, winter, 1993, Vo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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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 기준에 약간의 수정과 설명을 덧붙여 BNB기준을 보강하고 있다.4) 

@ 사회생활 전반에 대하여 最低擺念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美

國의 AFDC사업에 참여하는 州政府들의 最低生計費 수준은 보건 및 인적 

서비스성 CÐHHS)이 요구하는 기준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이 기준을 

“基本的 欲求基準CBasic Standard of Needs}"라고 부른다. 아이 다호주는 

AFDC의 급여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계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 

였는데， 이곳에서 개발된 基本的 欲求基準CBSN)의 擺念은 AFDC 給與對

象者들은 단순한 생활유지가 아니라 모든 사회할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交通， 通信， 구직활동 동에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준 

은 장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耐久財의 제공도 제안하고 있다.5) 

2. 마켓 바스켓의 構成

위에서 제시된 마켓 바스켓의 擺;융: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용이하지 않 

아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첫째， 전문가들이 最低漸念에 적합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貨

帶價f直로 전환한다. 대표적인 예가 Orshansky에 의해 개발되어 美國의 

농무성이 발표하는 營養動雙量을 충족시키는 마켓 바스켓의 貨簡價f直이다. 

둘째， 最低生活의 線上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가상되는 低所得層의 구 

매 실태에서 最低生計費를 推定하는 것이다. 美國의 勞動統計局에서 발 

표하고 있는 가상적 마켓 바스켓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중 “低水準 鍵

算”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으로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조정하여 最低生計費를 推定

4) Watts, H., ibid., 1993. 
5) c. L. Skoro and D. A. ]ohnson, "Establishing an Updated Standard of 

Need for AFDC Recipients," Soc띠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Vol. 
'Z7, No.3, SEP.,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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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第 2 節 마켓 바스켓 決定 論理

最低生計費를 推定하기 위한 마켓 바스켓의 구성은 이의 貨解的 價f直

인 最低生計費의 설정이 가져올 純 社會的 便益을 가장 크게 하는 형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最低生計費 推定의 목적은 基本的으로 모든 국민 

에게 最低수준에서나마 사회에 의한 생활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福社

的 價順의 추구에 있다，6) 그러나 最低生活의 保障이라도 福社的 價順의 

추구는 非福社的 특히 經濟的 機會費用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最低生

活의 보장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純 社會的 便益을 최대화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 하에서 最低擺念의 제약이 주 

어지면 이에 적합한 마켓 바스켓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6) 추정된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의 급여， 취로사업의 

수당， 직업훈련수당， 노인 및 장애인수당 둥 각종 최저생활보장적 복지급여 
수준의 결정에서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 산업재해의 소득보상， 질환기간 중 
의 소득보상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의 기초 급여 수준의 결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서도 기초가 되어 
야 한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복지급여수준， 사 
회보험 기초급여수준，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에 J따라 

이것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칠 편익이 달라질 것이다. 높은 최저생계비수 

준의 결정은 생활보호 및 사회보험 대상자들이 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향유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근로자들도 임금 상승에따라 생활수준의 향상을 얻 
을 것이다. 또한 복지 및 생활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사회적 갈등에 따른 국 
가 잠재력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른 한펀 노동둥 경제 의욕을 활성화 시켜 
전체적으로 경제.사회적 성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즉 최저생계 
비수준 결정의 사회적 편익은 관련된 제도들이 창출할 복지적 효과 그리고 
경제사회적 성장력의 향상 효과로서 구성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인상 
은 정부의 부담 증대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를 수반한다. 즉 경제적 투자 
의 감소에 따른 생산감소효과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높아진 복지 및 소득 
향상으로 적어질 수 있는 노동의욕 및 저축 의욕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비 
용을 감수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한계비용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한계 
펀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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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最低生計費 擺念에 일치하는 마켓 바스켓이 무엇이며， 그러 

한 마켓 바스켓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어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냐 

는 社會的 福社의 선택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最低生活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는 품목은 전문가 자신의 사회경험을 기 

초로 하여 선택되었거나 아니면 選定된 低所得層의 소비실태를 根據로 

하여 구성되었다. 여기서도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에 基흉흉하되 이들의 문 

제점을 縮小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最低生活의 마켓 바스켓을 구 

성할 것이다. 

1. 專門家에 의한 마켓 바스켓 決定

最低生計費의 社會的 費用-便益과 같은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라 과거 Rowntree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로 

가상적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Rowntree는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시 

킬 食品群을 選定하기 위하여 食品營養學者의 평가를 이용하여 標準家口

의 必要 營養量을 결정하고， 이 熱量을 충족시키는 食品群을 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美國의 Orshansky와 그 이후의 最低生計費 推定은 농무성등 

의 營養動雙量을 충족시킬 食品群을 주로 費用 最小化의 기준에 의해 선 

택하여 왔다. 最近에는 基本的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食品 이외의 주요 

費텀들에 대하여 最低擺念을 적용하여 費目別 品目과 그 量을 정하였다. 

最低生活의 漸念을 ‘품위 있고 건강한 생활Cdecent and healthy living} ’ 또 

는 ‘근근이 살아 가는 정 도Cto get along}’로서 정 의 하고 이 에 필요한 수준 

을 全 消費品目에 대하여 결정한다. 

본 연구원의 1988년 분석에서도 費目別 最低量은 전문가의 판단에 根

擺하여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最低構念의 구체화가 어렵다고 해서 전문 

가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전문 

가의 판단은 그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어서 대체로 그 사회의 最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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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平均的 경향에 접근하게 된다. 最低擺;융:은 소득수준이나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의해 달라지므로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과는 다른 

最低의 擺;융:을 형성할 것이고 우리가 推定코자 하는 最低生活의 擺;응:은 

현 단계에서는 후자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가들이 생각하 

는 最低生活의 집단은 우리 연구의 對象集團(target population)과는 상이 

한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전문가에 의한 最低擺念이 올바르다고 하여도 이를 충족시킬 마 

켓 바스켓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예컨대， 영양 필요량 2때Ocaν日을 충 

족시킬 食品의 組合과 각 食品의 量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또한， 겨울에 

외부 기온으로부터 체온을 보존하고 남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最低

수준의 의복의 組合은 의복의 多樣性으로 인해 많을 수도 있다. 전문가 

의 最低擺念에 상응하는 費팀別 상품 및 서비스의 조합이나 각각의 양 혹 

은 수준은 다양하므로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 

딪치게 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서는 왜 어떤 하나의 마켓 바스켓 

이 選定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들의 결정이 매우 잖意的이었음을 

비판받고 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을 때 부딪치는 이러한 마켓 바 

스켓 구성 및 수준의 중曲을 縮小하기 위하여 美國 등에서는 低所得層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현실의 소비관행에 根擺한 最低生計費를 推定한다. 

2. 實態資料에 根據한 最低生計費의 推定

지금까지 마켓 바스켓의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첫째， 最低生

活의 擺;융:을 충족시킬 많은 바스켓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이고(예: 

營養動雙量 충족의 最低費用 바스켓 구성)， 둘째， 이 때 그 組合에 들어 

간 품목들의 수준의 결정이다. 美國의 경우 전문가들에 의한 忽意的 결 

정의 문제점을 줄이고 低所得層의 소비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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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저수준의 가계예산을 매년 발표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基鍵

로 하여 最低生計費를 推定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는 LICOS에 의한 最低

生計費 推定과 FAMEX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最低生計費를 推定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推定은 低所得層에 대한 조사자료로부터 

얻어진다.7) 우리나라의 경우 最低生計費 推定을 위하여 1974년， 1978년， 

1988년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는 모두 低所得層에 대하여 실시되었다.8) 

그러나 低所得層의 실태자료도 最低生計費의 推定에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첫째， 어느 수준의 低所得層을 最低生活의 대상으로 

하느냐는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소득계층을 조사하면 最低生計費는 낮 

게 推定될 것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을 잡으면 最低生計費가 높게 推

定될 것이므로 조사대상 소득계층의 選定에 자의성이 많이 게재될 수 있 

다. 둘째， 적절한 소득계층이 選定되었다 하여도 그들이 소비행위가 最低

生活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最低生活의 유지에 꼭 필요한 

소비이지만 그들의 지불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 재화나 서 

비스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비의 價格이 너무 비싸 基本的 의료서 

비스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흔하며， 전·월세 비용이 비싸서 基本的 주거 

서비스를 충족할 수 없는 열악한 공간에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셋째， 

最低生活의 유지에1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도 있을 수 있으며， 最低生活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들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면 건강에 도움 

이 되지 않는 술 및 담배의 과용， 회수가 잦은 외식이나 여행， 일반적 필 

7) Skoro, C. L. and Johnson, "Establishing an Updated Standard of Neecl for 
AFDC Recipient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Vol. 27, No.3, 
Sep., 1991. 

8) 본 연구원의 1988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는 下位 30% 階層의 消費寶態
資料를 이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저지출에 따른 最低生計費의 하 
향을 피하기 위하여 下位 30% 소득계층 소득의 前後 혹은 그 소득의 70-
130% 사이의 소득계층의 소비실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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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의 소비는 줄이고 사치적 성격의 상품을 선호하는 등의 소비행위 

最低生活의 推定에서 배제 혹은 조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3. 所得彈性f直 擺念의 適用과 消費行馬 分析을 통한 마켓 바스켓의 

選定

전문가에 의한 選定의 자의성이나 실태조사 결과의 最低生活의 과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 접근 방법을 모두 활용하되 두 방법에서 

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 選定基準을 찾아야 한다. 

첫째， 전문가이든 실태조사이든 마켓 바스켓은 대체로 多頻度品目으로 

구성하는 경향을 갖는다. 전문가의 경우 平均 혹은 最頻家口들의 多頻度

품목을 選定하는 경향을 갖는다. 最低擺念을 반영하는 바스켓을 다빈도 

품목 우선순위별로 나열하여 일정 수준에서 끊어 바스켓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多頻度中 어느 것을 選定하느냐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忽

意性이나 最低生活 과부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多頻度 품목 

중 어느 수준에서 끊는가에 대한 논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所得彈性f直를 이용하여 最低生活의 구성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最

低生活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基本的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基本

的 욕구는 생활 필수품의 소비에 의해 충족되므로 우선 생필품은 最低生

計費의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最低生

活수준도 증가하고 따라서 필수품이 아니더라도 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재화의 소비도 最低生活에 포함될 수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最

低生活의 품목은 필수품과 널리 이용되는 품목으로 나누어지고， 필수품은 

다시 절대적 필수품과 일반 필수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所得彈性

{直(Ey)로 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y = 0 : 總對的 必需品

O<Ey<l: 일반필수품(basic necessities: 예， Ey<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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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1 or >1: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품목 

절대적 필수품에는 食品의 쌀， 소금， 설탕， 장류， 김치나 의복의 일반 

上下衣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일반 필수품에는 열등재가 아닌 정상재이면 

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 빵， 소고기， 생선 

류， 여가생활등 사치성이 아닌 대부분의 상품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일반 

필수품을 포함하기 어려우면 일정한 소득탄성치 이하의 품목에 제한시킬 

수 있다. 

必需品의 결정이 統計的으로 혹은 漸念的으로 어려우면 필수품으로 널 

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포함하고， 사치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품목 

은 반드시 排除하되(예컨대 중산층이상의 소득수준에서 소비가 급속히 증 

가하는 품목을 배제할 수 있다)， 성격을 분명히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들 

에 대해서는 低所得層의 일반적인 소비관행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각각에 대한 所得彈性f直를 

推定하기는 쉽지 않어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사치품 및 필수품을 분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最低漸念을 

구체화하는데 所得彈性f直 擺念의 활용은 연구자의 쪼意性을 줄이는데 중 

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所得彈性置의 擺念이 統計的으로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 

이용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일단 소득탄성치가 적은 필수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연구가 빈도를 중심으로 품목 選定을 하여 

왔으므로 이 관행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빈도가 그 소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료가 있는 경우 

에는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여건에서의 소비할 확률을 推

定하여 品 B 選定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所得彈性置의 擺念을 이용하는 방법은 低所得層의 소비관행을 반영하 

면서 %\흉、性을 줄이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이 기준에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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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最低生活의 擺;융;에 포함되어야 할 품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다. 먼저 

所得彈性f直가 l 보다 크고， 혹은 多頻度 품목이 아니더라도 最低生活 유 

지에 꼭 필요한 것들은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보건의료의 경우 最低

生活을 어렵게 하는 질병에는 多頻度 질병이외에 高價의 치료의 질병도 

있는데， 이러한 家口의 最低生活에는 이러한 질병 치료부문이 바스켓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高價의 치료가 필연적인 경우라도 치료 

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단일하지 않는 한 最低擺念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치료가 꼭 필요한 방법 또는 내용인지에 대해 

서는 각 질병에 따라 의료기술이 다르고 개인의 질환상태나 여건이 다르 

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최저개념에 적용되는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 

다. 私敎育費의 경우도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비가 상 

당부분 차지하는 우리의 교육여건에서는 所得彈性植가 높은 편이라 하더 

라도 最低의 漸念에서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과연 어느 정도의 私敎

育을 最低生活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자녀의 학습능력이나 私的 교 

육서비스의 여건에 의존할 것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 

다. 반대로 所得彈性置가 1보다 작고 多頻度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전문 

가의 판단에는 最低生活의 구성에 넣을 수 없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간식으로 라면의 섭취가 잦은 경우나 빙과류의 구매는 營養觀雙

의 충족에 별로 도움이 안되므로 지나친 라면이나 빙과류의 소비는 마켓 

바스켓에서 排除할 수 있다. 

둘째， 選定된 품목의 소비수준이 最低生活에 상응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食品의 경우 營養學者가 觀雙하는 營養量에 일치하는 選定된 식료 

품의 수준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美國의 경우에서와 같이 비용 절 

약적인 식료품의 선택은 低所得屬의 소비 관행과 다를 수 있다. 여기에 

서도 低所得屬 소비관행을 반영하여 각 식료품에 대한 最低消費水準을 찾 

아서 일차적으로 이 수준을 포함시킨다. 營養學者의 營養觀雙量과 最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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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수준이 창출하는 營養量의 차이는 費用最小化의 기준에 의해 각 식료 

품의 추가 消費水準을 決定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營養學者에 

의한 營養學的 食品群은 여러 대안으로 選定될 수 있을지라도 각 食品의 

어느 수준을 最低生活에 포함시키느냐는 소비관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營養學者에 의해 결정되기 어렵다. 다른 예로서 의복의 경우 最低 품목 

으로서의 의류 종류를 選定하기도 어렵지만 의복을 어느 수준까지 소비하 

는 것이 最低인지를 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품목 혹은 費目別 最低消費水準

은 線形 혹은 非線形의 消費困數(예: 케인즈의 消費困數 또는 Switching 

Regression ModeD를 이용하여 소득이 없어도 소비 할 수 밖에 없는 수준 

이나 소비행태가 급격히 전환하는 수준이 어디인가를 통계학적으로 처리 

하여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美國의 勞動統計局은 의복， 家口什器， 교통， 서비스， 餘興， 교육， 

선물 등 기타의 품목들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였다.9) 

基本的으로 이 技法은 어떤 消費 품목들에 대해 가장 큰 所得彈性f直를 

보이는 소득계층이 구입한 품목의 종류와 平均 量을 中間 家計鍵算 推定

의 기초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소득계층 이하의 계층이 소비하는 품 

목 및 量이 低水準의 가계예산을， 그 이상 계층의 소비수준들이 高水準의 

가계예산을 推定하는데 이용된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所得彈性f直가 크게 나타나는 소득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열등 

재나 생필품의 경우 낮은 소득계층에서， 사치품의 경우는 高所得 계층에 

서 가장 큰 所得彈性f直가 발견될 것이다. 또한 所得彈性順가 1이 넘는 

수준에서 가장 크게 발견되면 이 수준의 계층에서 소비된 소비량은 最低

欲求 水準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最低欲求水準의 量은 소득수 

9) U.S. Departrn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he Measure 01 
Poverty, 1976, pp.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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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관계없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되며 所得彈性f直도 O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의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低水準의 家計據算이더라도 필수품이 아닌 많은 상품이 포함될 것이고， 

그 수준도 最低欲求水準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이상의 논리에서 보면 最低生活을 충족시킬 마켓 바스켓의 구성 품목 

과 그 소비수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될 것이다. 

가. 最低生活에 포함될 품목은 각 품목의 소득탄성치를 推定하여 그 값 

이 1이하의 어떤 수준의 기준보다 작을 때 선태된다. 단， 전문가들 

의 판단에 의해 비록 어떤 품목의 所得彈性順가 기준치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最低生活 유지에 불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 또한 그 탄 

성치가 기준치보다 크다고 하여도 最低生活 유지에 꼭 필요한 품목 

이라고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는 품목들은 바스켓에 포함되도록 한 

다. 다만 所得彈性順의 발견이 統計的으로 어려운 경우， 즉 所得彈

性f直가 극히 크거나 작아서 사치품과 필수품의 성격이 뚜렷한 경우 

는 조정하고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最低生活 계층의 소비관행을 

존중한다. 

나. 마켓 바스켓에 포함될 품목 소비의 어느 수준을 最低生活의 範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첫째， 線形 및 非線形의 消費困數 推

定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즉 선형함수의 절편이나 비선형함수 

의 전환수준이 最低生活의 鷹;융:을 충족시키는 소득수준이라고 가정 

한다. 

이와 같은 推定 방법이 충분치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費

目別 最低生活을 대표하는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最低費用에 접근한다. 

예컨대 最低住居費의 직접적 수준의 결정이 어려우면 最低住居 類型의 지 

표를 이용하여 이 유형에 속하는 低所得 家口의 住居費를 最低住居費로 

간주한다. 敎育費， 보건의료비， 광열 수도비 등의 最低內容에 있어서도 

代理指標 혹은 變數를 활용하여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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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면 忽意性이 높으나 기존의 전문가들이 정하여 놓은 最低의 내용을 

보완하여 最低擺念을 대체할 수 밖에 없다. 

둘째， 美國의 技法을 援用하여 所得彈性順가 O~l인 수준을 推定한다. 

이 경우 각 품목의 소비량은 소득의 非線形의 한 형태인 2次困數로서 가 

정하고 推定된 困數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에서 1사이인 수준을 계산한다. 

다만， 위의 방법은 本 짧究의 6월 조사에 주로 根據하여 推定될 것이므로， 

그 결과를 都市家計調훌와 農家經濟調훌를 이용하여 推定한 결과와 비교 

할 필요가 있다. 

第 3 節 마켓 바스켓의 貨帶金願化(Monetarization) 方法

貨網 金觀化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가장 普遍的으로 

이용되고 있는 平均 消費者 價格의 이용 방법과 低所得層이 구입한 상품 

의 質 및 價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 平均 消費者價格의 利用

지금까지 韓國의 生計指數 推計나 외국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용하였 

던 방법이다. 消費者 物價를 단순히 소비량에 곱하여 얻어지므로 금액화 

가 쉽게 이루어지나 과연 이것이 最低生活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2. 低所得層의 實態調훌資料 利用

低所得層의 最低生活水準이 2F均的 家口의 最低生活이 아니듯이 이들 

이 구입해서 소비하는 물품도 2F均的 質의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 

다. 最低生活에 적합한 물품이나 價格水準을 발견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 

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製品의 質을 上中下로 나누어 購買量과 金願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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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製品의 質別 單價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자료를 이용한 단 

위당 가치는 먼저，0) 上中‘下 品質別 單價에 選定된 바스켓에 곱하여 推

定할 수 있고 @ 바스켓도 다시 上中下로 나누어 質別 單價를 곱하여 여 

러 종류의 값을 推定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구입 상품의 질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 購入

價格은 質에 상응하는 價格일 것으로 생각된다(첨부된 가계부 참조) . 각 

각의 質에 대한 購入價格도 上中下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는 조사되고 있 

지 않아 구입상품의 質을 가장 대표하리라고 하는 最頻價格을 구하고， 이 

를 그 질에 상응하는 價格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平均單價를 

이용할 때 발생할 구입 評價單位의 相異 기재의 오류 등에 따른 平均價

橋의 f扁倚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과 유사하게 美國의 勞動統計局은 가계예산(family 

budget)을 低， 中間， 高水準의 생활을 대표하는 가상적 마켓 바스켓의 구 

입비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입비용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美國의 勞動統計局의 세 가지 중 lower budget과 같이 質別 單價를 이 용 

할 수 있다. 또한 독일도 상품의 질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換價價格은 

平均價橋보다 낮은 最頻價格에 가까운 價格을 이용하고 있다. 

第 4 節 季節變動의 調整(Seasonal Adjustment) 

본 연구는 94년 6월의 조사자료를 根擺로 하여 最低生計費를 구하였 

으므로 이를 年率로 換算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ARIMA模型과 더미變數의 模型을 活用한다. 먼저 더미變數의 模型을 이 

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各 費目의 支出願 = FCl -12월의 더미變數， 趣勢變數)

趣勢效果를 제거하고 순수한 季節變動 효과만을 보기 위해 年度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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趣勢變數를 추가하였다. 農村의 경우만 적용해 본 결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統計的 有意度가 떨어지고 있다. 

* 統計的 유의도가 적은 季節變數

食 品 - 3, 4, 딩 7월의 變數

연 료 - 5， 7， 8월의 變數

교 육 - 1, 4, 12월의 變數

가구집기 - 1, 10, 11월의 變數

주 거 - 2, 3, 4, 5, 10, 11월의 獲數 등 

거의 모든 費目에서 統計的 有意度가 낮은 季節變數를 발견됨으로써 

더미變數 방법은 본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 

하여 ARIMA模型은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94년의 

월별 통계를 이용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短期 讓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 模型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模型의 推定方法은 

Estela Bee Dagum10)의 방법과 통계청의 자료11)를 이용하였다. 먼저 명 

절등의 소비효과가 안정적으로 조정된 源系列을 얻기 위한 事前 月調整，

趣勢， 領環， 季節變動이 동시에 고려된 통상적 模型에 의존하여 費텀別로 

季節 變動調整指數를 推定하였다. 자료는 都市와 農村 모두 1987년부터 

1993년의 7년간의 10대 費 目 別 月別 資料를 각각 都市家計調훌와 農家經

濟調훌를 사용하여 推定하였다. 推定결과를 보면 保健醫驚費， 交通通信

費， 기타 지출 등을 제외한 食料品， 光熱費， 被服費， 敎育費， 기타消費支出 

의 6개 費텀의 季節變動調整 결과가 統計的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Estela Bee Dagum, The X-ll ARIl\ι4185' Seasonal Adjustment Method: 
Foundations and User's Manl따1， Statistics Canada, OCT. 1988. 

11) 통계청계절변동에 관한 해설서~， 1989, 연구자료， 89-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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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4-1> 費目別 季節燮動

년 도 l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98.721 88.317 91.838 94.632 97.127 98.698 98.374 101.292 115.080 103.804 107.701 108.523 

년 도 l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141.240 132.269 127.349 103.904 81.921 66.790 58.673 58.292 76.0얘 103.204 112.608 137.383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월 12월 

1994 94잃8 105.414 106.661 1여쩌5 ,90.459 84.8'깨 60.050 104.092 110.974 112.없6 119.884 105.845 

敎育費 (都市)

년도 l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52.993 119.405 181.921 111.093 108.190 99.918 70.355 70.488 102.589 98없6 99.394 86.045 

其他消費支出 (都市)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113.564 109.577 101.998 101.052 106.557 83.742 82.247 83.228 113.224 99.293 98.774 106잃5 

食料品 (農村)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103.623 98.304 98.591 93.225 93.678 91.889 95.159 98.797 114.367 95.097 108.0!닮 113.179 

住居費 (農村)

년도 l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99.156 77.590 99.720 102잃7 93.665 93.0없 129.768 106.525 132.214 91.152 77.704 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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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熟費 (農村)

년도 l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융…… ~----…·… … 

1994 132껑o 107.858 1띠‘677 87.009 68.795 59‘491 58.ffi4 58.983 88.451 119.448 149.514 164.651 

被服費

년도 l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122.083 100.719 102.688 100.401 90.000 82.003 80여5 62.960 125.775 87.ffi4 114.819 129.736 

敎育敎養娘樂 (農村)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72.546 158.205 163.366 74.084 98.623 71.425 62.385 179.265 90.726 60.242 88.544 80.180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4 115.954 119.179 125없4 127.329 78.169 59 잃4 50.284 54.469 103.442 100.910 137.540 126.잉4 



第 4 章 標準家口의 費텀別 最低生計費 推定

第 1 節 最低食品費

1. 最低食品費에 대한 論議

가. 最低食品費의 定義

最低食品費란 영양학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실제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食品을 중심으로 구성한 食單을 유지하는데 드는 最小限의 費用을 

의미한다. 

나. 기존의 最低食品費 算出方式에 대한 檢討

1) 營養學的인 條件만을 강조하는 食品構成

영양학 전문가에 의한， 營養歡雙量을 고려한 영양학적인 조건을 만족 

하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食品構成의 작성을 의미한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營養學的 滿足이다. 대부분의 경우， 영양학적인 만족을 

단순히 營養動變量에 기술된 營養素의 量의 充足만을 의미하고 있어서 실 

제의 食品消費패턴이 고려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된 食單과 消費寶態와 

의 차이가 커서 현실적인 食單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食單을 실제에 맞 

추기 위하여 많은 조건이 필요하고 이 조건의 선택이 한계가 된다. 

2) 寶態調훌를 바탕으로 한 食品構成

實態調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食品構成의 작성을 의미한다. 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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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실태조사의 對象이 누구인가와 實際構取量이 營養歡雙量을 만족 

시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 첫째， 調훌對象의 문제로 最低生計費

를 갖는 集團의 選擇이 문제가 될 것이다. 最低生計費를 소비한다고 생 

각되어지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營養觀雙量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 

며， 평균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최저생계집단보다는 營養歡雙量에 근 

접하나 실제 소비형태가 건강유지나 생명보존을 위한 食品購買라기보다는 

미각을 만족시키는 소비가 포함될 것이므로 最低生計費의 개념으로는 적 

절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營養歡覆量의 문제로서， 실태조사의 경우는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반영되나 건강유지를 위해 營養動雙量

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3) 線形計劃模型에 의 한 食品構成

한정된 가계비에서 食品費를 최소화할 펼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영양 

학적으로 제시된 營養動雙量과 常用食品의 市場價格을 제약조건으로 하 

여， 食品費를 최소화하는 수리적 모형인 線形計劃模型에 의하여 작성한 

食品構成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最低食品費 산출에 수리적 모형을 적용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하고자 하지만 많은 실용적 한 

계가 지적된다. 첫째， 經濟性을 우선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상황에서 

는 構取頻度가 낮거나 한끼 섭취량이 매우 적은 食品이 선정되어지거나 

많은 양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食品의 季節性이 고려되지 않 

고 食單이 매일 또는 끼니에 따라 다르다는 現寶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셋째， 食品의 섭취가 家族單位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4) ’94년도 最低生計費 算出을 위 한 最低食品費의 算出方式模型

상기 1), 2), 3)의 算出方式을 複合的으로 사용하여 算出方式模型을 만 

들었다. 실제 식생활에서의 食品鍵取水準을 바탕으로 熱量 및 營養素 등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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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營養觀雙量을 충족시키면서 食品의 購買可能性과 價橋 등을 고려하여 

食單을 구성하는 것이다. 

2. 最低食品費의 算出

가. 目的

조사대상 家口의 實際 食生活에서의 食品 購取水準과 熱量 및 營養素

등의 鐘取水準을 분석， 營養判定을 하고， 한국인 營養觀雙量을 기준으로 

熱量및 營養素 등이 충족되는 조건하에서 食品을 재구성하고， 이에 의한 

最低食品費를 추정 한다. 

나.方法 

1) 資料魔集

最低食料品 推定에 관한 資料는 다음의 過程을 통하여 寬集되었다. 

가) 第1次 所得調훌 

제1차 조사에서는 실제 1개월간 쓰는 식료품비와 1개월간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식료품비를 묻는 2개 항목을 통하여 主觀的인 食料

品費를 구하였다. 

나) 第2次 家計樓調훌 

제1차 조사의 분석결과 소득수준 下位 30% 境界域 集團으로서 선정된 

600家口에 대한 199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2차 조사 중， 最低

食料品 推定에 관한 資料는 조사기간 중의 6월 20일(월요일)과 6월 25일 

(토요일) 이틀을 선정하여 얻어졌다. 

최저식료품 추정에 관한 자료는 “食品鐘取狀況 調훌表”에 기입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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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食品構取狀況 調훌表는 가계부 조사표와 동시에 배부되었다. 

조사표 기입방법은 !3 ô記入式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 시작전 가계부 

기입에 관한 설명시 함께 설명되었다. 

2) 食品構取狀況調훌表 

調훌票의 樣式 및 실제 기재된 例는 <表 4-1-1>과 같다. 조사표에는 

家展內에서의 식사에 한하여， 餘食名과 그에 따른 食品 및 調味料의 종류 

와 양을 기입하고， 食事構成員을 성인， 중고생， 국교생 이하로 나누어 기 

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양식만으로는 섭취량의 기재가 不正

確하고 식사구성원의 性과 年觀의 파악이 不正確하였다. 이로 인한 誤差

를 줄이기 위해 成人換算率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熱量 및 營養素의 실제 

섭취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이외에， 도 

시락의 수와 外食의 형태 및 수가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도시락과 外食의 

내용 및 섭취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營養判定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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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編取狀況調훌表 〈表 4-1-1> 

6월 20일 (월) 아침 

고 

카레가루 

감 자 
r:} = 。'--

양 파 

쇠고기 
산나물 
조선간장 
참기름 

통 깨 
마 늘 
멸치젓，고추가루 

비 

À~ 닝 머으i.!. T --;"þ 

식품 및 조미료량 

l봉지 

2개 
1개 
2개반 
200g 
반근 

2큰술 
%작은술 
%작은술 
2쪽 

파， 통깨， 설탕， 미원 

식품 및 조미료명 음식명 

산 

카레라이스 

물
 

나 

치 

가정식 : 성인 
중고생 
국교생이하 

준비된 가정 도시락 

(0)명 

(0)명 

(0)명 

(0)명 

외식:1. 도시락 
2. 매식 
3. 학교， 직장급식 
4. 이웃집， 친척집 

(1)명 
(1)병 
(l)병 
(0)개 

김 

위 

컵 (200mQ) 

g 
마리 

개 
큰스푼， 작은스푼 
단， g 

단 

쌀， 참쌀， 보리쌀， 밀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고뭉어， 물오징어， 닭 둥 마리로 셀 수 있는 것 
라면， 계란， 무우， 오이 둥 개로 셀 수 있는 것 
참기름， 간장， 설탕， 깨， 소금， 다시다 둥 조미료 
시금치， 상치， 미나리， 콩나물 둥 채소류 

.!2. 
「

프
 
{ 
]

위한 最終分析에 이용된 자료의 수， 즉 對象家口의 수는 

調훌對象家口 600家口 중에서 食品鐘取狀況 調훌表가 전혀 

28세대를 제외시켰다. 그리고 熱量 및 營養素 등의 양을 

필요한 餘食名， 食品 및 調味料의 종류와 양， 購取量， 食事構

3) 營養判定을 위 한 分析에 이용된 資料

營養判定을 

260家口였다. 

기재되지 않은 

산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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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員이 제대로 기재되었다고 인정된 275家口의 食品構取狀況 調훌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과정 중， 熱量 및 營養素 등의 섭취량의 觀雙

量에 대한 비율의 분포가 正規分布이면서 동시에 우단에서 갑작스러운 증 

가를 나타내었으므로 이의 원인을 제공하는 15家口의 자료를 脫짧시켰다. 

탈락된 家口는 熱量 및 단백질의 營養動雙量에 대한 섭취비율이 270% 이 

상인 家口로서 대상집단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나타내는 자료로서의 종當 

뾰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260家口의 食品鐘取

狀況 調훌表의 분석결과이다. 

4) 分析方法

가) 食品鍵取量의 計量

調훌票에 기입된 각 餘食 또는 食品의 鍾取量이 g단위에 의한 양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表 4-1-2>와 같은 텀測量을 기준으로 계량하였 

다. 

<表 4-1-2> 食品品 g 單位에 대한 目測톨 

식 풍 단위 목측량(g) 식품 단위 목측량(g) 

쌀 1C 190 콩 1C 190 
쌀밥 l인분 200 국수(건) 1인분 100 
밀가루 1C 180 쇠고기， 서울 l근 600 
쇠펴，지방 l근 400 돼지고기， 서울 1근 600 
돼지괴，지방 1근 400 닭고기 l마리 1,000 
달갈 l개 50 비엔나소세지 l기l 15 
프랑크푸르트소세지 1개 70 조기 1마리 100 
가자미 1마리 160 고둥어 l마리 250 
갈치 l마리 210 꽁치 1마리 160 
병태 1마리 250 오징어 l마리 210 
바지락 1C(1O개) 120 건멸치 1C(207~) 120 
어묵 1장 50 「t:-「닝- l모 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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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2> 계 속 

식 품 단위 목측량(g) 식품 단위 목측량(g) 

130 150 
끼n-。「 l개 500 대파 1뿌리 35 
중파 1단 200 ~‘「:x- l근 350 
고사리 1근 300 쑥갓 l단 200 
상치 l단 200 갯잎 l묶음 20 

부추 1단 300 시금치 l단 350 
양배추 l통 900 호박 1개 280 
배추 1포기 1,200 당근 1개 150 
오이 1개 100 가지치 l개 100 
표고버섯(생) l개 15 표고버섯(건) 1개 3 
배추김치 1/2포기 800 마늘 1톨 4 
마늘다진것 lTs 12 파다진것 lTs 9 
생강 l쪽 10 간장 lTs 17 
고추장 lTs 18 된장 lTs 18 
참기름 • lTs 16 -까ι‘-二n그 lTs 18 
고추가루 1ts 2 후추가루 1ts 2 
깨소금 1ts 2 화학조미료 1ts 2 

또한 副食은 표기되어 있으나 主食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성인 

1인당 쌀밥 20ûg (중고생 20ûg, 국교생이하 150g)을 부가하였다. 

나) 熱量 및 營養素 등의 購取量 算出

食品分析表 데이터와 이를 계산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食品

의 종류와 양으로부터 熱量 및 營養素 등의 構取量을 산출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 이용된 食品分析表 데이터는 韓國食品짧究所으로 

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이는 農村振興聽 農村營養改善없修院에서 

발간한 食品成分票 제4차 개정판(1991년도)을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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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人換算率

誤差를 최소로 하며 평균 成人 1인당 熱量 및 營養素 등의 鍾取

量과 動雙量에 대한 比率을 산출하기 위하여 식사구성원에 대한 

成A換算率을 구해야 하였다. 우선 조사표의 구분인 성인， 중고 

생， 국교생 이하에 대한 표준을 調훌對象家口의 家口員의 性別，

年觀別 構成의 分布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성 인 

중 고 생 

국교생이하 

20-49세 

16-19세 

7-9세 

남 48% 여 52% 
남 48% 여 52% 
남녀 구분 필요 없음 

熱量 및 營養素 등의 각각에 대한 成A換算率은 한국인 1일 영양권장 

량에 따른 성 인 환산치 (1989년， 제5차 개정 )를 기초로 다음의 式에 의 하여 

구하였다. 

성인에 대한 성인환산율 = (20-9세 남자의 성인환산치 )X남성비 

+ (20-9세 여자의 성인환산치 )x 여성비 

중고생에 대한 성인환산율 = (16-9세 남자의 성인환산치 )x 남성비 

+ (16-19세 여자의 성인환산치 )x 여성비 

국교생에 대한 성인환산율 = (7-세 소아의 성인환산치)x1 

*모든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위 式에서 얻어진 熱量 및 營養素 둥 각각에 대한 成人換算率은 〈表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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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3> 熱量 및 營養素 등에 대한 成A換算率

H 

τ
 

구
 

열량 및 영양소 

열량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 Bl 
비타민Bz 
나이아신 

비타민C 
칼슐 

셔
 n 

써
야
냉
 

뼈
 m
μ←
 
때
 
m 

때
 
남
여
→
 

註:1) 성비 

국교생 이하 
7-9세 

남녀 구분 없음 

0.72 
0.71 
0.71 
0.72 
0.72 
0.73 
0.73 
1.17 

@ 본 조사에서 얻은 熱量 및 營養素 등의 섭취량은 家口當 1일량을 

계산하고 家口員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반영한 그 家口의 성인 

환산률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하여 平均 成人 1人當 l 日 購取量으 

로 나타내었다. 

다)營養判定 

熱量 및 營養素 鐘取量에 대한 營養判定을 위하여 분석결과 얻어진 평 

균 성인 1인당 1일 섭취량을 韓國Á 1 日 營養觀雙量(1989년 제5차 개정) 

의 성인 1인 1일 권장량과 비교하고 그 鐘取比率로 나타내었다. 

라) 食品群別 羅取量

본 조사에서 섭취된 食品은 총 372종류였다. 食品別로 家口當 1일 購

取量과 購取頻度 등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각 食品을 食品成分票의 분류 

인 곡류 및 그 제품， 감자류 및 전분류， 당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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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실류 및 그 제품，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육류 및 그 제품， 난류， 

어패류， 해조류， 유류 및 그 제품， 유지류， 음료， 조미료， 기타로 나누어 家

口當 1 日 構取量을 계산하였다. 이 결과를 韓國A 營養觀雙量을 기준으 

로 한 食品群別 構成量(表 4-1-4, 이하 韓國人 食品觀雙量으로 칭 함)과 

비교하였다. 韓國人 食品動雙量은 調훌對象家口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로 

부터 標準家口를 선정한여 구하였다. 標準家口는 아버지 (40세)， 어머니 

(36세)， 아들(11세)， 딸(9세)로 구성된 4인가족이다. 

〈表 4-1-4> 韓國A 뿔養 勳寶뚫을 基準으로 한 標準家口의 食品群었1) 

構成옳 

350 1 150 I 60 
280 I 120 50 
295 i 125 I 50 
2501110 때 

하5 {1,l75 밍5 1 200 

마) 最低食品費 算出을 위한 食品의 種類및 量의 選定

最低食品費 산출을 위해 마켓 바스켓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營養判定

의 결과 過不足인 營養素를 제공하는 食品을 현재 소비 패턴을 크게 변화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韓國/\ 營養觀雙量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종류와 

양을 再構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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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食品의 價格算出

食品의 價格은 6월 가계부 조사결과 얻어진 食品單價를 중심으로 산출 

하되 가계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구입빈도가 낮아 信賴度가 낮은 食品의 

경우는 物價調훌資料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附表 II -1의 단가 참조) . 

가계부에서 단가를 구한 食品의 경우 最頻價格을 적용하였고 물가조사자 

료를 이용하여 단가를 구한 食品의 경우 中品價格을 적용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도시를 중심으로 農·水塵物 流通構造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농촌의 食品값이 더 싸지 않으며 본 조사결과를 보아도 농촌 

과 도시지역의 價橋差異는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食品에 대해 도시와 농 

촌간 가격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農業도 점차로 分業化되어 가고 

있어 消、費食品의 대부분을 自家生塵하는 농가가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 

며， 만일 농촌의 一部 家口에서 부분적인 自家生塵 및 소비가 있더라도 

自家生옳을 위해 필요한 경비(예: 비료비， 인건비， 종묘비 등)를 고려하여 

이들 食品에 대해서도 購入價格을 적용하였다. 

사)外食費 

最近 食生活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되고 있는 外食에 대해서는， 앞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사결과에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家計續調훌의 

결과를 이용하여 規則的으로 外食을 하는 家口員의 有無와 外食數를 구하 

였다. 外食數만큼 가정내 식사수 및 해당 식비를 除하고 대신 外食費로 

代替하였다. 

아)最低食品費 

選定된 각 食品別로 必要童에 單位當 價橋을 곱하여 가정내 식사에 대한 

6월 食品費를 산출한 다음 外食費를 調整하여 6월 最低食品費를 구하였다. 

이를 年間 月平均 食品費로 환산하기 위하여 季節調整指數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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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間 月平均 食品費를 100으로 보았을 때 6월 食品費는 도시 96.698, 농촌 

91.889이었다. 따라서 구해진 6월 最低食品費에 도시는 100/96.698, 농촌 

은 100/91.889을 곱하여 年間 月平均 最低食品費를 산출하였다. 

다.結果 

1) 熱量 및 營養素構取實態

<表 4-1-5>에 熱量 및 營養素 등의 1일 平均鐘取量을 大都市， 中小

都市， 農村의 地域別 成人 lλ‘當의 量과 韓國人 營養觀雙量에 대한 1續取

比率로 나타내었다. 

〈表 4-1-5> 熱量 및 뿔養素 등의 地域었IJ 成A1A當 1 日 平均編取훌과 

韓國A 營훌勳寶훌에 대한 擬取比率

열량및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명균 

영양소 섭취량 섭취비율 섭취량 섭취비율 섭취량 섭취비율 섭취량 섭취비율 

열량(1뼈) 1738.9 69.6 1987.3 79.5 1920.5 76.8 1887.3 75.5 

단백질(g) 72.2 103.1 77.8 111.1 80.8 115.5 76.9 109.9 

칼슐(mg) 532.5 88.7 462.6 77.1 537.1 89.5 507.5 85.6 

철분(mg) 10.0 100.。 10.3 103.0 10.1 101.3 10.0 100.5 

tl]타민A(RE) 1524.8 217.8 1494.3 194.1 l당ì8.5 껑4.1 1475.2 210.8 

비타민Bl(mg) 1.19 94.9 1.5 120.6 1.52 121.6 1.41 112.6 

비타민B2(mg) 1.10 73.7 1.2 82.8 1.앞 91.2 1.23 82.4 

나이아신(mg) 15.2 92.3 16.4 99‘7 17.2 104.4 16.3 98.7 

비타민C(mg) 95.5 173.6 101.4 184.4 116.8 212.3 104.1 189.3 

第5次 改표 韓國人 營養觀雙量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적으로 熱量(觀雙

量에 대한 購取比率 75.5%), 칼슐(85.6%)， 비타민Bz(82.4%)이 不足 營養素

로 판정되었다. 비타민A와 비타민C는 210-190% 수준으로 調흉時期가 

6월이었기 때문에 계절적인 섭취패턴의 특정과 관계있는 것으로 고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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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들 비타민은 주로 녹황색 채소로부터 섭취되어지는 것이 

고， 또한 營養問題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過顆j構取라고 판정 

할 수 없다. 그외 단백질， 철분， 비타민Bl， 나이아신 등의 섭취량은 適定

水準으로 판정된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大都市보다 農村의 營養鐘取水準

이 良好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大都市가 農村보다 營養鐘取水準

이 良好하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과 매우 對照的인 이 결과는 調좁對 

象의 差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반적인 조사는 全所得階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大都市의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이 높지만 본 조사 

는 所得階層 下位 30% 境界域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소득수 

준이면 大都市보다 농촌의 食品消費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中小都市는 단백질과 비타민의 섭취는 大都市와 농촌의 중간수준이지만 

熱量과 철분의 섭취는 가장 많고 칼숨의 섭취는 가장 적어 地域的 不安定

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中小都市와 같이 都市化 段階에 있는 지역의 食

品消費패턴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 중이어서 아직 不安定한 消

費構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食品購取寶態

家口當 食品群別 1 日 平均購取量을 大都市， 中小都市， 農村의 j 지역별로 

〈表 4-1-6>에 나타내 었다. 

전국 평균치를 第5次 改正 韓國人 營養觀覆量의 食品群別 구성예를 기 

준으로 산출해 낸 標準家口의 食品群別 動雙量과 비교하여 보면， 감자류， 

과실류， 난류， 유류， 유지류의 섭취량이 적다. 특히 칼숨과 비타민Bz의 주 

공급원이 되는 ￥L類의 섭취량은 觀變量의 16%, 熱量의 공급원이 되는 油

眼類는 12% 수준이었다. 육류와 어패류는 觀雙量보다 많은 242-165% 

수준이었으며， 곡류와 두류， 채소류는 적정수준으로 사료된다. 食品의 家

口當 總購取量을 지역별로 보면 農村 4,706g, 中小都市 4,504.5g, 大都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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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5g으로서 역 시 농촌의 섭 취 량이 많다. 각 食品群別로도 대부분 食

品群은 農村의 섭취량이 가장 많았고 두류， 버섯류， 어패류i 해조류의 경 

우는 中小都市의 섭취량이 많았다. 그러나 섭취한 食品의 종류는 大都市

와 中小都市가 加工食品에서 農村은 菜歸類에서 한 종류씩 더 많았다. 

3) 食品의 種類 및 量의 選定

위 營養判定結果에 기초하여 食品의 種類와 量을 選定하여 最低食品費

를 산출하기 위한 食品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였다. 우선 調훌對象者가 섭 

취한 食品의 종류의 범위내에서 食品品目을 선정하고， 消費實態의 特徵를 

반영하면서 標準家 口(부 40세， 모 36세， 아들 11세， 딸 9세)를 위한 熱量

및 營養素鐘取 動變量을 충족시키도록 食品의 양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 

에서 都市와 農村의 구벌을 하지 않았다. 

첫째， 食品의 種類에서 도시와 농촌의 消費食品이 다르지 않았기 때 

문이다. 물론， 都市는 加工食品이， 農村은 菜鏡가 한 종류씩 더 많았지 

만 그 消費量이 극히 적고 또한 購買可能性이 적은 食品이었기 때문에 食

品 마켓바스켓 구성에서는 除外되었다. 둘째， 食品의 量에 있어서， 都市

와 農村의 一部食品의 消費量이 다르고 특히 農村의 消費量이 조금 많기 

는 하였지만， 營養觀雙量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마켓바스켓을 구성하면 지 

역별로 過剩되었거나 不足한 양을 食品群別 動雙量 基準에 맞추어 加減하 

게 되므로 食品의 量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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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6> 食品群꺼IJ 地域었1] 1 日 平均構取量

식품군 
대도시 중소도시 노U 초 」 평균 

표준가구권장량 
Food Groups (식품군별구성예) 

Lτ17 T ETE 
1047.5 1136.5 1141 1111 1175 Cereals 

감자류 245 장8 374 290 505 Roots 
τCJ-* 8 16 30 18 Sugar 
끼I=-T f프T 

99 124 97 HXì 100 Legumes 
종실류 11 12 8 10 Seeds 
채소류 932 1282 l영8 1173 녹황색335 

Vegetables 담 색675 
버섯류 2 14 9 8 Fungi 
과실류 329 503 600 갱3 675 Fruits 

1。1「TET 
잃8 359 402 351 145 Meats 

난류 91 97 112 102 170 Eggs 
어패류 239 366 262 290 175 
Fishes (45) 
해조류 17 z 18 19 Seaweeds 
유류 135 154 148 146 900 Milk 
유지류 25 25 26 25 200 Oils 

.Q... e 
34 61 32 

86 110 120 106 

3 2 l 2 
“……------.-… ι-----

3557.5 4504.5 4706 4272 5100 
‘JC‘>l 

註: 표준가구: 부 40세， 모 36세， 아들 11세， 딸 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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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食品의 種類 選定

食品의 種類를 選定함은 實際의 食生活 중에 섭취하고 있는 食品의 範

圍내에서 많이 消費되고 있는 食品， 즉 味覺을 충족시키는 食品과 營養學

的인 條件을 충족시키는 食品， 즉 健康維持를 위하여 꼭 필요한 食品만을 

선정하여 最低食品費 산출을 위한 食品構成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 

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食品을 排除하는 過程이기도 하다. 

調훌對象者가 실제 섭취한 食品은 곡류 51종， 갑자류 9종， 당류 5종， 

두류 20종， 종실류 8종， 채소류 99종， 과실류 18종， 육류 29종， 난류 2종， 

어 패류 80종， 해조류 10종， 유류 6종， 유지 류 6종， 음료 6종， 조미 료 21종， 

기타 2종으로서 총 372종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3가지 기준에 의해 

137종류의 食品品 B을 선정하였다. 이는 89년도 最低生計費 計測調훌짧 

究 結果인 78종류에 비교할 때 59종류가 增加된 것이다. 모든 食品種類

가 더욱 具體的으로 多樣해졌는데 특히， 곡류， 어패류， 채소류가 더욱 다 

양해진 것과 加工食品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CD 著{多品의 代替

鍵取頻度가 낮으면서 單位價格이 비싼 食品 즉 著{多品으로 인정된 食

品은 같은 종류내에서 單位價格이 싸면서 營養價와 用度가 비슷한 다른 

食品으로 代替되었다. 

예: 著{多品 -------------------- 대체食品 

빵가루， 뒤김가루， 부침가루----- 밀가루 

곰보빵， 핫케 익 등 ------------ 식 빵 

개피떡， 인절미(콩고물) -------- 백설기 

꿀 ------------------------ 물엿 

검정참깨 ------------------- 흰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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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라거 스---------------- 시 금치 

죽순 ---------------------- 취 나불 

파슬리 -------------------- 파 

송이버섯，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멜론 --------------------- 참외 

쇠고기(한우) --------------- 쇠고기(수입우) 

오리 알 -------------------- 달갈 

잉 어， 장어 ----------------- 임 연수어 

참치 ---------------------- 삼치 

돌김 ---------------------- 마른 김 

치 즈 ---------------------- 요구르트 

버 터 ---------------------- 마가린 

인삼 ---------------------- 대 체食品 없음 (제외 됨 ) 

@ 購取頻度가 높은 食品

같은 용도의 영양가가 비슷한 종류는 羅取頻度가 높고 價播調훌가 가 

능한 食品으로 대체하였다 

예 : 섭 취 빈도가 낮은 것 ---------- 섭 취 빈도가 높은 것 

밀녹말 -------------------- 갑자녹말 

돼지고기(어깨등심， 머리고기) -- 돼지고기(등심) 

쇠고기(사태， 양지， 육포) ------ 쇠고기(안심) 

밴탱이젓， 조기젓 ------------ 오징어젓 

모시조개， 새조개， 홍합 등 ----- 바지락 

왜된장， 청국장 --------------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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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工度가 낮은 食品

같은 종류이면서 加I度가 다른 경우， 가공도가 높은 食品보다 가공도 

가 낮거나 섭취빈도가 높은 食品을 代表食品으로 하여 대체하였다. 

여11: 밀가루: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 중력분 

겉보리: 보리쌀， 납작보리， 할맥 -- 보리쌀 

오징어: 말린 것， 조미한 것 ----- 말린 것 

나) 食品의 量 決定

食品의 量은 熱量 및 營養素의 動雙量을 充足시키는 것을 優先基準으 

로 하면서 消費寶態를 반영하여 量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健

康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영양학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食品의 양을 

適定水準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購取實態에 기준하면서 不足된 

營養素와 영양학적으로 권장할만한 食品은 最低水準까지 補充하고 過剩

섭취되었거나 또는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食品은 적게 책정되도 

록 하였다. ’89년도 最低生計費 計測調훌짧究 結果를 보면 적은 수의 食

品으로 營養動雙量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都市 標準家口의 1일 소비량에 

라면 340g, 당면 180g, 닭고기 480g, 마아가린 90g 등의 실제 식생활과 전 

혀 맞지 않은 食品消費量이 책정되고 매일의 食單의 多樣性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食單의 多樣性및 實際 食生活

을 반영하도록 주의하였다. 

@ 不足된 營養素의 補充

不足 營養素로 판정된 칼숨， 비타민Bz를 補充하기 위하여 주공급원인 

￥L類와 뼈째 먹는 생선의 양을 增加시키고， 不足된 熱量을 보충하기 위하 

여 공급원인 油暗類의 양을 增加시켰다. 그러나 이들 食品의 실제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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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觀覆量에 크게 모자라서 그 양을 歡雙量水準까지 增加시키는 것은 食

品購取實態에 맞지 않으므로 動雙量의 35-65%의 수준으로 결정 하였다. 

I ￥L類는 動寶量 900g에 대하여 810g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실 

제 섭 취 량 135g, 154g, 148g에 765g, 746g, 752g을 더 한 양이 다. 

우유는 700g으로 하였는데 부， 모 각 150g, 자녀 각각 200g을 

책정한 것이다. 

L 멸치와 같이 뼈째 먹는 생선은 觀覆量 45g에 대해 30g을 결정하 

였다. 이는 실제 섭취량 12g, 13g, 13g에 18-17g을 더한 양이 

다. 

t: 油眼類는 觀雙量 200g에 대하여 90g으로 결정하여 熱量공급을 

꾀하였다. 이는 실제 섭취량 25g, 25g, 26g에 112-111g을 더 

한 양으로서 식물성 유지로서 상품구매가 쉽고 가격이 낮은 옥 

수수기름을 65g으로 책정하였다. 

@ 營養學的으로 바람직한 食品의 補充

動覆量과의 비교에서 감자류의 羅取量이 적었으므로 감자류의 양을 

420g으로 결정하였다. 감자 350g, 고구마 60g으로 책정하였다. 감자류의 

증가로 인해 비타민 및 무기질의 購取量과 熱量鐘取量을 向上시키는 효과 

가 기대된다. 

@ 過했j 鐘取된 食品의 調整

단백질의 購取量은 적정수준으로 판정되었으나 주공급원인 육류와 어 

패류의 鐘取量은 觀雙量을 많이 超過하고 있어서 육류와 어패류의 양을 

섭취실태에 기준하면서 減少시켰다. 이에 의해 감소되는 단백질의 양은 

유류의 증가로 보충시킬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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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營養學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食品의 調整

실제 鍾取頻度는 높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食品의 하나 

인 라면의 섭취량을 減少시키고 대신 쌀의 양을 增加시켰다. 

4) 食品 마켓 바스켓으로부터 購取할 수 있는 熱量 및 營養素의 量

이상에서 선정한 食品의 구체적인 種類와 量 이로부터 섭취할 수 있 

는 熱量 및 營養素 등의 양과 그 總食品費用을 <附錄 II-1>에 나타내었 

다. 熱量이 動雙量의 95% 수준으로， 단백질， 칼숨， 비타민Bl， 비타민Bz， 나 

이아신이 100-115% 수준으로 철분 비타민A 비타민C가 180-210% 수 

준으로 섭취가능하다. 

5) 外食費

家計總調훌結果에 의하면 外食의 경우는 都市와 農村간에 差異가 있었 

다. <表 4-1-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大都市와 中小都市는 매 일 規則的

으로 外食을 하는 家口員이 있는 家口가 그렇지 않은 家口보다 더 많았으 

나 農村의 경우는 매일 규칙적으로 外食을 하는 家口員이 없는 家口가 더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눈 大都市와 中小都市의 경우에는 規則的으 

로 外食을 하는 家口員이 있다고 假定하고 農村의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外食을 하는 家口員이 없다고 假定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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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7> 地域別 外食 家口員의 有無

(단위: 家口，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규칙적으로 외식을 하는 가구원이 있음 115 (54.이 90 (48.6) 52 (28.6) 

규칙적으로 외식을 하는 가구원이 없음 56 (26.3) 64 (34.6) 111 (61.0) 

4'-%11- 42 (19.7) 31 (16.8) 19 (10.4) 

계 213(100.0) 185(100.0) 182(100.0) 

또한 <表 4-1-8>과 같이 大都市와 中小都市의 경우 대부분 家口의 

家口員들이 한 끼를 外食하고 있었다. 그리고 1끼를 규칙적으로 外食하 

는 家口員이 있는 家口의 1끼 外食 ~均家口員數는 大都市의 경우 1.3명， 

中小都市의 경우 1.2 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大都市와 中小都市

의 경우 모두， 1 명의 家口員이 한 끼를 規則的으로 外食한다고 假定하였 

다. 

〈表 4-1-8> 地域別 外食하는 家디員數의 分布

(단위: 家口， %) 

대도시 중소도시 

1끼 외식 128(81.0) 102(83.6) 
2끼 이 상 외 식 30(19.0) 20(16.4) 

계 158(100.0) 122(100.0)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外食을 하는 家口員은 家長이고 이들은 대부분 

점심식사를 外食으로 한다. 따라서 직장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除外한 週 5 日을 外食日數로 하였다， 한 달간 家長이 外食을 하는 끼니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365/12 x 5/7 = 22C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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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출된 標準家 口 한달 食品費 중 家長의 한 끼 消費童으로 추 

정되는 食品費의 22 끼니분을 除外하고 그 만큼의 外食費를 더해주어야 

한다. 家長(標準成人 LAJ의 한 끼 食品費는 標準家 口(熱量 基準 成人換

算順 3.36)의 1일 食品費 8319.94원의 1/3/3.36에 해당하므로 825.39원이다. 

8319.94 x 1/3/3.36 = 825.39C원) 

여기서 家鷹內 食事 22 끼니에 해당하는 食品費 18158.6원을 제외하고 

22끼에 해당하는 外食費를 합산해주면 된다 1끼당 外食費를 大都市

1700원， 中小都市 1500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22끼에 해당하는 

한달 外食費는 大都市 37，400원， 中小都市 33，000원이 다. 

따라서 大都市와 中小都市의 경우 外食費로 인하여 大都市 19241.4원， 

中小都市 1쟁41.4원이 6월 總食品費에 추가된다. 

6) 最低食品費

이상의 食品 마켓바스켓에 의하여 산출된 家底內 食事의 6월 最低食品

費는 249，598원이었다(附表 II-1의 1일 食品費를 한달 食品費로 환산) . 여 

기에 外食費를 고려하면 大都市는 268，839원， 中小都市는 264，439원이 되 

고 農村은 그대로 251.089원이 된다. 이에 季節調整指數를 곱하여 연간 

월평균 食品費를 구하면 〈表 4-1-9>에 나타낸 것과 같이 大都市는 

278，020원， 中小都市는 273，470원이고 農村은 271，630원이다. 

〈表 4-1-9> 年間 月平均 食品費

(단위: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월평균 식품비 278,020 273,470 2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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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最低住居費

1. 最低住居費에 대한 事前的 論議

가. 最低住居基準의 定義와 算出方法

住居基準에는 最低基準， 平均基準， 快適基準 등이 있는데 平均基準， 快

適基準이 모든 국민이 平均的으로 달성하길 기대하는 諸導基準인 반면에 

最低基準이란 住居福社的 측면에서 社會的으로 容認하여야 할 最小限度의 

水準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도의 水準은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保健衛生的 측면에서의 充足 뿐 아니라， 健全한 사회적 삶을 위한 社會文

化的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인간의 物理的 測面에서의 충족을 뛰 

어넘는 最低水準이 존재함을 뜻하는 동시에 모든 사회에 劃一的으로 最低

水準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最低基準은 政策的 實

現이라는 福社政策任務를 띠기 때문에 經濟的 現實性을 가져야 한다. 

最低住居基準을 산출하는 데는 人體工學的 接近法과 專門家에 의한 델 

파이법， 實態調훌에 의한 서베이법 등이 있다. 人體I學的 接近法은 物理

的 基準에만 치중하여 住흰의 社會文化的인 면을 무시한 감이 있다. 專

門家에 의한 델파이법은 經濟的 現實性을 감안한 전문가의 識見을 참조한 

다는 데는 유효하나 전문가의 主觀的 忽意性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實

態調훌에 근거한 서베이법은 실태자체가 바람직한 最低基準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면은 있지만 現寶性을 확보하고 실제 사회성원들의 文化的 樣態、

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이 最低住居基準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 방법의 結合的 檢

討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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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最低住居基準의 構成要素

最低住居基準을 構成하고 있는 構成要素로는 첫째， 房當居住人數， 1인 

당 居住面積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住居密度要素 둘째， 화장실， 목욕탕， 

거실， 식당， 상하수도， 전기， 난방 등의 住居施設要素 셋째， 住현의 安全性，

堅固性， 便利性， 老챈度 등을 나타내는 住현構造的 j 要素 넷째， 소음， 진동， 

대기오염， 악취제거， 공공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등을 나타내는 住居環境的

要素 등의 4가지 要素로 나눌 수 있다. 

다. 많存짧究의 檢討

1) 國土開發짧究院의 住居基準

國土開發맑究院은 人體工學的 接近과 델파이법 서베이법을 모두 이용 

하여 1986년에 다음과 같은 最低住居基準을 내 놓았다. 

필수시설로는 부엌과 화장실만을 家口전용 필수시설로 設定했지만， 調

훌結果 및 社會文化的 이유로 목욕탕과 거실 식당은 제외하였다. 아울러 

부엌 및 화장실의 형태에 대해서도 最低基準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住居密度는 正常的인 家族活動과 家族內 人間關係의 유지를 위해 그리 

고 충분한 休息을 위해 필요한 最小空間을 확보한다는 基準하에 다음과 

같은 家口規模別 家口構成別 最低必要房數를 제시하고 있다. 

〈表 4-2-1> 家口規模l.ìIJ 家口構成꺼IJ 必要房數

(단위: 개)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 

방수 I l 1 I 2 2 3 3 어린이有 
방수 n 2 2 3 3 4 성인가구 

註: (부모와 자녀의 취침분리시기 7세) 
(이성형제의 취침분리시기: 12세) 
(동성형제 취침분리시기: 분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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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짧究에서는 住흰構造的 要素와 住居環境的 要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韓國保健社會맑究院(1989)의 最低住居基準

韓國保健社會짧究院은 우선 4인家口를 標準家口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住居基準을 설정했다. 이 짧究는 1986년의 國土開發짧究院의 最低住居基

準이 연구자의 忽意性을 최소화한 客觀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基準

받아들였다. 따라서 施設要素로는 부엌과 화장실을 설정하고 住居密

度要素로는 國土開發昭究院의 4인 家口의 A體工學的 最低基準인 방 2개 

에 방면적 4.3평을 취하였다. 짧究는 이러한 最低基準을 충족하는 總住居

面積을 취하여 이 면적에 해당하는 보증부월세를 선정하였다. 이것이 最

低賞贊料인데 同 짧究는 보증금의 資塵評價를 연리 20%로 환산하여 月貨

實料를 계산하였다. 여기에 移徒費를 計上하여 最低住居費를 구하였다. 

3) 美國의 住居基準1)

美國은 住居法CHousing Act)에 의해 最低住居基準이 설정되어 있으며， 

美國公짧保健協會(APHA)에서 추가적인 基準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住居基準의 설정은 1973년부터 실시된 住현調호(AHS)에 의해 끊 

임없이 정보를 받고 있다. 

美國의 最低住居基準에 의하면， 필수시설로는 화장실， 목욕시설， 냉온 

수를 갖춘 상하수도시설， 설비를 갖춘 부엌， 전기시설， 난방설비 둥이 最

低基準으로 제시되고 住居密度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住흰構造的 

要素로는 독립된 출입문과 지붕， 벽， 천정， 바닥에 손상이 없을 것， 천정의 

1) 미국의 경우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다. 
U.S. Dep. of HEW, The Measure Poverty: A Report to Congress Mandated 
by the Educatíon Amendments of 1974, 1976. 
Friedman, ]., and Weínberg, D. H., "Housíng Consumptíon under a 
Constraíned Income Transfer," Joun따1 of Urban E'Conomics 1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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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채광과 통풍을 위해 전체 바닥면적의 10%의 창문을 基準으로 명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APHA는 住居環境的 要素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 소란으로부터 자유로운 住居環境 및 公共서비스(교 

통， 敎育， 소비행위)의 수혜가 용이한 住흰立地이다. 

4) 日 本의 住居基準2)

日本은 필수시설로 화장실， 난방시설(한냉지의 경우)， 식당 겸 부엌， 목 

욕실을 규정하고 있고 住居密度를 나타내는 家口規模別 使用房數에 있어 

서는 國土開發짧究院과 동일하고 단지 자녀의 就寢分離方式에 있어 국토 

개발원과 상이하다(부모와 자녀의 취침분리시기: 6세， 이성형제의 취침분 

리시기: 12세， 동성형제 취침분리시기: 18세) . 

住居環境的 要素에 대해서는 ~害에 대한 安定性， 日照， 通風， 採光이 

위생상，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과， 소음， 진동， 대기오염， 악취의 제거 둥 

을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 

라. 本 짧究의 最低住居基準 選定指針

住居密度基準에 있어 家口規模와 家口構成을 고려한 使用房數는 國土

開發짧究院의 基準을 일단 받아들이되， 面積의 最低基準은 본 조사의 결 

과를 검토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必要設備의 설정에 있어 부엌과 화장실은 필수로 하고， 여기에 설비의 

形態를 고려하여 立式 부엌， 水洗式 화장실로 基準을 상향하는 것을 실태 

조사를 통해 타진한다. 또한 목욕실의 基準 포함여부를 검토하지만， 식당 

은 우리나라의 食慣習을 고려하여 제외시킬 것이다. 

必要設備 및 必要 房數를 갖추고 있다 해도 우리나라 低所得層의 住居

寶態를 감안할 때， 住현이 老챈하고 構造가 엉성하여 安全하고 安樂한 住

2) 일본의 주거기준은 국토개발연구원(198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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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과는 거리가 먼 것이 있기 때문에 住흰構造的 要因을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대한 基準은 조사표상에서의 住흰形態를 묻는 질문을 활용 

하기로 한다. 

住居環境은 우리나라 住흰調춤의 住居基準設定에서 아직 고려치 않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 조사표에서는 環境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 

고， 立地地域의 區分을 시도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파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것의 기준 포함 여부는 조사결과를 보 

고 파악할 것이다. 

住居基準의 客觀的인 基準을 정하기는 어렵다. 住흰에 대한 欲求는 

특정시기의 한 사회의 삶의 水準의 困數이다. 따라서 많은 主觀性이 게 

재되기 마련이다. 主觀性을 最小化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결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住居文化와 樣式， 經濟的 負

擔能力 그리고 전반적인 住흰在庫의 質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마. 最低住居費用의 算定에 관한 問題

基本的으로 最低住居費는 最低住居基準에 있는 住흰에 거주하는 費用，

통상적으로 月 住흰使用料로 나타낼 수 있다. 

1) 韓國保健社會짧究院(1988)의 짧究 

最低住居基準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住居￡有類型을 貨借類型 중 보증 

부 월세로 한정， 보증금을 연리 20%로 계산하여 월세와 합산하고， 월 평 

균 移徒費用과 합산하여 月 最低住居費를 결정했다. 

2) 美國의 경우 

最低住居費의 산정은 住居費用이 반드시 住흰狀態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標準的인 住흰費用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기본입장 아래 美

國에서는 규정된 住흰基準의 貨賞水準 중 下位 25% 순위에 해당하는 貨

實費用을 最低住居費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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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本 調훌의 住居費 算定

본 조사의 最低住居費 산정은 일반적으로 低所得層의 住居形態를 감안 

하여 住居러有形態가 팀家가 아닌 전월세 등의 賞入者를 토대로 한다. 

따라서 이들이 임대한 最低基準에 부합하는 住현의 貨賢料를 最低住居費

로 하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住흰賣借類型이 월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부월세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금의 

資塵評價가 중요한 문제이다. 本 짧究에서는 많存의 짧究에서 행한 年利

20-24%의 자산평가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 짧究에서는 

조사실태를 바탕으로 資塵評價의 基準을 마련하기로 한다. 본 조사 결과 

전월세가구들의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 총합의 88.7%7} Êl 己所有資塵이고， 

9%가 銀行負價， 2.3%가 非銀行負價로 나타났다. 따라서 g 己資本에는 年

利 12%를 적용하고 銀行負價에 대해서는 年利 13%를 적용하고 非銀行負

價에 대해서는 年利 24%를 적용하여 종합한 결과， 住현資塵評價는 年利

12.36%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月換算해서 전세금 

에 0.0103을 곱하여 資옳評價를 해주기로 한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移徒를 자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移徒費用을 最低住居費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외에 住흰修理費는 조사 

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最低住居費의 算出

가. 住居構成品 目 의 選定

1) 施設要素

施設要素에는 부엌， 화장실， 목욕탕， 식당 등이 施設要素의 選擇品目으 

로 고려된다. 여기에서 식당은 본 짧究가 最低住居費 빠究인 점과 우리 

나라의 住居文化를 고려하여 우선 제외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品目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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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客觀的인 選定方法으로 所得彈力性을 이용하는 방법과 頻度를 고 

려하는 방법이 있으나， 前者의 방법이 용이치 않아 後者의 방법을 취하여 

品텀選定을 행하기로 한다. 

부엌의 경우， 賞入家口만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부엌이 있는 경우 

가 도시 전월세 가구의 90.8%에 해당하는 148가구이고 없는 경우가 9.2% 

에 해당하는 157}구이다. 따라서 頻度上으로 보아 부엌은 必須的 住흰施 

設로 간주된다. 나아가 부엌이 있는 경우에서도 그 형태에 있어 立式 부 

엌이 전체의 64.9%를 차지하고 在來式 등이 35.1%를 차지함으로써 低所

得層에서도 입식 부엌이 일반적인 부엌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頻

度로 볼 때， 施設要素로서의 부엌은 立式 부엌 형태의 家口 전용부엌을 

最低基準으로 설정한다. 

화장실의 경우， 家口전용화장실이 있는 家口는 도시 전월세가구의 

51.5%에 해당되는 84가구이고 전용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48.5%로 나타나 

家口전용화장실을 보유한 家口가 低所得層의 절반을 넘고 있다. 家口전 

용화장실 保有와 화장실 形態를 교차시켜 보면 전용화장실이 있는 경우 

는 화장실 形態가 좌변식 및 수세식이 많은 데 비해， 전용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화장실형태는 在來式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장실을 전용 

좌변식，전용수세식，전용재래식，共同좌변식，共同수세식，共同재래식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住居費에 대해 ANOVA분석을 해본 1 결과， 이상의 6 

개 집단은 전용수세식 이상 전용재래식 共同화장실의 세 集團으로 묶이 

는 것이 有意味했다. 실태에서 보면 低所得層家口중에서 家口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家口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密集된 都市住居環境과 保健

衛生的 測面을 고려할 때 都市의 경우 在來式 화장실형태는 不適合하며， 

적어도 수세식 이상을 화장실의 最低基準으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화장 

실은 위의 세 가지 화장실집단 중 家口전용수세식화장실을 最低住居基準

으로 설정한다. 

목욕탕의 경우， 家口전용목욕탕이 있는 경우가 都市賞入者家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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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인 61家口에 불과하고 共同使用이 8%이고 목욕탕이 없는 家口가 

54.6%를 보임으로써 賞入家口의 경우 家口전용목욕탕의 保有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최근의 온수급수목욕탕을 갖춘 現代式 住흰의 大

量供給에도 불구하고， 低所得層 住흰의 現實과 大짧해R洛揚文化를 고려해 

때， 목욕탕은 最低住居基準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 

다 

2) 住居密度要素

住居密度要素는 한 家口가 사용하는 房이 대표적이다. 최근 우리의 

住현文化의 西歐化로 인해 居室이 普遍化되고 있으나， 아직은 必需的이라 

보기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房(특히 寢室)만을 고려한다. 방의 最低

基準에는 該當 家口의 家口規模와 家族構成에 따라 最低방수가 정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最低面積이 제시될 수 있다. 

3) 住흰構造的 要素

住흰構造的 要素는 {主흰의 耐久性， 安定性， 便利性， 老챈度등을 나타내 

要素이다. 이를 파악하고 基準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住현의 形態가 이를 크게 決定

하기 때문에 본 짧究에서는 이를 住흰構造的 要素로 看做， 이 要素의 最

低住居 設定基準 與否를 판단하기로 한다. 아래의 〈表 4-2-2>는 都市賞

入家口의 住흰形態別 構成比와 zp-均住居費이다. 

〈表 4-2-2> 住멸形態別 比率과 住居費

(단위: 家口， %, 만원) 

양옥 다세대 연립 아파트 점포주택 한옥 블록무허 

빈 도 42 33 6 15 4 22 40 
백분율 25.9 20.4 3.7 9.3 2.5 13.6 24.7 

1 주거비 16.88 15.10 17.50 16.잃 19.75 14.93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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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흰形態別 住居費의 集團間 差異를 ANOVA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 

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DUNCAN 테스트한 결과 0.05 유의 

도 水準에서 블록무허가住흰과 他 住혐形態間의 차이만 유의미하고 他 住

흰形態間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住흰構造 

的要素는 正常住흰과 블록무허가住흰의 두 집단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두 집단 중 正常住흰이 전체 都市賞入者家口의 75.3%를 白有하고 블록무 

허가住흰이 24.7%를 차지하고 있어 블록무허가住흰이 低所得層의 住흰形 

態 중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正常住흰이 低所得層에게 

있어서도 -般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짧究에서는 住현構造的 要

素를 最低住居基準으로 고려하면서 그 最低基準으로 正常住흰을 정한다. 

4) 住居環境적 要素

이는 住흰이 立地하고 있는 地域의 각종 서버스 및 소음， 공해 등이 

고려되어서 평가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 

에 여기서는 住흰이 立地하고 있는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평가하기로 

한다. 

〈表 4-2-3> 住멀교地別 比率

(단위: 家口， %) 

일반지역 안전우려 달동네 소음지역 공장상가 환기불량 

빈 도 121 8 a 5 2 5 
백분율 74.2 4.9 12.3 3.l 1.2 3.l 

低所得層 住흰立地地域의 分布는 위와 같다. 都市賞入者家口의 74.2% 

라는 대부분의 家口들이 一般住흰地域에 分布하고 있지만， ANOVA 분석 

결과 住居地域들간의 住居費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住居

環境要因은 住居費에 영향을 미치는 說明變數로 볼 수 없으며， 最低住居

基準의 信賴性 있는 指標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住흰立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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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할만한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住居要素까지 最低住居基準의 설정에 고려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住居環境的 要素는 最低

住居 品덤에서 除外하기로 한다. 

5) 修理費와 移彼費

都市 賞入者家口의 도배 및 기타 修理經驗의 有無를 보면 修理經驗이 

있는 家口가 36.1%이고 修理經驗이 없는 家口가 63.9%로 修理經驗이 없 

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입자의 경우 도배 및 집수리 

를 住흰所有住가 해준다는 慣行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세입자를 대상으 

로 하는 最低住居費算定의 品텀으로 도배 및 수리비는 除外해도 無妹하다 

고본다. 

移徒의 경우는 移徒週期가 個別家口에 따라 相異하더라도 賞寶라는 住

현러有形態의 存在抱束性으로 인해 모든 세입자가 반드시 하기 때문에 最

低住居費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移彼週期와 平均移徒費는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나. 最低住居水準의 決定과 最低住居費

이상의 논의에서 最低住居基準으로 施設要素로는 立式 부엌과 家口전 

용수세식화장실이 선정되었고 住현構造的 要素로는 블록무허가住현이 아 

닌 正常住흰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住居基準은 基準品덤으로의 채택자체 

가 그 品目의 水準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水準의 결정문제는 없 

다 

그러나 방의 경우 家口規模와 家口構成에 따라， 방수 내지는 방평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방수의 最低基準은 앞에서 제시한 國土開發짧究院의 

最低基準이 본 조사의 실태와도 일치하고 적절하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 

다. 본 짧究의 標準家 口는 부부와 11세 남아， 9세 여 아로 構成되 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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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基準에 따르면 最低 방수는 2개이다. 그리고 방 2개의 最低

방면적은 국토개발연구원의 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人體工學的 基

準은 4.6평， 델파이조사는 5.9평， 서베이 基準으로는 5.4평이다. 이를 餘合

하여 zfi均하면 最低房面積은 5.3평 이 다. 한편 본 조사의 방 2개의 4인家 

口의 방면적의 최빈값은 5평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방면적의 최빈값 

인 5평이 국토개발연구원의 基準을 종합한 5.3평과 크게 차이가 없음으로 

여기서는 본 조사의 결과인 5평을 4인 標準家口의 最低房面積으로 정하기 

로한다. 

이상의 最低住居水準의 결정으로 인한 最低貨實料는 실태조사를 토대 

로 한 回歸方程式에서 구할수 있다. 즉， 홉賢料는 房數와 房面積， 화장실 

의 보유유무， 부엌의 보유유무， 목욕실의 보유유무， 住흰構造的 要素에 의 

해 결정된다. 방수와 방의 총면적은 相關關係가 매우 높아(r=.7134)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으므로 방당면적으로 대치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방수와 방면적은 증가분에 따라 임대료가 線形으로 증가한다고 보 

기 힘 들다. 즉， 방 1개의 住흰홉賢料가 10만원이 면 방 2개 및 3개의 임 대 

료는 單純倍率的으로 增加한다기보다 방수가 늘어남에 따라 방당 임대료 

는 適減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면적에도 적용된다. 따 

라서 방수와 방면적에 따른 住흰貨資料는 log함수의 형태로 임대료가 증 

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방수와 방당면적에는 log를 적용하는 회 

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또 소득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임대료 

의 最低水準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위에서 설정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最低

住居基準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변수는 제외하였다. 임대료 결 

정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 때 임대료는 전세 및 보증금의 자산평 

가을 적용한 것이다. 

E=0.051 +6.4781n(A8)+2.6451n(AR)+ 1.23K + 3.655T1 

(.025) (5.039) (2.125) (1.202) (2.715) 

Adjust R2=.467 

S.f=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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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T2+2.080B+ 3.657HS+ 3.051Z 

(1.997) (1.539) (3.440), (3.284) 

(A8=방수， AR=방당평수， K=입식부엌， T1=전용수세식화장실， 

T2=전용재래식화장실， B=목욕탕， HS=일반주택， Z=대도시) 

위의 임대료 회귀방정식에 1標準家口의 最低住居水準인 방 2개， 방당면 

적 2.5평， 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正常住흰을 선택하면 最低貨賢料

가 산출되지만 화장실의 경우 전용화장실 보유가구가 52% 뿐임에도 불구 

하고 필수품목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는 저소득층의 실태를 過大解釋한 

측면이 있어 전용수세식화장실의 費用에 실태보유비율 0.52를 곱하여 화 

장실費用을 計上함으로서 실태를 反影한다. 이렇게 계산된 大都市의 最

低賞賢料는 167，859원이고， 中小都市의 最低貨實料는 137，348원으로 나타 

났다.3) 

移徒費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를 통해 볼 때， 都市賞入者家口

의평균 移徒年數는 3.685년에 1번꼴로 移徒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의 最低 移徒費用은 件介手數料와 運送費를 포함한 移徒費用을 질문한 

3) 위의 회귀방정식 이외에 다른 모형을 취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log를 취하지 않은 경우 
E=4.l37+ 1.037(A8)-1.l45(AR)+ 1.073(K)+3.678(Tl) Adjust R2=.461 

(0.398) (5.490) (-4.309) (1.055) (2.780) S.f=.뼈O 

+3.204(T2)+2.012(B)+3.825(HS)+3.l94(Z) 
(2.026) (l.501) (3.611) (3.512) 

이 모형은 위의 모형보다 결정계수의 값이 다소 떨어지며， 방당면적의 계수 

가 負의 방향을 갖고 있으므로 상식과 어긋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둘째， 양변에 log를 취한 경우 
ln(E)=1.549+0.4331n(A8)+O.l잃ln(AR)+0.079(K)+0.270(Tl) Adjust R2=.458 

(10.287) (4.629) (2.020) (1.064) (2.759) S.F=.OOOO 
+0.268(T2) +0.091 (B )+0.339(HS)+O.l41 (Z) 
(2.294) (0.920) (4.379) (2.086) 

이 모형 또한 위의 모형보다 결정계수의 값이 떨어질 뿐 아니라， 양 log의 이 
론적 상식적 설명이 부적절하므로 위의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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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응답을 이용했다. 移徒費用의 회귀방정식은 移徒費用이 전세금비 

율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가재도구의 양에 따른 運送費用으로 構成되고 있 

점을 고려하여 家口規模와 貨實料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의 

회귀방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ln(E)= 10.3735+0.18421n(X6)+0.40521n(RENT) Adjust R2=.179 

(20.85) (0.655) (2.4이 S.F=.005 

(X6=가구규모， RENT=주택 임 대료) 

이상의 회귀방정식에 標準家口인 4인家口와 大都市의 最低賣實料인 

167，859원을 적용하면 大都市의 1회 移徒費用은 134，744원이고 이를 平均

移徒年數 3.685년을 적용하면 大都市 移徒費는 月 3，047원이 되고， 中小都

市의 경우는 2，828원이 된다. 이것이 最低住居基準의 移徒費가 된다. 

따라서 標準家口의 최종적인 最低住居費는 大都市의 경우 月 170,906 

원이고， 中小都市의 경우 月 140， 176원이 된다. 

다. 農村의 住居費

조사결과 농촌의 경우， 住흰려有形態를 보면 自家 86.2%, 전월세 

12.2%, 기타가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農村의 

경우 住居模型은 g家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農村自家의 경우 自

家評價問題 및 最低住居基準의 적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농촌의 住흰改 

良事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農家家口의 하위 30%대의 住흰維持費와 

修理費의 平均을 最低住居費로 산정하기로 한다. 

住흰維持費의 경우 8.6%의 家口가 月 49，l42원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전체家口로 확대하면 住현維持費는 月 4，245원이다. 住현修理費의 경우 

48%가 1년 동안 住현修理經驗이 있었으며 그 경우 年間 住흰修理費는 

1，497，049원으로 나타났다. 이 住흰修理費平均에 지 난 1년간의 住흰修理 

經驗者 비율인 0.48을 곱하면 全體家口의 연평균 住흰修理費가 나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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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月로 환산하면 住흰修理費는 月 59，882원이다. 따라서 농촌의 住居費

住흰維持費와 住흰修理費를 합하면 月 64，127원이 된다. 이상에서 구 

해진 地域別 最低住居費는 다음과 같다. 

<表 4-2-4> 地域別 最低住居費內譯

원)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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씌
 

~ 
mm 

때
 

mm 

베
마
 

• 

때
 

3 
m 

중소도시 

137,348 
2,828 

140,176 

농촌 

64,127 

第 3節 保健醫鷹費

1. 많存昭究의 方法 및 問題點

가 總의 算出方法

1989년 勞總짧究의 경우 醫驚保險統計年짧에 나타난 1人當 年平均受珍

率과 件當 平均옳驚費를 곱하여 연간 醫驚經費를 계산하고 여기에 가족수 

를 곱하여 연간 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89년 勞總짧究는 산 

출된 의료서비스비에 保險料를 포함시킴으로써 保健醫驚費를 중복산출하 

였다， 1991년 勞總짧究의 경우\總황擾費와 給與費의 차액인훗Á負擔황 

擾費를 구함으로써 '89년 勞總없究의 문제를 시정하였다. 그러나 1991년 

勞總、댐주究는 1989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年觀， 性 등에 관계없이 가족구성 

원이 모두 동일한 醫續費를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1人當 病院治據費만을 

구하고 있다， 1994년 勞總짧究의 경우도 1991년의 방식과 동일하게 年觀，

性을 고려하지 않은 醫擾費를 산출하고 있다，4) 

4) 노총이 성，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1987년 서울대 경제연구소와 같이 
연령， 성을 고려했을 때의 의료비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의료비가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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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대 經濟짧究所(1987년)의 算出方法

年觀， 性， 健康狀態 둥에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醫驚經

費를 支出한다고 본 勞總짧究의 短點을 극복하기 위해 醫擬保險統計年讀

의 자료를 이용하여 年觀 性 등의 각 범주의 짧續費를 각 범주의 適用人

口로 나눔으로써 年觀別 性別 1人當 보건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였다. 

다. 韓國保健社會짧究院(1989년)의 算出方法

醫쳤쫓保險統計年諸를 이용하여 性別， 年觀別 lÁ當 病院治據費를 구한 

서울대 經濟짧究所의 보건의료서비스비 산출방식을 유지하되 最低生計費

計測對象이 職場動勞者가 아니라 低所得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대 

經濟짧究所의 산출방식을 약간 변화시켰다. 즉， 地域 및 職場醫據保險의 

年觀層別 1人當 뿔據費를 근거로 最低醫擾費를 계측하되 이것을 低所得層

의 醫擾費로 환산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地域，職場醫擾保險의 受珍率 : 地域，職場醫驚保險의 lÁ當病院治擾費)

= (醫據保護受珍率 : 醫據保護 1人當 病院治擾費)이므로 低所得層의 l人

當 病院治驚費 = 地域，職場醫擾保險의 lÁ當 醫據費 x (醫續保護受珍率/

地域，職場醫擾 保險受珍率)이 된다. 

위의 방법은 醫驚保護와 醫擾保險의 件當짧擾費가 일정하다는 가정하 

에서만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醫擾保護對象者의 件當옳擾費가 

醫擾保險對象者의 件當該擾費보다 훨씬 높다.5) 이들의 件當該據費가 높 

\ /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시근로자최저생계비.JI， 1994, p 

37. 
5) ’ 94년 상반기 의료보장 주요통계지표에 의하면 의료보험의 건당진료비는 28，껑6 

원， 수진율은 0.32(입원，외래)이며 의료보호의 건당진료비는 46，891원， 수진율은 
0.24였다. 즉，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에 비해 수진율이 낮으나 건당내원일수가 높아 

건당진료비는 훨씬 높았다. 의료보험연합회 r의료보장 주요통계지표.JI 1994, p. 
12,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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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는 慢性族愚者가 많아 건당내원일수와 건당진료일수가 醫續保險愚

者보다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件當該擾費를 醫擾保險對象者의 件當앓擾 

費로 구할 경우 醫據保훌훌對象者의 醫據費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다. 

2. 最低保健醫續費의 定義

위에서는 기존연구의 보건의료서비스비 산출방법과 산출방법상의 技術

的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보아 각 연구들은 最低保健醫據

費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러한 개념에 따른 最低保健醫續費를 산출하지 않 

고 있다. 이후에는 最低醫擾費의 정의와 그것에 따른 측정방법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겠다. 

가. 欲求에 기반한 保健醫續費 算出

먼저 最低의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保健醫擾費는 어떻게 산출되어져야 

하는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 保健醫擾費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欲求

(need)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欲求는 健康에 

대한 欲求와 궁극적으로 관련된다. 왜냐하면 의료서비스는 보다 나은 健

康增進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 반적 으로 欲求는 非健康(ill-health)으로 정 의 되 곤 한다껴) Williams와 

Gi110n은 더 아픈 사람이 더 많은 欲求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7) 그러므 

로 欲求는 健康水準과 관련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健康水準과 관련된 要

因은 族病狀況， 年觀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低所得慶의 경우 다른 所得階層에 비해 

6) Culyer A. ]. & A. Wagstaff, “Equity and Equality in Health and Health 
Care", Jourr따l of H ealth Economics, p. 433. 

7) 욕구와 건강상태간의 이러한 둥식관계는 의료서비스전달에서의 형평성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에서 많이 발견된다(Le Grand, 0' Donnel1, Propper, Wagstaff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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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콧愚、者比率이 높으며 특히 慢性族愚者가 많으며 그 중 族病으로 인해 빈 

곤해진 가구가 많다. 따라서 最低醫續保障을 통해 族病으로 인한 負困，

負困으로 인한 族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低所得層의 健康狀

態와 관련된 의료서비스 欲求에 근거하여 醫驚費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융ι 

〈表 4-3-1> 生活保講對象者의 買困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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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질병자가 완치되어 취업하면 자활가능 
노령， 폐질， 장애 둥으로 완전자활불가능 

계 

資料 : 保健社會部生活保홉對象者 現況分析J ， 1990, 1991, 1993 

그리고 低所得層內에서도 慢性樓愚者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괄 

하여 그들의 平均的인 醫驚欲求를 측정하여 低所得層의 平均的 醫據費를 

산출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醫擾費 算出

은 健康水準과 관련된 欲求에 기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置性樓愚、者왼二그 

렇친 않은 사람을”분리하여 각각의 醫擾費를 산출해 내는 것이 欲求어} 근 

거 한 醫쳤쫓費를 산출하는 적 절한 방법 이 다. 

醫擾費의 경우 여타 지출과는 달리 모든 가구에서 동일한 확률로 지출 

되지 않는다는 특정을 갖는다. 즉， 醫據費를 지출해야 할 危險이 동일하 

지 않고 불확실하다. 따라서 病病에 羅愚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의 醫擾費 支出 차이는 심하다. 이처럼 서로 欲求가 상이한 집단의 平均

8) 의료서비스이용은 질병과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하 
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영양， 환경， 교육 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여기서 
는 의료서비스이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많은 한계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이용이 빈곤자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정도로 효과 
적 인가라는j 문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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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쳤쫓費를 구하여 이를 醫據費로 할 경우 欲求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은 실 

제로 平均醫擾費보다 더 많은 醫驚費를 필요로 하며 欲求가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은 실제로 平均醫據費보다 더 적은 醫續費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慢性族愚者를 포함한 zp-均醫擾費를 구할 경우 欲求의 相異性에 

따른 醫驚費를 산출해 낼 수 없다는 단점을 갖기 때문에 慢性病愚者와 그 

렇지 않은 가구를 분리 하여 醫據費를 산출해 야 한다. 

나. 規範的 欲求에 근거한 保健醫據費 算出

위에서 保健醫擾費는 健康水準과 관련된 欲求에 기반하여 산출되어져 

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健康水準과 관련된 欲求의 어 

떤 부분을 社會的 欲求로서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最低醫續費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에는 欲求의 다양한 

차원을 개념화하고 社會的 欲求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통해 最低保健醫鷹費 算出을 위한 이론적 준거틀을 시도해 보겠다. 

Bradshaw는 欲求를 認知된 欲求(felt need) 表出된 欲求(expressed

need), 相對的 欲求(comparative need), 規範的 欲求(normative need)로 

분류하였다.9) 

Titmuss에 의하면 欲求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 진단될 수 없는 欲求와 

자기스스로 欲求를 느끼지만 표현되지 않은 欲求로 분류된다. Titmuss의 

느끼지만 표현되지 않은 欲求는 Bradshaw의 認知된 欲求와 동일한 擺念

이다. 그리고 Titmuss의 자기 스스로에 의해 진단될 수 없는 欲求는 

Bradshaw의 規範的 欲求擺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 의해 진단될 수 없는 欲求란 결국 欲求를 가진 당사자들에 의해 

인식될 수 없으므로 제 3자에 의해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Cooper의 欲求擺念에 의하면 欲求란 의사의 의견상 醫驚的 處置를 필 

9) Culyer A. ]., Need αUJ. the M따onal Health Services, Martin Robertson, 
197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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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需要(demand)를 말한다. 따라서 Bradshaw의 

專門家의 判斷에 의한 規範的 欲求에 해당하는 부분이 

念과 일치한다. 

表出된 欲求 중 

Cooper의 欲求擺

Bradshaw의 欲求擺念은 規範的 欲求와 여타 欲求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데 반해 Cooper의 欲求擺念은 規範的 欲求와 表現된 欲求(demand)를 

階層的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뿐만 아니라 

規範的 欲求는 사회적으로 인정 혹은 합의될 수 있는 欲求로 볼 수 있다. 

Bradshaw의 欲求擺念을 중심 으로 Cooper와 Titmuss의 欲求職念을 보 

완하면 다음과 같이 欲求擺;융:을 정리해 볼 수 있다 10) 

<圖 4-3-1> 欲求漸念의 地圖

?월’ j 
UNFELT 

i NEED ! 

}행G뽑$t택 
UNEXPRESSED NEED 

FELT NEED 

처음에 健康水準과 관련된 欲求의 어떤 부분을 社會的 欲求로서 인정 

할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위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 

로 처음 문제제기에「 대한 결론을 끌어낸다면 社會的인 欲求란 느끼지 못 

한 欲求(unfelt need)와 느낀 欲求(felt need) 중에서 規範的인 欲求에 해 1 

당한다. 

위에서 規範的 欲求에 最小費用을 고려한 支出費를 ‘最低醫驚費’라고 

定義할 수 있다. 즉， 規範的 欲求를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醫擾費支出을 最低醫驚費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 

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規範的 欲求는 또 다시 어떠한 기준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最低醫標費를 산출하기 위한 

10) <圖 N-l>에서 규범적 욕구가 여타 욕구위에 더 적은 부분으로 표현되어 

져 있으나 이것이 규범적 욕구가 다른 욕구보다 더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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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준거틀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측정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effers 등에 의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欲求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 

음 세 가지 좋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1) 첫째， 愚者의 健康狀態에 대한 완 

전한 지식 둘째， 좋은 健康狀態를 구성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의 셋째， 현대 醫據가 愚者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지식 둥이다. 

이같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각 개인의 健康狀態를 測定하여 欲求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族

病의 種類와 樣相은 너무나도 상이하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欲求를 測

定하고 最低保健醫擾費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族病의 種類와 樣相에 따른 醫擾費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해도 寶際 각 

개인의 醫據費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病病이 한 개인에게 발생할 

확률을 알아야 하므로 族病의 種類와 樣相에 따라 醫驚費를 산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effers는 欲求測定 對象을 ‘愚者’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 

제로는 자신의 欲求를 표출한 사람의 경우에 한하여서 欲求를 어떻게 측 

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effers의 논의에 

따르면 어햇든 자신의 欲求를 표현하기 위해 病院을 방문한 愚、者의 경우 

조차도 欲求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눈 것이다. 

자신의 欲求를 표현하기 위해 病院을 방문한 愚者의 경우조차도 欲求

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표현되지 않은 欲求(unexpressed need), 느 

끼지 못한 欲求(unfelt need)의 경우 規範的 欲求를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에서 ]effers의 논의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病

11) Jeffers;]., et al., “On the demand versus need for medical services and 
the concept of shortage," Amerícan Joumal of Public Health, 61 (1), 
January 197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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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의 種類와 樣相에 따라 最低醫續費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最低保健醫擾費를 측정하 

것이 어렵다면 과연 실제로 측정가능하면서 最低의 擺念을 반영한 測

定方法은 무엇인가? 

다. 低所得層의 醫擾費支出에 근거한 最低醫據費 算出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 醫據欲求를 漸念化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醫

據欲求의 戰;융:化를 통한 비용산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비용산출을 

한 연구가 있어도 規範的 欲求에 근거한 最低醫據費를 산출한 연구는 없 

었다. 

韓國保健社會짧究院의 『醫擾利用과 健康行寫에 관한 蘇合分析』에서는 

醫驚要求(medical nee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2) 첫째， 15일간 

樓愚者로서 어떤 치료이든 실제로 이용한 사람 둘째， 15일간 羅愚者로서 

옳察， 治擾의 필요성이 있으나 어떤 치료원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따라서 醫擾要求는 愚者 스스로 인식하는 羅愚에 기준을 두고 있다. 

첫째， 醫據要求에 해당하는 부분은 felt need 중 expressed need에 해당하 

며 둘째， 醫據要求빼빼당하는 부분은 felt need 중 unexpressed need에 
해당한다. 따라서 韓國保健社會짧究院 보고서(1993)는 전체적으로 보면 

felt need를 醫擾要求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지 醫擾

欲求만을 개념화하고 있으며 醫驚要求와 관련하여 醫擾費를 산출하고 있 

지는 않았다. 

韓國保健社會짧究院의 또 다른 연구인 『低所得層의 社會福社需要分析』

에서는 지불한 治驚費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합하여 適正

治據費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13) 여기서 지불한 治據費는 felt need 

12) 송건용 외의료이용과 건강행위에 관한 종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p. 6-7. 

13) 박순일 외저소득층의 사회복지수요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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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pressed need에 해당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용은 felt 

need 중 unexpressed need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醫驚欲求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felt need를 醫驚欲求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felt need 중에는 전문가의 판단하에서 볼 때 need가 아닌 부분도 존재한 

다. 즉， 主觀的인 인식과 잘못된 의료소비행태 때문에 실제로 felt need이 

나 규범적인 欲求가 아닌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의 연구 

와는 달리 醫續欲求에 기 반하여 醫驚費를 산출하고 있으나 規範的 欲求에 

기반한 ‘最低醫擾費’를 산출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醫驚欲求測定이 ‘표현된 欲求’에 근거하 

고 있다. 族病의 種類와 樣相에 따라 醫廳費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출되고 있는 醫擾費를 바탕으로 醫擾費를 산출하되 

低所得層의 醫擾利用結果를 이용함으로써 ‘最低’醫廳費에 접근하고자 한 

다 14) 즉， 醫據費支出의 실질적 크기와는 관계없이 醫驚利用의 주체를 규 

정함으로써 最低醫據費를 정의한다. 

低所得層이 이용한 의료의 경우 그것은 일반적으로 흔한 病病을 치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명의 유지에 직결되는 의료이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最低水準의 醫續라고 해서 흔히 생각하듯이 반드시 값싼 의료， 기 

술적으로 보다 저급한 의료만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低所得層이 이용한 의료 중 값비싼 醫樓

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외시키고 다빈도 질병(예를 들변 감 

기)이나 값싼 의료비만을 포함시켜 最低醫擾費를 산출하지 않는다. 만약 

多頻度族病이나 값싼 醫據費만을 醫據費에 포함시켜 最低醫據費를 산출한 

다면 그러한 논리는 현재 의료보험급여항목에 다빈도 및 값싼 의료비가 

드는 病病만이 포함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사회문제가 

되는 醫樓費는 다빈도 및 값싼 의료비가 아니라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 

그러한 진료이지만 고액이라서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族病에 대한 醫

14)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평균소득은 81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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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費이다. 

f 따라서 본 연군에서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最低에 포함시킬 觸을 결 

정하여 醫驚費를 산출하지 않고 醫據利用의 主體를 低所得階層으로 규정 

l ‘하고 그들이 이용한 의료의 경우 질병의 종류에 무관하게 모두 포함시킨 
\해로 最低醫據費를 산출하겠다. 단 인삼 보약 등 누가 보아도 最低醫擾

費에 포함시킬 수 없는 醫擾費支出의 경우는 제외하고자 한다. 

그러나 低所得階層의 실제 지출 醫據費만을 가지고 醫據費를 산출한다 

면 저소득으로 인해 표출되지 못한 欲求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 

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低所得層의 실제 의료비를 구하되 폰현된지 

않은 欲求(1lnexprgssedneed)를 고려 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 低所得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 醫擾費가 필요한지를 직 

접 물어보고 응답한 最低醫擾費를 바탕으로 未充足 欲求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欲求를 고려해 줄 경우 산출된 의료비는\윷低’위햇1 라기보단는 

\遭표’의료비에 가까운 값으로 볼 수 있다. 

이 후에는 未充足欲求를 고려하여 ‘適正’의료비에 가까운 醫據費를 산 

출하는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欲求는 여 

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지불능력의 저하로 인한 요인이 상당히 

크다. 最低生計費를 산출함에 있어서 사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목 

의 경우에는(예를 들면， 잡비) 소득저하로 인해 해당비목의 지출이 적어도 

그것을 그대로 最低生計費에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잡비지출 

과 같은 경우에는 앵겔함수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이 0인 계층이 지출한 비 

용을 最低費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保健醫驚費의 경우는 이들 비목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保健醫據費의 경우는 질병의 발생에 따른 派生需要이다. 그리고 族病發

生은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질병발생은 생병과 직접 

\적으로 연관된 것이므로 저소득으로 인한 醫擾費支出의 부족을 인정해서 

는 않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응답자들이 응답한 후觀的\醫驚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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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置際醫擾費간판차이 즉、未充足欲求를 고려함우로써 實際醫魔利用 뿐 
OJ니라표현되지 않은 欲求를 고려하고자 한다. 

물론 이 방법은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라 조사자가 응답한 ‘主觀的인 

判斷’에 의한 醫樓費를 가지고 未充足欲求를 고려한다는 점에 있어서 한 

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측정가능한 

방법은 主觀的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主觀的인 판단에 

의한 醫擾費로 未充足欲求를 측정하고자 한다. 

3. 保健醫擾費의 算出方法

가. 分析資料의 選定 및 여타 資料結果 比較

1) 分析資料의 選定

위에서는 規範的 欲求에 근거한 最低醫擾費 산출이 실제로 불가능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低所得層의 醫據費支出을 最低醫據費로 정의함으로써 

最低醫據費를 산출하고자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醫據費支出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族病發生으로 인한 派生需要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저소득으로 인한 未充足欲求 또한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 

였다. 

그렇다면 위에서의 논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 현 시점에서 접근가능핫잔윷로는 都市家計年諸， 農家經濟統計， 醫
\:據保險該爆寶績， 醫擾保護該據寶績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결과이다. 

都市家計年諸 및 農家經濟統計 醫驚保險 및 醫續保險該續實績資料를 

이용할 경우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챈점은 첫째， 實際 醫續費支出
을 산출할 수는 있지만벗充足欲求틀 고려한기는 불간룻하다는 것이다. 

둘째， 欲求에 근거한 醫續費를 산출한다고 했을 때 健康關聯欲求(年觀 및 

慢뾰病有無)와 관련된 정보를 醫據保險옳驚實績이나 都市家計年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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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醫擾保險該擾寶績資料를 이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로는 첫째， 보험 
/‘\ 

급여1대상이 되는 醫據費支出만 파악되므로 보험비 급여항목이나 醫藥品支

] 냄똘態를 알 수 없다 둘째， 低所得階層의 의료이용실태를 산출할 수 없다 

본 조사결과의 경우에는 低所得階層의 실제 의료비를 산출할 수 있고 

여기에 未充足欲求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조사결과를 이용할 경 

우 보험급여항목 뿐 아니라 보험 비급여항목 및 의약품지출에 관한 정보 

와 健康關聯欲求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 

서 논의한 보건의료비 산출방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타 資料에 비해 

본 조사결과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물론 본 조사가 600家

口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와 여타 자료간에 있어서 수치상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 

다. 이 후에는 본 조사결과와 여타 자료간의 비교를 통해， 본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일반화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음을 살펴보겠다. 

2) 여타 調훌結果와의 比較

都市家計年諸에 의하면 1993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保健醫據費는 月

平均 52，800원이었다.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最低’의 개념을 고려하기 

위하여 인삼， 한약제 등을 제외하고 방법론상의 차이로 인해 안경， 입원진 

료비 또한 제외하였다. 따라서 52，800원 중 인삼 1 ，100원， 한약제 13,100 

원， 안경 2，100원， 입원진료비 5，500원을 제외한 保健醫廳費는 약 31 ，000원 

이다. 그러나 31 ，000원은 都市動勞者 家計의 平均 醫據費支出이고 低所得

階層의 경우에는 이 보다 더 낮으리라 예상된다. 

〈表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低所得階層의 總‘醫據費 支出(인삼， 

15) 통계청 r’93 도시가계연보~ 1994,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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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 등 포함)은 平均支出보다 낮은 3만원대이다. 인삼， 한약제， 안경， 

입원該擾費를 제외한 低所得階屬의 醫擾費支出은 30，000원보다 낮을 것이 

다. 그러나 低所得層의 경우 인삼 한약제 등의 支出은 적을 것이므로 한 

약제 등을 제외하면 平均醫續費 支出이 52，800원에서 31，000원으로 떨어지 

는 정도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본 조사가구의 都市地域 平均醫廳費

가 약 27，638원이었으므로 都市家計年讀上 低所得層의 醫據費 支出과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表 4-3-2> 흉!市勳혔者 所得階層別 保健醫擔費 支出

평균 -45만원 45-60 60-75 75-90 90-105' 105-120 120-135 135-150 

52.8 32.3 34.3 35.3 37.6 45.1 49.3 49.0 5l.6 

註: 150천원이상의 자료는 생략 
資料: 통계청， ’93 都市家計年讀， 1994. 

’94년 醫據保險該擾實績에 의 하면 1)\當 平均 外來 本人負擔費는 2,586 

원이었다. 따라서 4인 家口의 경우 月 平均 外來 病醫院 本A負擔費는 

10，344원이었다 16) 그러나 醫廳保險該驚寶績에 나온 病醫院 本人負擔費는 

보험적용이 되는 경우만인데 실제의 가계지출에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 

는 醫擾費支出 또한 있다. 이같은 보험 비적용 醫擾費 支出은 醫據保險

該驚寶績에 포착되지 않으므로 보험 비적용 醫擾費 支出까지 합하면 病，

醫院 支出費는 10，000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都市家計年諸에서 보면 의약품비(인삼， 한약제 제외)는 病醫院費(입원 

진료비 제외)의 약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醫據保險該擾實績에서 

포착된 病醫院 本人負擔金 외에 보험 비적용 지출비를 합하고 그 값의 절 

반정도의 약품비를 합하면 總 保健醫擾費가 산출된다. 

보험 비적용 醫驚費支出이 5，000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보험적용 本人

16) 의료보험연합회 r의료보장 주요통계지표J 1994, pp.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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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擔金과 보험 비적용 該驚費를 합한 總 病醫院 支出費는 15，000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總 病醫院 支出費의 50%인 약품비 7，500원을 합하면 약 

22，000원의 保健醫續費가 산출된다. 본 조사가구의 平均醫驚費가 약 

29，719원이었으므로 都市家計年諸上 低所得層의 醫樓費 支出과 크게 차이 

가 나지 않는다. 

나. 醫擾需要困數의/算出 

본 연구에서는 欲求의 차이를 고려한 醫擾費를 산출하기 위해서 6월 

家計博調훌結果資料(600家口 調호)를 바탕으로 실제 醫쳤쫓費 支出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醫擾需要困數를 만들고자 한다. 앞 

에서도 논의하였듯이 慢性族愚者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실제 

의료비 지출은 상이하다. 그리고 兒童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의 실제 의료비지출은 상이하다. 

이같은 欲求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家口類型에 대해 醫據費支出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醫據需要困數를 만들어야 한다. 이 후에는 본 調좁結 

果 資料를 이용하여 醫擾需要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겠 

다. 본 연구결과 자료로는 개인별 健康水準이나 醫擾費支出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家口別로 醫擾需要를 측정할 수 밖에 없다. 

기존 연구에서 醫擾需要를 測定하기 위하여 사용한 變數는 크게 醫擾

必要度要因， 經濟的 要因， 社會A口學的 要因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要

因에 해당하는 變數는 <表 4-3-3>과 같다.17) 

본 연구에서는 醫擾必要度要因으로 慢性病有無를， 經濟的 要因으로 所

得을， 社會人口學的 要因으로 家口員數， 4셰이하 兒童有無， 60세이상 老人

有無를， 醫驚供給 要因으로 地域變數를 포함시켰다. 從屬變數는 6월 醫擔

17)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림대학사회의학 연구소 r의료수요분석의 방법과 

결과에 대 한 고찰~， 1987, p.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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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醫魔需要分析의 主要結果 要約〈表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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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설λ↓시의료이용 
어머니회창석횟수 
소속연 

공급자와의 거리 

사회인구학적 요인 경채적 요인 

의료보호적용융 
의료보험적용융 
일인당지방세액 

종합경채상태 
의료보험적용 

분석 
단위 의료펼요도 

한국보건 시，군 
사회연구 
원(1981) 

이헌협 
(1983) 

가구 

연구자 

연령 
가구주교육수준 
식구수 
가구주직업 
결혼상태기혼 
성:남 

요
。
 서
E
 

적
 

시
 

득
 헝
 설
 도
 

소
 보
 시
 수
 

간
 료
 기
 하
 

연
 의
 처
·
i。 

개인 1년간유영일수 권순원 
(1984) 

간
 

기
 

이
a
 

가
 뾰

 
자
 

여
-

비
상
 

구
에
 
비
 1 

인
 깨
 

구
 나
 

”” 
4 

인
 렌
 령
 

F
만
 
사
。
 

1r 

연
서
。
 

μ
 미
비
이
 
념
수
주
 구
 

% 

때
딴
뻐
 
싸
싹
 
써
 써 

가격 
ÁC 
i二=누 

가구 건당방문횟수 이규식 

지리적 접근도 
준
 

; 

준
 

않
 웹
 챔 

주
 

주
 
주
 

구
령
 
구
령
구
 

성
가
연
 
가
연
가
성
 

개인 급성질환이환횟수 의료보험적용 
만성질환이환횟수 소득 

유숭흉 
(1984) 

의사대 인구비 
거주지역 

인공유산경험 
지난 1년간 인공 유 
산경험 
특정치료원: 

병·의원 
정기치료원있음 

인구당의사수 
거주지역. 
대도시 
소도시 

교육수준 
여령 

식구수 

의료보장적용 
ÁC 
j二=수 

쩌
 갱 

짧
 
親햄
 

의
 생
 교
 

개인 급성질확 
만성질환 

개인 건강수준 
만성질환 

배상수 
(1985) 

송건용 
(1985) 

고용여부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원교육수준 
성:여자 
결혼상태 
연령:20-44세 

험
호
 
간
 

보
 보
 

시
 

격
 료
 료
 득
흥
 

가
의
의
소
 
교
 

개인 급성질환 
만성질환 

노공균 
(1985) 

-
-
-
융
뼈
 

-~‘ 

비
]
이ι
 

“
「

동
노
 

교
 

아
사
。
 

뚜
 
3〉
얘
뼈
약
 

f
성
여
찌@
ν
ι
「
 

써
 얘 

짧
 
격
 뺀 
득
 

의
 가
 교
 소
 

개인 급성질환 
가구 명소만성질환 

최강식 
(1985) 

성 
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직엽 
식구수 

공교，직장보험적용 
지역보험적용 
소득 

환
 환 쐐
 

질
 질
 ‘ 

건
 

서
。
 서。
 
A

급
 만
 평
 

인
 

채
 이
 

이
 「뻗

 
뼈
 



118 

費支出을 사용하였다，18) 

4셰 이하 兒童有無와 60세 이상 老人有無를 年觀變數로 포함시킨 것은 

醫擾保險統計年讀의 年觀別 옳據費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年

觀別 該驚費와 FF觀指數는 <表 4-3-4>과 같다. 

천원) (단위: 

外來 年餘5.lIJ 1Á當 年間談擾費 및 指數〈表 4-3-4> 

5-9 10-1415-19 20-24 25-29 30-34 

48 40 
72 

30 
54 

25 
45 

27 
49 

댄
 m 

1-4 

97 

0세 

127 
226 

평균 

56 
100 

연령 

진료비 

75-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60 
107 

89 
158 

102 103 
183 

96 
170 

85 
151 

댄
 m꾀
 

62 
110 

54 
97 

資料: 뿔據保險聯合會， ’92 賢驚保險統計年諸， 1993. 

위에서 지적한 變數들을 포함한 醫흉￡需要困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ln(E) = CONST ANT + a CRONIC + b CHILD + c OLD 

+ d REGIONl + e REGION2 + f ln(Y!FS) + g ln(FS) 

= 6월 醫擾費E 

18)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대부분의 연구들。[의약품과/ 병원치료벼를 분 
리하여 산출하였다. ’8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의 
/ 

경우 파스， 머큐럼， 탈지변 동 보건의료용품을 제외한 약국치료비는 약 2,000 
원이었으며 병의원치료비는 8，000원이었다. 질병과 관련된 약국치료비의 경 
우 해당되는 질병은 감기， 피부병， 위장약 둥이었다. 따라서 이들 질병은 모 
두 약국을 이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서비스 소비행태 
를 보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양상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통일한 
질병일지라도 약국과 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질병을 
지칭하여 약국치료비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소비관행을 고려하고자 약국치료비와 병의원치료비 
를 합한 보건의료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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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IC 慢性病有無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있음=1 ， 없음=0) 

CHILD = 4세이하 兒童有無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있음=1 ， 없음=0) 

OLD = 60세 이 상 老人有無를 나타내 는 더 미 변수 ( 있음=1， 없음=0) 

\ /íREGION1 = 大都市地域을 나타내는 더 미 변수 (大都市=1， 기 타=이 

\ REGION2 = 中小都市地域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中小都市=1， 기타:이 

Y!E<'_S = 1A當 家口所得

r ES 家口員數

\다. 未充足欲求를 고려한 醫續費 算出

앞에서 실제 의료비 지출만으로는 적정보건의료비를 산출하기 어렵다 

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未充足欲求는 취‘소로 필요한 

醫擾費를 직접 물어본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主觀的 醫擾費에 영 

향을 미치는 變數로는 6월 醫據費 支出과 6월 醫據費 支出에 영향을 미치 

는 變數인 慢性病有無， 所得， 家口員數， 地域， 兒童有無， 老A有無를 포함 

시켰다. 이같은 變數를 포함시킨 主觀的 醫據費困數의 형태는 아래와 같 

다. 

lnC엉 = CONST ANT + a CRONIC + b CH표D + c OLD + d REGION1 

+ e REGION2 + f lnCINCOME) + g lnCFS) + h lri(E) 

E =6월 醫擾費

CRONIC 慢性病有無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있음=1， 없음=0) 

CHILD = 4세이하 兒童有無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있음=1 ， 없음=0) 

OLD = 60세 이 상 老A有無를 나타내 는 더 미 변수 (있음=1 ， 없음=0) 

REGION1 = 大都市地域을 나타내는 더 미 변수 (大都市=1， 기 타=이 

REGION2 = 中小都市地域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中小都市=1， 기타=0) 

Y/FS = 1人當 家口所得

FS 家口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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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最低 保健醫據費 算出

가. 醫驚需要困數를 이용한 6월 醫擾費 算出

앞에서 만든 醫擾需要困數를 가정하여 6월 醫擾費 支出을 예측하는 회 

귀식을 만든 J 결과는 아래와 같다. 

ln(E) = 8.665 + 0.671 CRONIC + 0.461 CH江D + 0.329 OLD 
(11.351) (4.558) (3.084) (2.045) 
- 0.160 REGION1 - 0.103 REGION2 + 0.217 ln(Y!FS) 

(-0.957) -(0.603) (1.101) 

+ 0.03 ln(FS) 

(0.129) 

健康關聯變數 즉 慢性病有無， 兒童有無， 老人有無의 경우에는 .05의 유 

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여타 변수 즉， 地域變數나 

所得變數 및 家口員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地域變數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農村地域 家口들이 都

市地域家口들보다 더 많은 醫據費를 지출하는가를 보기 위해 醫驚需要困

數에 포함시켰었다. 慢性病有無， 家族構成員의 數， 年觀， 家口所得이 동일 

할 때 農村과 都市間에 醫擾費支出이 차이가 나는 것은 醫據接近性의 차 

이와 醫擾機關의 質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醫擾接近性의 차이를 보면 農村地域家口의 경우 慢性病有無， 家

族構成員의 數， 年觀， 家口所得이 都市地域家口과 동일하다고 해도 醫擾供

給水準이 낮기 때문에 醫驚費支出이 적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醫

擾機關의 質의 차이를 보면， 農村地域家口의 경우 값이 싼 보건기관을 많 

이 이용할 것이므로 醫擾費支出이 적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農村과 都市의 醫標費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도로 다르지 않았다. 즉， 農村家口가 값이 싼 保健機關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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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醫據費가 적게 옮에도 불구하고 農村과 都

市의 醫據費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다르지 않았다. 

<表 4-3-;-5>를 보면 입원， 외래의 경우 市地域의 保健機關옳據費는 전 

체 該擾費의 약 0.12%였으나 那地域의 保健機關該擾費는 전체 장擾費의 

약 2.46%였다. 그리고 외래만 보면 市地域의 경우 전체 外來該據費의 약 

0.14%였으나 那地域의 경우 전체 外來該擾費의 약 3.32%였다. 따라서 진 

료비 측면에서 보면 農村地域의 保健機關利用寶績이 都市地域보다 약간 

높으며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農村이 保健機關을 이용하기 때문에 都市보다 該據費가 적게 드는 

부분은 전체 該擾費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미세한 차이가 본 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어야 하나 본 조 

사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農村家

口가 都市家口보다 더 많은 醫擾費를 지출하고 있었다(위의 식 참조) . 

〈表 4-3-5> 地域醫複保險 市·都別 醫據費 談魔實績(本A負據金)

(단위: %) 

의료기관 
입원， 외래진료비 외래진료비 

진료비 병의원 
한방 보건 

소계 
한방 보건 

소계 
병의원 기관 병의원 。의원 기관 

시지역 98.05 1.83 0.12 100 97.32 2.54 0.14 100 
군지역 96.59 0.98 2.46 100 94.6 2.08 3.32 100 

資料: 醫據保險聯合會， 훌홉擾保障 主要統計指標， 1994, p. 64. 

農村家口가 都市보다 保健機關을 더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農村家口와 都市家口의 醫擾費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도로 다르지 않다면 <表 4-3-5>에서와 같이 保健機關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은 실제 조사결과에서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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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엔ff)는 첫째，<表 4-3-5>에서와 같이 保健機關을 이용함으로써 절 

감되는 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본 조사결과에 잘 포착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센， 保健機關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상쇄 

하나 회귀식에서 통제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 農村家口의 醫擾費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農村家口가 급성질환에 더 많이 걸린다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것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要因이 醫

擾費 上昇要因으로 작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첫번째의 이유이든 두번째의 이유이든 실제 조사에서 나온 결과대로 

農村과 都市의 醫覆費 차이를 두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첫번째 이유 

때문에 農村과 都市의 醫擾費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農村의 경우 

保健機關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은 아주 작으므로 都市와 農村의 

醫擾費가 동일하다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保健機關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상쇄하는 다른 

요인때문에 農村과 都市의 醫驚費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인을 반영한 醫擾費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都市와 農村의 醫驚費가 통일 

하다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健康水準과 가족구성원의 年觀이 동일한 가구에 

대해 農村과 都市地域에 동일한 醫擾費를 적용하겠다. 

家口員數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家口員數에 따라 醫驚

費支出이 달라진다는 가정하에 醫擾需要困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家口

員數變數의 계수값이 ‘+’이므로 家口員數가 증가함에 따라 醫據費支出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家口員數가 醫擾費支出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기존연구 중에서 이헌협의 연구(1983)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으며 최강식의 연구(1985)는 그렇지 않았다. 

所得의 경우， 慢性病有無， 家口構成員의 數， 年觀， 地域이 동일하더라도 

所得에 따라 醫擾費支出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醫擾需要困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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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켰다‘ 그러나 所得變數의 계수값이 ‘+’이므로 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醫驚費支出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所得이 醫擾費支出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所得變數가 醫擾費支出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본 연구대상이 低所得層이므로 所得階層의 동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所

得增加에 따른 醫據l費支出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所

得階層을 低所得慶과 高所得層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할 경우에는 所得變

數의 영향력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低所得層의 醫擾需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變數

는 慢性病有無， 老人有無， 兒童有無變數였으며 여타 變數의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도로 醫爆費支出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低所得層의 醫擾需要를 결정하는 주요한 要因은 健康水準關聯變數라고 할 

수 있다. 回歸分析에서 stepwise方式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變數만으로 醫擾需要困數를 만든 결과는 다음과 같다. 

ln(E) . = 9.271 + 0.660 CRONIC + O.캡8 CH1LD + 

(95.0) (4.512) (2.976) 
AD]USTED R 2 = .07319) 

SIGNIF F = .000 

\m % 

떼
 

nU 

/
‘
、

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醫擾需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變數가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렇다면 慢性病有無， 兒童有無， 老人有無에 따라 醫

據費支出이 상이하다면 이러한 欲求를 고려하여 醫擾費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變數들이 醫據費支出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론하에 慢性病有無， 兒童有無， 老人有無에 따라 家口類型을 구분하 

고 각 家口類型이 실제 지출한 平均醫續費를 산출하고자 한다. 각 家口

類型에 따른 平均醫樓費는 <表 4-3-6>과 같다. 

19) 본 연구의 경우는 여타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의료필요도변수로 만성병유무만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료수요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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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3-6> 家口類型別 平均醫擾費

만성병없음 
가구유형 노인없음 

아동없음 

6월 평균의료비 20,082 

만성병있음 
노인없음 
아동없음 

47,619 

만성병없음 
노인없음 
아동있음 

26,224 

(단위: 원) 

만성병없음 
노인있음 
아동없음 

23,052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健康關聯欲求(兒童有無， 老人有無， 慢性病有

無)가 동일할 때 지역간 醫據費支出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醫據接近性의 차이와 醫擾機關의 質의 차이는 醫據費支出에 

그다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平

均醫驚費支出에 있어서 大都市地域의 경우는 25，728원， 中小都市地域의 경 

우는 29，닮8원， 農村地域의 경우는 ，33，883원으로 地域間 平均 醫據費에 있 

어서 차이가 나타났다:20)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醫據接近性이나 醫驚機關의 質의 차이가 醫

據費支出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같은 地域間 2f均醫擾費

의 차이는 健康關聯欲求와 관련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地域間 健康水準 關聯要因의 실태를 보면 <表 4-3-7>과 같다. 전체 

적으로 볼 때 慢性病이 없고 60세이하 老人이 없고 4세이하 兒童도 없는 

가구의 분포가 地域間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平均支出이 56，381원으 

로 큰 것으로 나타난 만성병 있음， 노인 있음， 아동 없음에 해당하는 가구 

가 都市地域에 비해 農村地域에 많다. 大都市地域의 경우 大都市 총가구 

의 8%이고 中小都市地域의 경우 4%인데 반해， 農村地域의 경우는 12%에 

이르고 있다. 

다른 家口類型에서의 차이를 보면， 만성병 없음， 노인 없음， 아동 있음 

20)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타 조사결과에도 도시보다 농촌지 역의 보건의료 
ι빈간옳다능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변 도시근로자 보건의료 

J I 비는 월 평균 52，800원이었고 농가경제연보에 의하면 농촌 보건의료비는 월 
{ 평균 69，51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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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都市地域이 많고 農村地域은 적은데 반해 만성 

병 없음， 노인 있음， 아동 없음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都市地域이 

적고 農村地域이 많았다. 그러나， 이 두 家口類型의 경우에 平均醫據費支

出이 26，224원， 23，052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이들 두 健康關聯 家

口類型間의 차이가 農村과 都市間의 의료비지출 차이를 유발시키지 않는 

다. 

이 외에 다른 家口類型은 사례수도 적고 地域間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만성병 있음， 노인 있음， 아동 없음에 해당 

하는 가구가 農村地域에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어 地域間 醫驚費차이를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醫擾費差異는 健康關聯

變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健康狀態、와 家口員 年觀構造

를 가진 都市와 農村家口의 경우에는 통일한 醫擾費를 지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標準家口의 경우 慢性病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標準家口의 가족구성원의 年觀을 볼 때 60세 이상 老人， 4세이하 

兒童이 없었으므로 標準家口의 경우 慢性病이 없고 60세 이상 老人 및 4 

세이하 兒童이 없는 그러한 家口類型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家口類型

을 標準家口로 상정할 경우 都市나 農村의 경우 醫驚費는 20，082원으로 

醫據費의 지역간 차이가 없게 된다. 

<表 4-3-7> 地域別 家口類型 分布

(단위: 명， %) 
만성x 만성O 만성x 만성X 만성o 만성o 만성x 만성o 

지역 노인x 노인x 노인x 노인o 노인o 노인x 아동o 아동o 계 
아동x 아동x 아동。 아동x 아동x 아동0 노인o 노인o 

전 국 170 60 82 63 38 16 13 8 μ8 

(37) (13) (18) (14) (8) (3) (2) (1) (100) 

대도시 61 19 37 17 14 4 2 4 158 
(38) (10) (23) üO) (8) (2) (1) (2) (100) 

중소도시 55 24 35 12 6 6 6 2 145 
(37) (16) (24) (8) (4) (4) (4) (1) (100) 

농어촌 54 17 10 34 18 6 5 2 145 
(37) (11) (6) (23) (12) (4) (3) (1) (100) 

註: 1) 0 (있음)， x(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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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月 平均醫驚費에 未充足欲求를 考慮한 醫樓費 算出

앞에서 主觀的 醫擾費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는 變數들로 回

歸分析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6월 醫擾費支出과 慢性病有無變數만이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主觀的 醫擾費에 영향을 미쳤고 

여타 變數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主觀的 醫擾費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ln(S) 7.729 + 0.591 CRONIC + 0.196 CHILD + 0.066 OLD 

(11.788) (5.519) (1.799) (0.574) 

-0.007 REGION1 + -7.072E-04 REGION2 + 0.027 ln(Y!FS) 

(-0.059) (-0.006) (0.181) 

+ 0.240 In(FS) + 0.157 In(E) 

(1.420) (3.901) 

회 귀분석 에 서 stepwise方式을 사용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 미 한 變數만으 

로 醫擾需要困數를 만든 결과는 아래와 같다. 慢性病有無變數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主觀的 醫擾費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6월 醫驚費

支出이 동일한 가구일지라도 慢性病뽑、者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 

에 비해 主觀的으로 최저한이라고 응답한 醫擾費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慢性病愚者가 있는 가구일수록 未充足欲求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In(S) = 8.113 + 0.168 In(E)+ 0.560 CRONIC 

(21.133) (4.257) (5.359) 

AD]USTED R2 = .145 

SIGNIF F = .000 

主觀的 醫續費는 6월 醫擾費支出과 慢性病有無에 따라 달라지므로 앞에 

서 구한 각 家口類型別 主觀的 醫擾費를 산출한 결과 慢性病愚者가 있는 

가구일수록 6월 醫樓費에 비해 主觀的 醫擾費가 크게 증가하였다. 여타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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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類型의 경우에는 6월 뿔擾費支出과 主觀的 醫據費가 비슷하였다. 따라서 

慢性病이 있는 가구만 未充足欲求를 고려하고 그 이외의 家口類型에 대해 

서는 6월 醫驚費支出을 그대로 이용하여 醫爆費를 산출하고자 한다. 未充

足欲求를 고려한 醫據費를 산출한 결과는 <表 4-3-8>과 같다. 

〈表 4-3-8> 未充足欲求를 考慮한 醫複費
(단위: 원) 

만성병없음 만성병있음 만성병없음 만성병없음 
가구유형 노인없음 노인없음 노인없음 노인있음 

아동없음 아동없음 아동있음 아동없음 

6월 평균의료비 20,002 47,619 26,224 23,052 

미충족 욕구를 
고려한 의료비 20,002 55,231 26,224 23,052 

다. 未充足欲求를 고려한 醫驚費에 保險料를 합한 總保健醫驚費

앞에서 산출된 醫驚費에 保險料를 더한 費用이 최종 保健醫擾費이다. 

’94년 상반기 醫驚保險該擾寶績資料를 이용하여 地域醫續保險對象者 중 

市地域과 那地域의 세대별 醫據保險料를 비교해 보면 市地域의 세대당 保

險料가 鄭地域의 세대 당 保險料보다 약간 높다C< 4-3-9> 조). 

〈表 4-3-9> 市·郵別 世帶當 保險料

군지역 

시지역 

계 

세대당 보험료(A) 세대당 급여비(B) 

13,543 
14,851 

14 526 

20,458 
18,460 

18,956 

資料: 뿔續保險聯合會， 醫續保障 主要統計指標， 1994. 

(단위: 원) 

급여비율(B/A) 

151.1 
124.3 

130.5 

그러나 都市와 農村의 保險料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서는 시·군의 절대적인 세대당 保險料를 비교해서는 안되고 동일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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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의 保險料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자료로는 市와 農村의 

所得을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동일 소득수준에서 農村과 都市 중 

어느 곳이 더 많은 保險料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과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한다. 그 

리고 大都市地域과 中小都市地域의 경우 保險料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 

문에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保險料를 적용한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都市地域의 경우 平均醫據保險料는 12，329원이었으며 農村地域의 

경우 平均醫擾保險料는 10.875원이었다. 保險料를 적용한 최종 保健醫據

費는 〈表 4-3-10>과 같다. 

〈表 4-3-10> 地域別 家口類型別 總騎擔費
(단위: 원) 

만성병없음 만성병있음 만성병없음 만성병없음 
가구유형 지역 노인없음 노인없음 노인없음 노인있음 

아동없음 아동없음 아동있음 아동없음 

6월평균의료비 도시 20,082 47,619 26,224 23,052 

농촌 20,082 47,619 26,224 23,052 

미충족욕구를 도시 20,082 55,231 26,224 23,052 
고려한 의료비 농촌 20,082 55,231 26,224 23,052 

보험료를 합한 도시 32,411 67,560 38,553 35,381 
총의료비 농촌 30,957 66,106 37,099 33,927 

慢性病이 없고 4세이하 兒童이 없고 60셰 이상 老人이 없는 標準家口

의 경우 地域別 總保健醫擾費는 <表 4-3-11>과 같다. 

<表 4-3-11> 標準家口의 總、醫擔費
(단위: 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총보건의료비 32,411 32,411 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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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1> 醫驚保護談驚뿔績을 중심으로 한 最低保健醫驚費

1. 病醫院 該驚費算出

’94년 상반기 醫擾保護該擾寶績分析을 통해 산출된 1Á當 平均 病醫院

本 人負擔앓擾費에 年觀別指數를 적용하여 標準家口의 病醫院治據費를 산 

출한다. 

가.醫擾保護짧鷹實績分析 

본 연구의 標準家 口는 4인 家 口 이 므로 自活保護對象者의 훌?쳤훌費分析을 

통해 6월 醫擾費를 산출한다. 딩活保護對象者의 짧據費寶績인 <表

4-3-12>에서 보면 입원을 포함한 1λ、當 本A負擔金은 1 ，965원이고 외래 

의 1Á當 本人負擔金은 977원이다. 

〈表 4-3-12> 自活保護對象者의 쓸魔費分析 

1인당 1인당 
총인원(A) 총진료비(B) 총본인부담금 

진료비 (B/A) 본인부담금(C/A) 
(영천원 (C)(천원) 

(원원) 

입원+외래 i 1,102,977 퍼017，439 2,167 11,802 
외 래 I 1,102,977 7,418 1,077 1,965 

資料: 뿔擔保險聯合會， 醫驚保陣主要統計指標， 1994. 

나. 年觀別 指數算出

위에서 산출된 lÁ當 本人負擔金은 年觀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標準

家口의 가구구성원 年觀을 고려한 醫擾費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年觀別 指

數를 산출하여야 한다. ’94년 자료의 경우는 年觀別 該擾費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의 年觀別 醫擾保護 該據費實績을 이용하여 年觀指數

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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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3-13> 自活保護對象者의 年觀었IJ 셜擾費分析 

(단위: 원) 

평균 -4 5-17 18-45 46-59 60-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039 6，얘5 3,179 14,781 14,074 8,775 

지수 100 64.19 31.66 147.23 140.19 87.40 

외 래 본인부담금 3,174 1,516 961 4,179 4,978 I 2,917 

지수 100 47.76 30.27 131.66 156.8 91.9 

資料: 韓國保健社會陽究院醫驚保護管理體系 改善方案.fl， 1991. 

다. 標準家口의 該擾費 算出

標準家口의 경우 5-17세 이하 兒童 2인 18-45세 이하 成A2인으로 

구성된다. 위에서 산출된 l人當 平均該據費에 이들의 年觀指數를 반영하 

여 標準家 口의 病醫院治擾費를 산출하면 <表 4-3-14>, <表 4-3-15>와 

같다. 입원과 외래의 경우 標準家口의 病·醫院治驚費는 7，030원이고， 외래 

의 경우 標準家口의 病醫院治擾費는 3，163원이다. 

〈表 4-3-14> 標準家디의 病醫院 원+외래의 경우) 

입원 + 외래 
본인부담금 

5-17세 이 하 아동 2인의 의 료비 ,1,965 

18-45세 이하 성인 2인의 의료비 '1,965 

표준가구의 병의원치료비 합계 

〈表 4-3-15> 標準家口의 病醫院 治擔費(외래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금 연령지수 인원수 합계 

5-17셰 이하 아동 2인의 의료비 9η x 0.3027 \ x (2인) = 많l 

18-45세 이하 성인 2인의 의료비 ‘ 977 ì x 1.3167 I x (2인) = 
-••••-••••••• •• 노ι γ」 • •••-•••-••• 

표준가구의 병의원 치료비 합계 3,163 



標準家口의 費 lUU 最低生計費 推定 131 

2. 藥局支出費(마켓 바스켓 구성) 

본 연구의 6월 家計複調훌結果(총 600家口)를 바탕으로 구매빈도가 높 

은 약품 및 보건의료용품을 선정한다. 구매빈도가 높은 약품 및 보건의 

료용품은 〈表 4-3-16>과 같다. 

〈表 4-3-16> 藥品 및 保健醫魔用品 購買家口數

약품 및 보건의료용품 

해열진통감기약 
조제약 

소화제 
자양강장제 

피부병약 
보건의료용품 
위장약 
외상약 
영양제 

구매가구 

165 
157 
124 
102 
101 
92 
59 
51 
49 

(단위: 家口)

영양제나 자양강장제의 경우 구입가구가 많을지라도 최저약품비항목에 

넣기 곤란하므로 제외하였다. 외상약(머큐롬， 옥도정기 등)이나 보건의료 

용품(탈지면， 붕대， 반창고 등)의 경우 구입가구도 어느 정도 있으며 상비 

약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최저약품비항목에 넣었다. 

감기약， 소화제 및 위장약， 피부병약은 구입가구가 많으며 여타 연구에 

서도 必需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포함시켰다. 6월 家

計總調훌結果에 의하면 조제약의 경우 대부분이 감기조제약이었으므로 감 

기약으로 간주하면 감기약 구입가구는 200家口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외에도 家計權調훌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으나 외상약 

이나 보건의료용품 등 외상관련 용품을 상비약으로 포함시켰으므로 외상 

연고도 最低醫據費項텀에 포함시켰다. 각 약품 및 보건의료용품을 어느 

정도로 구매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32 

가. 소화제 및 위장약 

소화제 및 위장약의 600家口 총 구입회수는 약 230이었다. 취학전자 

녀， 국민학생자녀， 중고생자녀의 경우(전체인구의 약 36%) 총 구입회수 

중 약 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세이상 인구가 총 구입회수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成人과 兒童을 분리하여 月平均 구입회수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成人 1Á當 월 구입회수: 202회/1588인 = 0.127회 

成人 1Á當 연 구입회수: 0.127 x 12 = 1.526회 (약 2회) 

l 兒童 1人當 월 구입회수: 28회/896인 = 0.03회 
兒童 l人當 연 구입회수: 0.1448 x 12 = 0.36회 (약 1회) 

1회당 단가는 본 조사결과 최빈가격인 1 ，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感氣藥

본 조사결과 감기약의 600家口 총 구입회수는 약 771이었다. 감기약 

의 경우 소화제나 위장약과는 달리 모든 年觀階層이 고르게 구매하고 있 

으므로 총 구매회수를 전체인구수(600家口 總家口員數는 2，491명임)로 나 

누는 것이 타당하다. 감기약 1λ、當 연 구입회수는 아래와 같다. 

l人當 월 구입회수: 771회/2，491인 = 0.3095회 
l人當 연 구입회수: 0.3095 x 12 = 3.7회 (약 4회) 

1회당 단가는 본 조사결과 최빈가격인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외상약， 외상연고， 보건의료용품 

외상과 관련된 약품 및 용품의 경우는 실제 소비행태에 있어서의 구입 

빈도보다는 상비약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 最低醫擾費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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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에 포함시켰다. 외상과 관련된 약품 뿐 아니라 안약도 일반적으로 상 

비약으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가정주부의 

경우 생리대가 必需品이므로1 포함시켰다. 

외상에 의한 상비약으로는 외상약(머큐롬)， 외상연고， 1회용 반창고， 탈 

지면， 파스를 포함시켰다. 한번 구입시 사용기간은 유효기간 및 일반적 

J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단가는 중품을 선택하여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산출한 醫藥品， 保健醫續用品의 종류 및 가격을 정리하면 <表

4-3-17>과 같다. 

〈表 4-3-17> 標準家口의 歸藥品費 및 保健뿔‘薦用品費 

드。죠 T근「 단가 구입물량 표준가구 4인의 월 지출비 

감기약 2000원/1 일 1인 4일/1년 2，fß7원 

소화제 1000원/1회 성인 1인 2회/1년 1 ，000원 

아동 1인 1회/1년 

머큐롬 1000원/1병 1병/3년 28원 

외상연고 1，300원/1개 1개/3년 36원 

반창고 500원/1봉지 l봉지/1년 42원 

탈지연 300원/1봉지 l봉지/1년 25원 

안 。「t 1 ，800원/1 개 1개/3년 50원 

파 }、 2，200원/1포 1포/1년 183원 

계 4，0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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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 Leyden方法을 應‘用한 主觀的 最低醫樓費 算出方法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6월 醫據費支出에 未充足 欲求를 고려한 醫續費

산출하였다. 이후에는 라이덴(Leyden)방식을 응용하여 主觀的 最低醫

擾費를 산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最低醫擾費算出의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라이멘방법에 의하면 피조사자의 主觀的 最低生計費와 實際 生計費가 

일치하는 가구의 主觀的 生計費를 最低生計費로 간주한다/ 이것을 醫據
費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피조사자의 主觀的 醫續費와 實際 醫獲

費가 일치하는 가구의 主觀的 醫據費가 最低醫擾費가 된다. <圖 4-3-2> 

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 主觀的 最低醫據費가 결정된다. 

主觀的 醫驚費

主觀的 生計費

45。

寶際醫據費

〈圖 4-3-2> 主觀的 훌低醫複費 

(식 1)은 主觀的 醫續費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變數 중 主觀的

醫據費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變數만으로 구성된 식이다. 主觀的 醫

擾費와 寶際醫擾費가 만나는 지 점 즉， 主觀的 最低醫擾費를 산출하기 위 

해 (식 1)과 (식 2)를 연 립하여 풀면 (식 3)과 같다. 

ln(S) = 8.끄3 + 0.168 ln(E) + 0.560 CRONIC ---- (식 1) 

(21.133) (4.257) (5.359) 

ln(S) = ln(E) ----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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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E) = 8.113 + 0.168 ln(E)+ 0.560 CRONIC ---- (식 3) 

s = 주관적 의료비 1 

E =6월 의료비 지출 

CRONIC 만성병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 없음=0) 

위의 (식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라이덴方式에 의한 主觀的 最低醫據

費는 慢性病有無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慢性病뿔、者가 없는 가구와 慢

性病愚者가 있는 가구를 분리하여 主觀的 最低醫據費를 산출한 結果 慢性

病愚者가 없는 가구의 경우 主觀的 最低醫據費는 약 17，000원이었고 慢性

病愚者까 있는 가구의 경우 主觀的 最低醫鷹費는 약 33，000원이었다. 

寶際支出費와 主觀的 醫擾費의 차이가 어떠한 경향을 지니고 있는 지 

살펴보면 〈表 4-3-18>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慢

性病愚者가 없는 가구보다 慢性病愚者가 있는 가구의 경우， 主觀的 醫續

費가 寶際醫驚費보다 3만원 이상인 가구(a<-3만원)가 더 많았다. (식 1) 

에서도 알 수 있듯이 慢性病愚者가 있는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 해 主觀的 醫擾費가 더 많았다. 

둘째， 慢性病이 없는 가구와 慢性病이 있는 가구 모두에 있어서， 寶際

醫驚費가 主觀的 醫擾費보다 3만원 이상인 가구(a>3만원)는 비슷하게 분 

포되어져 있다. 

〈表 4-3-18> 慢性病有無別 實際醫薰費 支벼과 主觀的 짧‘薦費의 差異

(단위: 家口， %) 

/á = 실제-주관적 의료비 만성병이 없는 만성병이 있는 
가구(2707}구) 가구(117가구) 

-3만원드a::;;3만원 216 (80.00) 62 (52.99) 
a>3만원 33 (12.22) 19 (16.24) 
a<-3만원 21 (7.78) 36 (30.77) 

계 260(100.00) 11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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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덴方式을 응용하여 主觀的 最低醫據費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가 

에 대한 대답은 두번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즉， 主

觀的 醫擾費에 비해 실제지출이 3만원 이상이나 많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寶際醫擾費가 主觀的 醫驚費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가? 라이덴방식으로 最低生計費를 산출할 때의 논리대로 하자면 

이것은 해당가구가 過剩該驚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主觀的 醫驚費에 비 

해 實際醫擾費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해당가구가 主觀的으로 필요 

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과잉치료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비용 

이 비싼 급성질환에 걸린 가구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慢性病이 있는 가구든 그렇지 않은 가 

구든 寶際醫驚費-主觀的 醫據費>3만원인 가구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비 

슷하다는 사실로 이같은 논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慢性病뽑、者가 있는 가구든 그렇지 않은 가구든 고액의 급성질환에 걸릴 

확률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實際醫擾費가 主觀的 醫擾費보다 3만원 이상으로 많은 가구의 경우， 6 

월 조사기간에 급작스런 질병으로 醫擾費支出을 많이 하였지만 이러한 支

出은 예외적인 支出이며 平均的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醫擾費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主觀的 醫擾費는 실제로 이보다 낮게 응답하였을 

것이다. 혹은 主觀的 醫擾費를 묻는 항목에 대답하였던 시기가 상대적으 

로 고액의 급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지출 시기보다 더 빨랐을 경우 實際

醫擾費가 主觀的 醫驚費보다 3만원 이상이 되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主觀的 醫驚費에 비해 실제지출이 3만원 

이상이나 많은 경우는 라이덴방식이 의미하는 過剩該驚가 아니라 고액의 

급성질환에 權愚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慢性病이 있는 

가구든 그렇지 않은 가구든 라이멘方式에서 산출된 主觀的 最低醫驚費는 

급성질환으로 인한 고액의 비용지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過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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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鷹로 해석 하게 됨으로써 低所得層家 口의 平均醫擾費(表 4-3-6 참조)보 

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 

라이덴 방식으로 구해진 主觀的 最低醫續費가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본 

다면 현재 고액의 급성질환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수준으로 醫續費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寶際醫據費이다. 이러한 가구 

의 醫擾費를 主觀的 最低醫擾費로 정할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급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인데 라이멘方式의 主觀的 最低醫驚費는 모든 가구가 급성질환에 i훌 

愚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즉， 누구나 고액의 비용이 드는 급성 

( 질환에 F훌愚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가농성을 主觀的 最低醫據費計測

\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의료보험의 비급여항목이 실제로 보험적용이 꼭 필요한 고액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감기나 기타 

다빈도 저비용 질병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 논리 

와 동일한 방식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라이덴방법을 응용하여 主觀的 最低醫據費를 산출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라이멘방식으로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測定하 

였듯이 醫據費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主觀的 最低醫驚費를 산출할 수 

있는가? 

라이덴방식은 寶際支出費가 主觀的 生計費보다 클 경우는 과잉소비한 

경우이고 寶際支出費가 主觀的 生計費보다 작을 경우는 과소소비한 경우 

로 보아 寶際支出費가 主觀的 生計費와 같을 경우를 最低生計費수준으로 

정한다 의료비의 경우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시켜 보면 寶際 醫擾費가 

主觀的 醫擾費보다 클 경우는 過爾j該擾한 경우이고 寶際醫擾費가 主觀的

醫擾費보다 적을 경우는 과소진료한 경우이므로 寶際支出費와 主觀的 醫

쳤쫓費가 동일한 수준이 主觀的 最低醫驚費가 된다. 

의료비지출이 동일한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138 

먼저 의료비가 다른 지출과 다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는 食品費， 住居費 등 여타 비목과는 달리 매달 동일한 수준으로 지출되 

지 않는다. 醫據費支出의 근원인 族病에 羅뽑、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 

는 사건이고 그 비용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主觀的 醫擾費보 

다 寶際醫驚費가 높은 경우는 過剩該驚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급성 

질환에 F훌愚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덴方式을 醫據費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寶際醫覆費가 主觀

的 醫擾費보다 높은 경우는 過顆j該擾한 경우이고 실제로는 主觀的으로 응 

답한 비용만큼까지 비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응답자가 말한 主觀的 醫擾費는 자신이 그 비용까지 떨어뜨 

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健康狀態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의해 나온 비용이다. 

즉， 급성질환으로 6월 달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앞으로는 病病에 健愚되지 않을 것이므로 主觀的 醫擾

費는 더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이같은 응답을 하는 것이다.20 

결론적으로 보면 라이덴방식에서와 같이 實際 醫擾費支出이 主觀的 醫

據費支出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過했l該擾해서가 아니라 급성질환의 

握愚 때문이다. 그리고 라이덴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主觀的 最低醫擾

費가 실제로 산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출된 의료비는 고액의 급 

성질환에 걸릴 확률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한계점 

이 있다. 

2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의 질병이환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비지 
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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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敎育敎養媒樂費

1. 最低 敎育費

가， 最低敎育의 事前的 論議

1) 最低敎育의 定義

敎育은 個人的 水準에서는 한 人間의 自我實現 및 自 B正體性 確立의 

動機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며 社會的 水準에서는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질 

과 共同體意識을 부여하는 社會的 機能을 하며， 經濟的 水準에서는 塵業

社會가 요구하는 良質의 勞動力을 제공하는 彼劃을 한다. 따라서 最低

敎育水準은 교육수혜자의 欲求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必要 등을 고려하 

여 인간이 社會構成員으로서 적절한 f뚱웰j을 수행하고 自己흉、義를 획득할 

수 있는 最小限의 敎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많存짧究의 檢討

기존의 맑究들은 대체로 最低敎育의 水準을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 

지의 公敎育으로 정하고 이러한 公敎育을 받는 데 드는 費用을 계산하였 

다. 그러나 최근 일부의 짧究는 最低數育水準의 範圍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敎育費構成品目에서도 견해차가 존재한다. 따 

라서 먼저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본 짧究의 最低敎育水準과 

敎育費 構成品目을 결정하기로 한다. 

韓國保健社會짧究院(1988)은 國民學生을 표준으로 선정하여 育成會費，

敎材費， 副敎材費， 學用品費， 圍體活動費， 學校指定用品등을 構成品目으로 

했다. 노총(1991)은 公納金， 敎科書費， 副敎材費， 學用品費， 團體活動費，

學校指定用品， 學院費 및 기타 등을 構成品目으로 했고， 노총(1989)은 納

付金， 敎科書費， 副敎材費， 學用品費， 週風費를， 배무기 (1989)는 納付金，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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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書費， 學用品費， 團體活動費를 構成品目으로 정해 각급학교별로 最低敎

育費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짧究들은 國民學校에서 高等學校까지를 最低敎育水準으로 하였 

다. 안병근(1991)은 최저교육에 유치원을 포함시켰고， 각급 학교별로 構

成品目을 달리하였다.Ý;iJ雅園生은 納付金， 學用品費， 指定用品費， 團體活

動費를， 國民學生은 育成會費， 敎材費， 副敎材費， 團體活動費， 學院費를， 中

高生은 納付金， 敎科書， 副敎材費， 學用品， 團體活動， 補充授業， 讀書室費를 

最低敎育品目으로 構成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最低敎育費를 둘러싼 爭點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敎育水準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행雅園， 美術學院 등의 취학전 敎育

과 전문대학 이상의 大學敎育이 最低基準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둘째， 

학원 및 과외 등의 正常的인 學校敎育 이외의 私敎育費의 最低敎育 포함 

문제 등의 敎育費 構成品 g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이다. 

3) 本 짧究의 最低敎育費 推定方法

본 연구의 最低敎育費 算定方式은 각급 학교별로 品 目別 支出費를 산 

정하여 일괄제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標準家口의 模型을 선정하고 

그에 해당되는 家口構成員의 最低敎育費를 산정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最低敎育費 추정을 둘러싼 문제 중 첫번째의 문제 

는 피할 수 있다. 標準家口의 자녀가 國民學生 2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國民學生에 관련된 敎育費 構成品텀을 선정하고 이 品目의 最低費

用을 구하여 합산함으로써 最低敎育費를 구하게 된다. 

두번째 문제에 있어서 學院 및 課外 등의 私敎育費는 排除하기로 한 

다. 中高等學校敎育이 入試敎育化되면서 각 가정은 學院 및 課外 등의 

私敎育費의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일부에서는 學院 및 課外등의 私

敎育이 中盧層 뿐 아니라 低所得層에서도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이를 最

低敎育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學校敎育， 入試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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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 등의 敎育制度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私敎育의 普遍化를 용인하 

여 最低敎育費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問題解決方式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基本的으로는 學院 및 課外費 등의 私敎育費는 敎育費構成項 g 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國民學生에 대한 가정에서의 敎育熱을 일정 

정도 반영하기 위해 가정용 購讀學習紙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로 한다. 

나. 標準家口의 마켓 바스켓 構成에 의한 最低敎育費의 算定

1) 品目의 選定

敎育費의 構成品目은 전체적으로 納付金， 敎科書費， 補充授業費， 其他

學校敎育費， 副敎材費， 學用品費 등이다. 그러나 본 맑究의 標準家口의 

자녀 는 11세 남아와 9세 여 아로 構成되 어 있기 때문에 모두 國民學生에 

해당된다. 따라서 國民學生에 적합한 敎育費의 品目構成이 되어야 한다. 

國民學生의 敎育費品 g으로서 納付金과 敎科書費， 副數材費， 學用品費，

其他學校敎育費 등은 정상적인 學校敎育에 필수적인 品目이다. 그러나 

補充授業費는 보통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항목이므로 國民學生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國民學生에 해당되는 敎育費品 g은 納付金， 敎科書費， 其他學

校敎育費， 副數材費， 學用品費， 學習紙로 構成된다. 

2) 最低敎育費의 算定

가)納入金 

국민학교의 경우 義務敎育이기 때문에 授業料는 면제되지만 育成會費

는 내 게 된다. 이 때 育成會費는 年 12，840원으로 月 1 ，070원 이 다. 

나)敎科書費 

國民學生의 敎科書費는 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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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副敎材費의 算出

副敎材費는 敎育費品目 중 개인별 격차가 있다고 예상되는 品目이다. 

따라서 이는 最低水準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조사를 통해 副敎材費는 

각급학교별로 소득과 자녀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치원생을 基準

으로 하고 國民學生， 中學生， 高等學生을 더미변수로 취하여 副敎材費의 

支出方程式을 구하였다. 이의 回歸方程式은 다음과 같다. 

ln(E)=8.509 -0.513(ES)-0.475(MS)-0.099CHS) Adjust R2=.353 

(8.494) (2.376) (2.276) (,443) S.F. =.000 

+0.276(Cf표LD )+0.0661n(Y) 

(2.711) (,296) 

여기서 

ES = 국민학생 

MS = 중학생 

HS = 고등학생 
Y 家口소득 

Cf묘LD= 자녀수 

所得이 副敎材費 지출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었지만，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國民學生 1인의 경우 소득이 0일 때의 最低

副敎材費는 4，384원이다. 그러나 앵겔함수로 營養歡雙量을 충족하는 最低

食品費 지출에 해당되는 소득점을 구하면 家口所得이 81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家口所得 81만원을 적용하여 副敎材費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렇게 구해진 副敎材費는 5.229원이다. 이 副敎材費는 6월의 副

敎材費이므로 6월의 季節指數를 사용하여 연평균의 副敎材費를 구해야 한 

다. 副敎材費의 계절지수는 문방구비의 계절지수와 동일하다고 보고 도 

시가계연보 ’87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의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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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l-ARIMA를 사용하여 계절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6월의 계절 

지수는 100.25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한 결과 연평균개념의 副敎材費는 

月 5，212원으로 나타났다. 

라) 學用品費의 算出

學用品費 또한 개별격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것 

도 副敎材費와 같이 家口의 소득에 따른 지출함수로 구해진다. 學用品費

의 지출실태는 다음의 며歸方程式과 같다. 

ln(E)=4.054+0.089(ES)+0.330(MS)+0.776CHS) Adjust R2=.301 

(4.068) (2.l49) (1.395) (2.975) S.F. =.000 

+0.469(CH江D)+0.7451n(Y)

(4.481) (3.436) 

여기서 

ES= 국민학생 

MS= 중학생 

HS= 고등학생 

CHILD= 자녀수 

Y= 가구소득 

最低學用品費는 副敎材費와 달리 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最低學用品費를 결정할 소득점은 위에서 적용한 家口소 

득 81만원으로 하여 구하기로 한다. 이러할 때 國民學生 1인의 最低 學

用品費는 2，66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값 또한 6월 學用品費이므로 이를 6월 

의 계절지수를 적용하여 연평균개념의 學用品費를 산출하면 2，65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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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其他 學校敎育費의 산출 

其他 學校敎育費는 본 조사에서 조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는 他짧究에 

서의 數育費 중 比率을 적용하여 산출키로 한다. 공은배의 짧究(1990)에 1 

서 하위 소득계층의 敎育費 지출실태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其他 學校敎

育費는 공은배의 짧究에서 학습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단체활동비등이 

해당된다. 其他 學校敎育費의 경우는 지역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이것이 副敎材費와 學用品費의 합계에 대한 비율은 대 

도시의 경우 53.78%이고 중소도시는 35.84%이며 농촌은 17.92%이다. 이 

를 위에서 구한 副敎材費와 學用品費의 합계에 적용하여 其他 學校敎育費

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국민학교 1인의 其他 學校敎育費는 대도시 

4，229원， 중소도시 2，818원， 농촌 1 ，409원이다. 

바)學習紙 

學習紙는 1인당 年 4개월을 學習紙 購讀의 最低基準으로 정하고， 한 

달 구독료는 4，500원으로 한다. 따라서 學習紙구독료는 1인당 월 1，500원이 

다. 

이상에서 지출된 敎育費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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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1> 標準家口의 폴低敎育費 

구 분 대도시 

납입금 1,070 
교재비 0 
부교재비 5,212 
학용품비 .2,652 
기타학교교육비 4,229 
학습지 1,500 

l인 교육비 14,663 
표준가구 교육비 29,326 

2. 最低 敎養娘樂費

가. 敎養願樂費의 事前的 論議

1) 最低基準에 관한 論議

1,070 
0 

5,212 
2,652 
2,818 
1,500 

13,252 
26,504 

(단위: 원) 

농촌 

1,070 
O 

5,212 
2,652 
1,409 
1,500 

11,843 

23,686 

敎養娘樂도 敎育과 마찬가지로 自我正體性과 社會統合 및 勞動生뚫性 

向上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敎養娘樂費에 관한 

最低水準은 그것이 個人的 水準에서 分散的으로 행해지는 속성이 강하며 

그 행위의 결과가 간접적이고， 단기적으로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輕視

해온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多元主義 社會， 自發的 參與， 딩律的 統制가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된 지금에 敎養娘樂을 통한 績和된 社會統制 및 統

合이 切寶히 要請되는 것이다. 最低生計費의 책정과 이를 통한 社會救護

事業이 결국 사회유지와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저급한 식료품 구 

호의 차원을 뛰어넘어 文化的 救護의 차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敎養媒樂은 그 個A的 分散性으로 인해 行寫樣態 및 消費品目이 매우 

천차만별이며 따라서 어떤 最低基準을 정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敎

養媒樂의 個A的 相對性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肉體的 精神的 健康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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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필수적인 消費와 최근의 文化塵業의 짧장g長에 따른 文

化商品에 대한 욕구의 일반적 증대를 반영하는 水準에서 敎養願樂의 最低

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그 基準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常識的 水

準(무분별한 욕구증대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에서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많存짧究의 檢討

노총 신·구 및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노협， 안병근의 짧究에서 

新聞은 월 l종을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했고 圖書의 경우 대부분 1권 이 

상을 最低基準으로 정했다. 家電 및 光學用品으로 노총(1991)과 전노협이 

칼라TV와 카세트라디오， 카메라를 포함했고 다른 짧究들은 칼라TV와 

카세트라디오만을 포함했다. 취미스포츠 용품에 대한 고려는 모든 짧究 

에서 제외되었다. 文化施設利用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모든 짧究에서 除外

되었다. 映像音響關聯서비스에 대한 品 g 에서 모든 짧究는 TV視聽料를 

포함하고 있으며， 映畵觀聲費를 많은 짧究들이 월 1회 에서 6개월에 1회 

등으로 책정하고 있고， 전노협의 경우 녹음테이프를 고려하고 있다. 行樂

關聯서비스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개월에 1회， 안병근은 年 1회 

로 고려하고 있고 전노협은 월 1회로 고려하고 있다. 

3) 本 짧究의 最低敎養願樂 考慮品 目

가) 新聞， 圖書등의 出版物

新聞에는 定期購讀 뿐 아니라， 街版購買의 형태도 포함되며， 圖書에는 

전질， 단행본 뿐 아니라 최근의 讀書{煩向을 반영하여 잡지 및 만화형식의 

圖書도 적극 포함한다. 또 讀書가 購買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資與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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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敎養願樂用品器具 

敎養4월樂用品器具는 크게 家電用品과 趣味스포츠用品으로 나눌 수 있 

다. 家電用品은 TV와 카세트라디오 등이 대부분의 가정에 보편화되어 

있으며 다소 高價이고 耐久性이 긴 용품인 반면에， 취미스포츠용품-개인 

의 취미와 기호가 어느 정도는 사회계층적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은 일 

반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을 만큼 品덤이 多樣하고 그에 따라 價橋 및 耐

久性도 多樣하다. 따라서 이는 最低水準을 정하기 곤란하며， 이 水準 또 

한 행위자의 餘H없活動形態와 결합하여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의 문 

제가 따른다. 따라서 敎養願樂用品에는 家電用品을 주된 考慮 品 g으로 

고려하고 趣味媒樂用品은 고려대상에서 除外한다. 

家電願樂用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칼라TV， 

카세트라디오， 비디오， 전축 등이 고려되어지고 광학기기인 카메라도 고려 

된다. 

다)敎養娘樂서비스 

敎養娘樂서비스는 多樣하게 分布되어 존재하고 있으나， 각 品目은 크 

게 세 가지로 나눌수 있다. 

@ 文化施設 利用서비스 

여기에는 古宮 및 博物館 스포츠施設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映像音響關聯서비스 

여기에는 TV視聽、料와 映畵 비디오테이프 購買 및 貨與， 音盤 및 

노래방 이용 등의 영상 및 음향 관련 문화상품의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 

@ 行樂關聯서비스 

여기에는 旅行 및 가족소풍에 드는 제경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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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最低敎養願樂費의 算出

1) 最低敎養娘樂費 構成品 目 의 選定

가) 新聞， 圖書등의 出版物

新聞의 購讀率을 보면 定期購讀이 40.9% , 街版購買가 8.5%, 안본다 및 

기타가 50.6%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신문의 구독률이 50%에 미 

치지 못하므로 신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93년도 한국의 사회지표에 

서도 매일 신문을 보는 정기구독은 38%에 불과하다). 이는 低所得層에게 

있어 뉴스의 정보원이 신문 등의 문자매체보다는 TV 등의 映像媒體에 크 

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圖書의 경우 購買하는 경우는 52.2%(290家口)， 賞與는 11.9%(66家口)이 

므로 구매와 대여가 全體의 64.1%이다. 따라서 圖書費는 必須品目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나) 家電 및 光學用品의 選定

5개의 選定對象品 g 의 保有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4-2> 家口別 家靈用品 保有現況

。

흩
 

。

π
 

보
 

98.1 68.6 46.1 

비디오 

61.2 

(단위: %) 

카메라 칼라TV 카셋라디오 전축 

61.6 

칼라 TV는 보유확률이 98%로서 거의 100에 가까우므로 필수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카셋라디오도 69%로서 높은 보유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칼라TV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Logit분석을 통한 각 

品目의 所得別 保有確率을 살펴봄으로써 필수품 여부를 판정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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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3> 所得別 家體用品 保有確率

(단위: %) 

-까‘、-조-드1 0원 50만원 80만원 

비디오 36.8 52.9 63.4 
전 축 36.9 43.0 46.8 
카메라 30.0 50.5 64.4 

카셋 라디오 54.1 63.5 68.9 

〈表 4-4-3>에서 보듯이 소득이 0원일 때에도 보유확률이 50%를 넘는 

높은 보유확률을 가진 품목은 카셋라디오 뿐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最低品텀으로는 칼라TV와 카세트라디오를 포함해도 1 무방하리라 

본다. 

다) 스포츠·文化施設 利用서비스 

여기에는 스포츠 관람 및 施設利用과 博物館 美術館 둥의 文化施設利

用을 포함한다. 이 또한 스포츠 및 文化施設의 利用이 개인의 鷹好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範縣로 보고 이것의 必須뾰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난 1년간의 스포츠·文化施設의 이용유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이 全體家口의 12%만을 차지한데 그치고 있고， 이것의 이용 

유무의 소득별 Logit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이것의 이용실태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 4-4-4> 所得別 스포츠·文化施設 利用確率

드
 
「소

 
0원 

16.0 

50만원 

21.9 

(단위: %) 

80만원 

26.2 이용확률 

이상에서 스포츠文·化施設利用은 低所得層에서는 아직까지 必需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必須的인 敎育樓樂品目에서 除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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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映像音響關聯서비스 

視聽、料는 TV를 가진 J 모든 家口가 내어야 하는 것이기에 必須的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외에 映畵， 비디오테이프 贊與와 音盤 및 노래방 이용 

은 최근의 映像， 音響媒體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大짧化되고 있지만， 음 

반 및 노래방 이용 등의 음향관련 서비스 상품에 대한 低所得層의 지출은 

매우 미미하므로 이는 除外하기로 한다. 그러나 映畵는 영화이용률이 全

體家 口의 20%를 조금 상회하고 있지 만 傳統的으로 敎養願樂品 目으로 고 

려되어 왔으며， 이것의 소득별 Logit분석을 보면 소득이 낮아도 이용할 

확률이 크므로 최소한의 문화생활로 고려해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대여료는 비디오가 가전오락용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必須品目에서 除外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視聽料와 劇場에서의 

映畵觀훨을 必須品目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表 4-4-5> 所得別 劇場利用確率

’‘.L ë으 
논f돋ε 

0원 

43.4 

50만원 

53.3 

(단위: %) 

80만원 

59.2 

소
 

마)行樂關聯서비스 

본 짧究의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여행 및 가족소풍을 간 비율은 전체의 

48.7%이지만， 여행 및 소풍의 필요성을 73.3%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 

행 및 소풍에 대한 欲求를 積極的으로 反影하여 必須的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2) 敎養娘樂品팀의 量 決定

이상에서 敎養願樂品目으로는 家電用品으로서 칼라TV， 차세트라디오 

등이 선정되었고， 出版物로는 圖書購入費가， 敎養願樂서비스로는 TV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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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영화， 여행비(소풍비)가 선정되었다. 다음으로는 이 品텀의 最低水準

을 정하기로 한다. 

가)圖書 

6월 가계부상에서 圖書關聯 支出은 全體家口의 15.8%이고， 이 때 圖書

支出費用의 최빈값은 5000원이었다. 이러한 圖書支出家口의 비율은 圖

購入家口(전체의 64%)의 %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마다 도서지 

출이 발생하며 이 때의 지출 정도는 5000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最低圖書購入量은 4개월에 l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單價는 단행본 

1권값인 5000원으로 정할 수 있다. 

나)敎養娘樂家電用品 

각 家電用品은 價格面에서 下品으로 정하고 耐久年數를 법정 내구연수 

가 8년인 것을 감안， 이보다 좀 더 긴 10년으로 정하였다. 

다)敎養願樂서비스 

TV視聽、料는 모든 家口에 동일하게 2500원이다. 映畵는 많은 家口가 

자주 지출하지 않으므로 1년 1회로 정하였고 영화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성 인 3000원， 학생 2000원으로 하였다. 

旅行費는 1년 여행횟수의 최빈치가 1회인 점을 감안， 1년에 1회하는 

것으로 하고， 1회 경비는 4인 基準 地域別 최빈치를 大都市 30，000원， 中

小都市와 農村은 20，000원을 각각 적용한다. 이상의 基準으로 산출되는 

標準家口의 最低 敎養願樂費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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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準家口의 最低敎養娘樂費〈表 4-4-6> 

(단위: 원) 

월산출액 

1，똥O 

2,650 
690 

2,500 
833 

대도시2，500 

긴단」햄 
10,423 

내용연수 

4개월 

10년 

10년 

1개월 

1년 

1년 

A‘그ι 
Tô 

‘,‘
4 

1l4 

11A 

1l4 

1l4 

1’l4 

단가 

5,000 

318,000 

82,800 

2,500 
비개봉관 3,000, 2,000 
둥산，야유회 대도시30，000 

기타 20,000 

품질 

단행본 

16“실용형 

오토리버스 

n 
i m 

도 서 

칼라TV 

카셋라디오 

시청료 

영화관 

여행비 

계 

이상의 敎養娘樂費와 敎育費를 합한 敎育敎養娘樂費는 다음과 같다. 

標準家口의 最低敎育敎養媒樂費<表 4-4-7> 

(단위: 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납입금 2,140 2,140 2,140 

교재비 000 

부교재 비 10,424 10,424 10,424 
학용품비 5,304 5,304 5,304 

기타 학교교육비 8,458 5,636 2,818 

학습지 3,000 3,000 3,000 
도서 1,250 1,250 1,250 

칼라TV 2,650 2,650 2,650 
카셋라디오 690 690 690 

시 청 료 2,500 2,500 2,500 

영 화관 833 833 833 

여 행비 잭00 ←← l ,667 」행? 
계 39,749 36,094 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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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最低 被服·신발비 

1. 피복·신발 消費現況 및 많存짧究 

가. 消費實態

1) 本 調훌에서의 消費寶態

피복·신발비목에 속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耐久年數가 길어 본 조사와 

같은 1개월 家計樓調훌로는 정확한 消費實態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家計樓調훌와 함께 家口一般事項調훌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家口一般事項調훌에서 월 평균 最低被服費에 관한 

설문과 피복·신발비목에 속하는 품목 중 限界必需品22)이라고 판단되는 신 

사복 및 숙녀복에 관한 조사대상자의 의식 및 보유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最低被服費는 평균 42，620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장수는 3벌， 保有現況에서는 2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表 4-5-1> 社會生活을 하는데 必要한 正裝數

구 분 1 빈도 

l별 68 
2별 174 
3별 197 
4별 137 

계 576 

22) 필수품과 사치품의 경계선에 있는 품목 

(단위: 명， %) 

구성비 

11.8 
30.2 
34.2 
2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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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4-5-2> 正裝 保有數

(단위: 명， %) 

남 자 여 자 
구 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1벌 94 17.8 147 29.8 
2별 186 35.2 162 32.8 
3별 127 24.1 87 17.6 
4별 68 12.9 51 10.3 
5벌 이상 53 10.0 47 9.5 

계 528 100.0 494 100.0 

2) 外部 資料에 나타난 消、費實態

피복·신발비목에 관한 품목의 消費寶態에 관한 조사는 국제양모사무국 

의 「울마크 및 의류소비 정기조사」가 유일하다. 동 조사는 2년 단위로 

실시되었으나 1990년 조사 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조사결과는 〈表 4-5-3>과 같고，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여자의 衣類購入

頻度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表 4-5-3> 衣類購入 頻度

(단위: 벌/년) 

남 j 기능직 0.52 0.34 0.09 1.50 0.36 
사무직 0.96 0.38 1.13 1.60 0.04 

투피λ 원피스 스커트 코트 바지 쉐타/조끼 

여 1 기능직 0.84 0.15 0.53 0.26 0.92 0.53 
j 사무직 1.76 0.46 0.73 0.32 1,94 1.01 
주 부 0.71 0.31 0.31 0.21 1.17 0.32 

資料: 국제양모사무국 r울 마크 및 의류소비 정기조사JJ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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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많存 國內外 짧究 

1) 많存짧究의 現況

피복 및 신발에 관한 많存짧究들은 대부분 寶態調훌資料와 국제양모사 

무국의 「울마크 및 의류소비 정기조사」를 바탕으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 

였다. 그러나 피복·신발비목에 관한 기존연구들도 다른 비목과 마찬가지 

로 最低擺念을 모형속에 포함하는 데는 논리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많存짧究의 피복·신발 구입모형은 본절 후미 참조) . 

2) 外國의 被服 및 신발비 

全物量方式 맑究의 효시인 영국 Rowntree의 경우， 피복·신발에 관한 

最低基準을 찾기 힘들어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자료에서 최하위 계층 

의 피복비지출액을 最低被服費로 간주하였다. 일본의 경우 노동계에서는 

全物量方式으로 最低生計費를 계측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賞困線은 相對쓸 

困擺念에 의하여 계측하므로 피복·신발비에 관한 마켓 바스켓을 살펴볼 

수 없다. 다만 ’50년대의 생활부조 지급 내역표23)에서 간접적인 마켓 바 

스켓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캐나다의 경우 被服費를 必需品으로 간주하여 食料品， 住居費와 함께 

最低生計費CLICOs) 計測을 위한 기본 비목으로 취급하나， 세부적인 J 마켓 

바스켓을 살펴볼 수 없으며， 미국의 경우는 最低生計費 計測方式이 半物

量方式의 일종COrshansky 方式)이므로 피복·신발비에 관한 마켓 바스켓을 

살펴볼 수 없다. 

2. 最低 被服·신발비 

가. 品 텀 (必需品) 決定

23) 현외성비교사회정책연구.!l， 은성출판사， p. 31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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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最低生計費 計測方式과 같은 全物量方式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나는 연구자가 마켓 바스켓을 구성할 때 연구자의 主觀的인 흉意 

性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의 主觀的인 忽意性은 品目의 決

定， 使用量의 決定， 價格의 決定， 耐久年數의 決定 등에 개재될 개연성이 

있다. 이 중에서 마켓 바스켓 品目을 決定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 

의 主觀的인 않意性을 배제한다는 것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며， 연구진행시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品目이 必需品인지 著修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 

여 먼저 그 費目(또는 品텀)의 性格 및 特性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다음으로 所得彈性f直， 保有現況， 購入頻度 및 支出金觀(構成比)， 必

需品이라는 意識， 專門家 判斷， 他짧究 現況 등을 분석하였다. 즉 비목의 

성격(또는 특성)과 조사자료(또는 기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자의 主觀的인 ~意性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피복신발 비목에 속하는 품목들은 체온유지나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요인과 관련있는 품목에서부터 노 

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작업복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있는 품목， 

멋， 치장 또는 체면유지용의 심리학적인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관련있는 

품목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最低生計費의 일반적 정의를 준용하여 최저 

피복신발비를 ‘健康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維持하면서 勞動再生塵이 可能

한 水準’으로 정의한다면， 물리적 요인， 생물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에 속 

하는 품목들을 必需品으로 간주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멋과 치장을 위한 품목의 거의 대부분과 체면유지용 품목의 일부 

분은 必需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품목이 멋과 치장을 위한 품목이며，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한 품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비목의 성격 분석으로는 불가능 

하다. 이는 조사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배적인 生活

樣式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분석방법 중 가장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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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을 지닌 所得彈性順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면， 피복·신발 비목에 대 

부분 품목들의 첫째， 耐久年數가 길고 둘째， 季節性을 띤 품목이 많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를 위한 寶態調훌 기간이 6월 한달이므로 실제 구매 

행위에 대한 所得彈性f直를 관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必需品 선정의 도 

구로서 논리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所得彈性順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 

할 수 없다. 차선방안으로서 寶態調좁의 保有現況， 購入頻度 및 支出金顆

을 참고로 必需品 與否를 결정하였다. 

나. 使用量 및 價格決定

1) 使用量 및 耐久年數 決定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품목이 必需品일 경우 그 품목의 使用量 決定

에는 다음과 같은 優先)1頂位를 적용하였다. 첫째， 수량이 외생적으로 주어 

지는 경우는 그 양을 수량으로 선태한다(예: 주민세) . 둘째， 수량 결정이 

家口員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家口員數에 필요량을 곱하는 方

式으로 使用量을 정한다(예: 학생 2명인 경우 책가방은 2개) . 셋째， 비목 

의 성 격 에 따라 앵 겔함수를 이 용한 回歸分析24) ， Swiching Regression,25) 

Allen-Bowley 方式，26) 實態調훌의 平均f直에 階層指數를 적 용하는 方式

등을 적용하여 使用量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방 

법들을 적용하여 使用量을 결정한다. 넷째 위와 같은 方式을 적용할 수 

24) 서 상목한국개 발연구~， 한국개 발연구원， 1979, 여 름호， p. 18. 
25) 본 연구 부록l 참조. 

26) CL = f(Y,FS) ----(j) 
CNi = f(Y,FS)----Cî) 

I CL = 대표적인 사치품 소비량 
CNi 사용량이 결정되어야 하는 필수품의 소비량 
Y= 소득 
FS = 가구규모 

@식에서 사치품의 소비가 0일때의 소득을 구한 후， 이 소득을 @식에 대입하 

여 각 필수품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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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는 實態調훌의 支出金願， 頻度， 構成比， 他짧究의 使用量 등을 

참고로한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使用量을 결정한다. 물론 이러한 우선순 

위는 어떤 방법이 마켓 바스켓 구성에서 짧究者의 恐意性을 보다 많이 제 

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피복·신발 비목에 속하는 품목들의 使用量 決定은 비목의 특성과 함께 

위에서 설명된 使用量 決定에 관한 優先順位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피복·신발 비목에 속하는 대부분의 품목들은 耐久年數가 길어 그 품목이 

必需品인 이상 家口當 使用量은 대부분 한 개로서 使用量 決定은 어렵지 

않다. 설사 使用量을 늘려도 늘어난만큼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길어지 

므로 月 使用量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耐久年數의 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耐久年數를 결정하였다. 먼저 국제 

양모사무국 『울 마크 및 의류소비 정기조사』에 나타난 신사복， 코트， 콤비 

상의， 바지， 쉐타/조끼， 투피스， 원피스， 스커트의 年 購入頻度의 역수를 耐

久年數의 下限線으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남성 기능직의 경우 신사복 

의 年 購入頻度가 0.52이므로 1.92(=1/빈도)년이 신사복 耐久年數의 下限

線이 된다. 下限線으로 삼은 이유는 국제양모사국의 조사자료가 전 계층 

의 평균인 반면에 일반적으로 최저의 개념은 평균 낮은 점(예: 최빈값)에 

근접하기 때문이며， 둘째 이러한 구매의 행위는 재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實態調훌資料에서 標本數/購入家口數를 계산하여 耐久

年數 결정의 또 하나의 지표로 삼았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은 계절성이 

심한 품목이나 최근에 대중화된 품목의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 

은 접근이 자료의 한계상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기존 연구들의 耐久年數

를 참고로 하여 耐久年數를 決定하였다 

2) 價格決定

본 연구에서 必需品으로 결정된 품목의 價格決定 原則은 實態調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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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격 중에서， 品質은 中品으로서 最頻價格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 

러나 피복·신발비목의 품목들은 耐久年數가 길기 때문에 실제 購入回數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中品으로 最頻價格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불가자료 7월호 및 물가정보 7월호에 게재된 ’94년 6월 가격과 별 

도의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가격을 적용하였다. 

다. 標準家口의 最低 被服 및 신발비 

全物量方式에 의한 標準家口의 最低 被服 및 신발비 마켓 바스켓은 

<附表 II-2 참조>와 같다. 피복신발 비목에 속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耐

久年數가 길기 때문에 6월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 후 季節變動指數를 적용 

하지 않고 월 평균개념에 의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全物量方式

에 의한 最低 被服신발비 推定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비교 

자료로 앵겔함수를 이용한 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27) 

Z7) 선행연구(서상목， 앞의 논문， pp.l7 - 18.)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 피복신발비를 
추정해 보았다. 이 모형의 추정과정과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과정) 
C/nf，뼈 bo + bl ln(Vn) ----- CD 
이론적으로 구한 최저식료품비 (C*)를 @식에 대입하여 최저식료품비에 상응하 
는 소득수준(y‘)을 계산한다. 즉 y* = f(c*). 이 소득수준을 피복·신발비목에 
대한 앵겔곡선의 추정식 @식에 대입하여 최저 피복·신발비를 산출한다. 
C/Ilcloth = bo + bl ln(Vn) ----- (z) 
(추정결과) 
C/nf，∞d= 19,419 + 16,418 ln(Vn) - CD adjusted R square 0.035 

(1.862) (4.715) Signif F = 0.000 
C/Ilcloth=-19,056 + 11,979 ln(Vn) - (Z) adjusted R square 0.061 

(-3.331) (6.272) Signif F 0.000 
식 @에서 최저식료품비 (7만원)에 상응하는 소득은 21만원이다. 이 21만원을 
식 @에 대입하여 구한 6월의 최저 피복신발비는 69，656원이다. 이는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한 최저 피복신발비 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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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存jiJf究의 被服購入 模型 比較〈表 4-5-4> 

정 " ，1 2만원 ，7.5만 ，17만원 

코트(쪽 I 1이，1 정， 6만 I 6y1별，5.6만 I 5y1별，12만원 1이，1별， 15만 

장 와이셔i 1y1점，5천원 I 1y2별，8.7천 I 1y1벌，2.2천원 1y1벌，1.5만 

넥타이 2.5y1정，2천 ! 1y1개，5천원 I 1y1개，1만원 1y1개，7천원 

한 복 i 12y1 별，17만 

{ 창llf휩歡) 
5.5y, 2.5만 i 3y1정，2.5만 I 3y1점，7만 4y1 정，4만 

，2만왼 ，5만원 " ， 3만원 

일 쉐 타 4.7y, 1.3만 ，2.5만 I 3y1벌，2만 
I 1.3y，1.95만 I 2y1정，2.1만 I 1y1점 3만 1y1점，2만 

상 llf져훌훌:\:) ，1.8만 ，2.5만 ，1.5만 

，1.8만 

복{냥방셔츠 10점， 2.5y 1 春秋， 1y1점 I 1y1정，2.5만원 I :~ : :.~만 
티셔츠 Ii년 1정 1년 1점 ，1.8만 |1y 1 1.5만 
운동복 3년 1정 2년 1별 2.5만원 

겨울내의 5년 1별 2년 1별 2년 1별 1.6만원 2년 1벌 1.5만원 

내L린--Li캔뽕 2정 1 4개월 1점 /4개월 l정 4개월 1정 

1 전 노 협(’94) 
I 4yl 벌， 15만 때

 -팬
 

-
-
종
 

-m 

ω
 

b 
• 

낼
 

-V 

ι
 

-A 

닝
 

I 
I { 서 울 대(’87) 

! 3y1벌，8만원 

l 보 사 연(’89) 

I 2y1벌，5만원 
분
 

: 3개월，1컬헤 3개월，1컬레 3개월 1컬래 

I 6개월 1 정 

나할깊맏 1yl점，4만 갚 1 4맏훨 
}4개 월 5.4천 1.9만원 " , 1 1.5만원 

••••• ! ’ , 1 5천원 
1 I 2년 1개 1만원 

」씬벌핀흐맏 4y，l별， 12만 I 2y1 별，8만왼 
) " ，4.6만 1끼 ， 9만 ， 6만 -

.... ?L.n ι 

콰펄을효목→-- 하i칠 ;1싫 5yl 벌， 12'l.f'필될 

2년1점 15 I 1y1정 파낙짧잖 
L二」맡 ， 2만 
i夏，2y，1.2만 I 1y1정， 2.2만 I 2y2별，2.5만 
I 2년 1 정 j 3y1점， 5만 13y2벌， 2만 
: 1yl 점，1.1만 i 1년 1 정， 2만 I 1y1 별， 2만 
「년굉개결←←→기3퍼결그효한-→π파포1.5한---

! 2y1 벌， 2만 
1년 1 점 1.5만원 · 

•• : 3년 1 정 ， 5만←!꿇호4만 

仁할팔: ←기3펀]굴굉한훈E할표잭말휠 
i4개월 1점 14개월 1 점 4개월 1 점 

I 4개월 1 점 
며채한경 67개휠 17H ←~치회효굉 

τ-----二←←→끓]경 

" ， 1 점 

I 3개월，1 컬헤 

년걷쿄띤F 
며싹멜휠 
I 3년， 3천원 
I 2.5년 1컬래 

10년 2개 

벽빨말 
권필뀔핏 
5y1점，6만원 

1.4y1정，1.5 

효양」옥맏 
i 3.6년 1정 
냐y1정，7천원 

j짧，2.5y 1 점 

뎌퍼팔끊휠 

많1벌 
14개월 2정 

14개월 1정 

1 년 2점 

댔파흉5할 

주j i af져縣) 
!맏확조켜표 
-"'-~ 

「 ↑쉐타 종) 

J동샤은란운스 
J 파~I 티셔츠 
j 끊홍혹 

I 냥방셔츠 

부 r표콰 
겨윷내의 

j 내「팬 티 
런 닝 

i 의년렌진어 
j 속치마 



161 I 標準家口의 費 B別 最低生計費 推定

전 노 협(’94) 

}
總
쐐
짧
←
냄
→
 

←
냄
-
빽
-
따
{
뾰
 

|1 

{
쐐γ매
←
째
{
1
{
總
}
鋼
{
떠
이
{
때
 

〈表 4-5-4> 계 속 

3yl벌，1.8만 

2y~벌，3만 
二L오효맡 
2년 1벌 l만 

4개월 1점 

여
 자
 중
 학
 생
 



162 

第 6 節 光熱·水道

1. 光熱·水道 消費現況 및 많存陽究 

가. 消費寶態

1) 本調훌에서의 消費實態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월별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요금지불을 자 

동이체시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家計樓調훌(6월 1달)만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구 一

般事項調훌에서 수도， 전기， 연료비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평균지출규모는 水道料金이 5，455원， 電氣料金이 14，362원， 懶料

費가 40，59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1> 地域別 援房用 및 吹事用 使用懶料 構成比

(단위%， 家口)

지역 연탄 석유 가스 도시가스 전기 기타 응답가구수 

대도시 48.6 39.5 3.3 7.1 1.4 210 
난 중소도시 30.2 57.5 5.5 3.9 2.8 1.1 179 
방 농어촌 39.0 55.9 3.1 0.5 1.;5 195 
용 전국(%) 39.7 50.5 3.6 3.8 1.5 0.9 

전국(가구수) 232 295 21 22 9 5 많4 

대도시 2.4 2.4 85.0 9.7 0.5 206 
취 중소도시 4.7 91.3 3.5 0.6 172 
사 농어촌 9.6 6.4 82.4 1.1 0.5 188 
용 전국(%) 4.1 4.4 86.0 4.6 0.5 0.4 

전국(가구수) 23 25 487 26 3 2 566 

또한 低所得慶의 경우 주된 난방 및 취사용 使用懶料가 무엇인지를 파 

악하기 위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취사용 연료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가 

스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난방용 연료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석유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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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外部資料에서 의 消費寶態

光熱·水道 비목에 관한 消費寶態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사회지표， 도시가계연보 등 다양하며， 이들 자료로부터 項

目別 消費寶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上下水道의 消費寶態를 살 

펴보면， ’92년 현재 上水道 普及率이 81.6% , 下水道의 경우 ’91년 우수배수 

율이 76.2%, 오배수율이 58.0%이며，잃) ’92년 현재 上水道 보급지역의 1일 

1인당은 給水量은 389t이다. 이를 市급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 지역이 398t, 읍 지역이 26H이다.떼) 그러나 이 수치는 가정용 뿐만아 

니라 타부분(영업용， 공공용， 공업용， 목욕탕， 기타)의 소비도 포함된 수치 

이므로 타부분을 제외한 가정용 1일 1인당 給水量은 전체 給水量의 약 

61.5%31)인 239t이 된다. 한편 家口當 月 水道料金은 도시 4人家口의 경 

우 ’93년에 5，600원32)으로 이를 使用量으로 환산하면 약 35.9m'/월이다. 

電氣 使用量 및 料金에 대하여 살펴보면 ’92년 현재 家口當 월 寶氣

使用量은 161kwh이며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지역 

은 169 kwh, 농촌지 역은 135kwh로 나타났다，33) 한편 도시 4인가구의 電

氣料金은 ’93년에 14，100원34)으로 이 를 使用量으로 환산하면 약 164kwh이 

다. 

마지막으로 使用燦料(난방용， 취사용)에 관하여 에너지 총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난방설비의 경우 89년까지는 연탄난방이 많았으나 ’92 

년부터는 석유난방이 연탄난방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사용의 

28) 대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연탄사용이 많은 것은 대도시의 경우 표 
본선정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29) 통계청， 사회지표， 1993, PP.230-231. 
30) 내부무， 한국도시연감， 1993, pp.4<Xì-429. 

31) 내부무， 한국도시연감， 1993, p.408. 
32)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3) 상공자원부，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pp.732-737. 
34)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3, p.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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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86년 이후부터 가스가 주된 연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2> 援房設備의 燮化構造 1 

(단위: %) 

’92 

36.5 
43.1 
15.2 
5.2 

註: 기타는 신탄아궁이， (심야)전기온돌， (심야)전기보일러， 태양열 등임， 

資料: 상공자원부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1993, p. 54. 

〈表 4-6-3> 취사에너지의 쩔化 推移

’잃 } ’% 

연 탄 
석유류(동유) 
가 스 류 

전 력 
임산 연료 

40.6 
18.5 
20.7 

4.6 
15.6 

17.4 
12.3 
59.5 

資料: 상공자원부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1993, p. 55. 

나. 많存 國內外 짧究 

1) 上下水道에 관한 많存짧究의 現況 및 限界

(단위: %) 

’89 ’92 

2.2 0.7 
1.1 0.6 

94.7 97.9 
1.1 0.3 
1.0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89년 연구에서는 한국통계연감과 건설 통계편 

람에 근거하여 도출한 1인 1일 給水量 31li에 階慶指數를 적용하여 4人

家口의 最低使用量 결정하였으며，$) 서울대의 연구에서는 한국도시연감의 

35) 4인 가구의 급수량만을 구한 것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구한 후 여타 가 

구의 최저생계비는 가구균둥화지수를 이용하여 구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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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급수현황에서 4인가구의 월상수도 使用量을 계산하고 가구원별 

차이는 4m'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노총(’94)은 한국도시연감(내무부)의 도 

시지역 급수현황에서 家口別 平均使用量과 寶態調흉의 家口別 水道料金에 

서 계산한 배율을 적용하여 家口員數別 월 上水道 使用量을 결정하였다. 

이 때 가구원수별 使用量 差等을 5m'로 가정한 후 平均使用量의 85%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전노협의 경우 寶態、調흉를 근거로 하여 

使用量을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標準家口의 費텀別 最低生計費 推定

(단위: m') 
~;t存ii1f究의 上水道 月使用뿔 比較<表 4-6-4> 

X
ω
t
%띠ω
또
 -

mm 

강
 m
ω
 
%
ω
 

45 

MH 

얘
@
 
잃
 ?$ 

25 

분 구 

그러나 상기 연구들은 階層指數 산출에서 요금의 누진제 또는 기본요 

금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과 4人家口의 월평균 上水道 使用量을 가정용 

영업용 공업용 공공용 목욕탕 기타를 포함한 1일 1인당 平均給水量을 기 

준함으로써 월평균 使用量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점과 家口員數別 使用量

차이를 단순히 요금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으로써 家口員數

別 使用量 推定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많存짧究들은 가구 

원수별 使用量 差異를 과대 계상하고 있다.36) 

2) 電氣에 관한 많存짧究의 現況 및 限界

36) 도시가계연보상의 가구원수별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누진요금을 
감안한 후 사용량을 역산하면 가구원수별 사용량 차이는 ’93년의 경우 약 

2.6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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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89 연구에서는 주태용 전력 年間使用量과 전국 

수용가구수(한국통계 연감 1987)에서 4인가구의 월 電力 使用量 131Kwh 

를 구한 후 階層指數(0.61=저 축이 。 이 하인 家 口階樓의 電力料金zfi均/Zfi

均 電力料金)을 적용하여 最低 電氣料金을 구하였으며， 서울대의 연구에 

서는 에너지 총조사보고서의 도시지역 가구원수별 연평균 電力 使用量을 

이용하였다. 한편 노총(’94)은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84년과 ’87년의. 가구 

원수별 월 電力使用量에서 ’87- ’84 증가배수를 구한 후 이 증가배수에 

1987년 가구원수별 월 電力 使用量을 곱하여 ’90년 가구원수별 월 電力

使用量을 구한 후， ’94년에도 ’90년 使用量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表 4-6-5> 많存昭究의 휠혔 月使用量 比較
(단위: ]{N/월)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수도요금 산출에서 밝힌 바와 비슷한 연구의 한 

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zfi均값을 最低漸念으로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 

대계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90년 電力使用量을 ’94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과소 계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다. 

3) 懶料에 관한 많存陽究의 現況 및 限界

가)使用際料 

각 연구들의 난방 및 취사용 使用戰料의 決定은 그 연구의 조사결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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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료를 모형에 

적용하였다즉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89년 연구에서는 「’85 住흰 및 人

口 센서스」 결과에서 주택의 67.8%가 연탄아궁이 혹은 연탄보일러 난방 

인 점과 ’88년 寶態調훌 結果 전국의 48.8%가 취사용 연료로 연탄을 사용 

하고 있음에서， 勞總(’94)은 實態調흉 結果 단독주택의 전세의 경우 연탄 

보일러 (46.4%)， 취사용은 LP가스(61.8%) ， 全勞協(’94)은 實態調훌結果 취사 

용 LP가스(90.6%) ， 난방용 연탄아궁이 (35.7%)임을 바탕으로 난방 및 취사 

용 연료를 결정하였다. 

〈表 4-6-6> 많存冊究의 援房 및 吹事用 戰料 比較

구 분 
보사연 서울대 장현준 노종 전노협 
(’89) (’'ö7) (’86) (’94) (’94) 

연 탄 난방，취사 난방용 난방，취사 난방용 
난방용 

석 유 취사(夏) 취사(단신) 

LP가스 취사용 - 취사용 취사용 
L • 

나) 많存짧究의 懶料 月使用量

月使用量에 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標準家口의 住居模型과 

季節性을 고려하여 使用量을 결정하였으며， 서울대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84)에 서 난방용 연탄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가정용 

연탄소비량 비율이 22.6% , 5.3% , 23.3% 48.8%임을 적용하고， 취사용 LP 

가스 使用量은 동 자료의 도시지역 가구의 家口員數別 LP가스 年間消費

量에서 월평균 소비량을 산출하였다. 노총(’94)은 취사용 LP가스 使用量

을 에너지 센서스의 도시지역가구의 가구원수별 LP가스 연간소비량에서 

調整係數를 곱하여 월평균소비량을 산출하였으며， 난방용 연탄은 寶態調

훌 결과 겨울과 봄 가을의 연탄 使用量이 1.6: 1임과 겨울철 使用量이 1일 

4인 가구 4.5장， 여름철 장마기간 10일 동안 봄가을의 1일 使用量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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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가정하고 使用量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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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存1iff究의 에너지 月使用뚫 比較

40.5 

〈表 4-6-7> 

석유 
(l) 

LP가스 
(kg) 

번개탄 

연탄 
(장) 

프εsε ,,-, 

4) 外國의 水道·光熱費

외국의 水道·光熱費에 대한 구체적인 마켓 바스켓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그 나라의 最低生計費 計測方式

이 全物量方式이어야만 하고 다음으로 全物量方式으로 수도·광열비를 구 

할 때 이에 대한 병시적인 계산과정에 밝혀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全物

量方式으로 계측하고 있는 연구들을 찾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全物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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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式의 연구마저도 대부분 Rowntree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광열 수도에 

대한 기준을 찾기 힘들어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만 언급하고 있다. 

다만 1985년 7월 l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獨速聯했共和國의 社會技助基準

을 설정하는데 기초가 된 “대안적인 마켓 바스켓(Altemative Ware따‘orb)" 

'57) 중 가구필요품목 마켓 바스켓에서 우리는 전기에 대한 필요량이 가구 

당 1351에인 점과 사회부조 수혜자의무， 즉 검소한 가계관리를 할 의무로 

적당한 수준보다 10% 정도를 감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最低 水道·光熱費 算出

가. 品 目 (必需品) 決定

수도·광열비목에 속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인간생존에 필수적이다. 즉 

적당한 수분의 섭취와 쾌적한 보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상·하수도와， 체 

온의 유지 및 취사를 위한 난방 및 취사용품은 生存的 必需品이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수도·광열 비목에서 品 g 別 必需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수도， 전기， 연료가 必需品임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다양한 대체재가 존재하는 연료(취사용， 난방용)는 어떤 연료를 

必需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경우 支配的

인 生活樣式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취사용 연료의 경우 ’92년 현 

재 가스 사용비율이 97.9%(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인 점과 低所得層 조사 

인 본 조사에서도 86.0%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P가스를 취사 

용 연료로 선정한다. 난방용 연료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탄난방은 ’89년 

71.2%에서 ’92년 36.5%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석유난방은 21.8%에서 

37) 이 선택적 마켓 바스켓은 1970년부터 적용된 마켓 바스켓(W arenkorb)을 보 

충한 것으로 세 개의 부분적 마켓 바스켓- 식품， 가구필요품목， 개인필요품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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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로 상승38)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標本이 低所得層인 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석 

유난방이며， 연탄난방은 38.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에 

너지 소비구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39)되어져 있기 때문에 난방용 

연료는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석유(또는 경유)로 결정하였다. 

나. 使用量 및 價格 決定

1) 使用量 決定

使用量 決定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使用量 결정의 一般的인 原

則40)과 수도·광열비목에 속하는 품목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석도 

구를 선택하여 양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도·광열비목에 속하 

품목들은 성격상 最低 使用量을 결정하기에는 매우 애매한 점들이 있 

다. 수도물의 경우 인간에게 적당한 수분의 섭취와 보건·위생측면에서 적 

당한 수준(또는 최저한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전기의 경우는 거주공 

간별 적정 조도와 조명시간， 필수 가전제품의 시간당 소요전력과 사용시 

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연료의 경우는 거주 공간별 적정온도의 유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준 자체가 애매 모호한 경우 使用量

을 전통적인 마켓 바스켓方式(물량×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實態調훌의 平均f直에 階層指數41)를 적용하는 

方式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수도·광열 비목에 속하는 품목은 대 

38) 상공자원부，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1993, p. 54. 
39) 상공자원부，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1993, p. 55. 
40) 피복신발비목 참조. 
41) 계층지수는 일반적으로 저축이 0인 계층이나 그 이하의 계층의 지출액에 대 

한 평균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이 0인 계층의 지출액 
에 대한 평균지출액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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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조사자료인 센서스 자료가 있어 지역별 가구원수별 消費寶態를 정확 

히 파악할 수 있고， 둘째， 階樓指數는 그 품목이 生存的 必需品일 경우 더 

욱 설득력을 갖는다. 즉 저축이 0인 계층의 소비패턴은 生存的 必需品에 

대한 소비를 最低最適한 水準만큼 소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2) 價樓 適用

수도·광열 비목의 價格은 대부분이 公共料金이므로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미 

미하여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한다.42) 

〈表 4-6-8> 서울시 水道料金表(1994. 6. 현재) 

상수도요금 

lDnι。l 하 기본료 1 ，090원 

초과요금 1l -30m': 160원1m' 
31-50m': 320원1m' 

51m' 이 상:430원1m' 

〈表 4-6-9> 電氣料金(1994. 6. 현재) 

기본요금 

λSni 이하 기본요금 380원 
초과요금 16-30m': 46원1m’ 

31-50m': 127원1m' 
51m'이 상: 껑4원1m' 

100에h 이하 사용시 호당 338원 I 0- 50kWh는 kWh당 30.7원 1 10% 
51-100에애1는 뻐h당 72.5원 

101-200배h 사용시 호당 740원 1 101-200빼h는 kWh당 108.9원 
200배h 이상 사용시 호당 

둥유 및 프로판 가스가격(1994. 6. 현재) 

둥유 247원/ ~， 경 유 218원/ ~， 프로판 가스 460원/kg 

42) 서울시 상수도 요금이 ’94년 6월부터 인상되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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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標準家口의 最低 光熱 水道費

全物量方式에 의한 標準家口의 最低 光熱·水道費 마켓 바스켓은 〈表

4-6-10>와 같다. 이와 같은 接近方式의 객관적 인 흉當性을 살펴보기 위 

한 비교 자료로 앵겔함수를 이용한 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쩌) 

〈表 4-6-10> 水道·光熱 마켓 바스켓 

수도료 
상수도 대 도 시 :21.1 m' 

* 가격참조 
하수도 중소도시 : 16.4m' 

농 어 촌: 12.6m' 

전기료 126.8빼1 
““’‘ 

연료 

석유(경유) 난방용 69.041 ~ 232.5원/~j) 
L.P.G. 취사용 8.396kg 얘0원 

대도시: 33,138, 중소도시: 32,174, 농어촌: 31,489 

註: 1) 석유와 경유를 1:1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 

43) (추정결과) 

3,518 
2,554 
1,869 

9,706 

16,052 
3,862 

C/nfood= 19,419 + 16,418 ln(Vn) - CD adjusted R square 0.035 
(1.862) (4.715) Signif F = 0.000 

C/nfu리 2，516 + 1,282 ln(Vn) - c2l adjusted R square 0.006 
(1.386) (2.116) Signif F 0.035 

식 @에서 최저식료품비 (7만원)에 상응하는 소득은 21만원이다. 이 21만원을 
식 @에 대입하여 구한 6월 최저 수도·광열비는 25，676원이 된다. 여기에 계 
절변동지수 0.65(도시·농촌의 가중평균치)을 적용하면 월평균 수도·광열비는 

39，502원이 된다 이 추정결과는 사용자료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이 포함된 
전국자료이므로 본 연구 전물량방식으로 계측한 결과와 비교 할려면 본 연구 
의 중소도시 최저 수도·광열비와 비교하여야 한다i 본 연구 중소도시 추정치 
보다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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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節 最低 交通通信費

1. 交通通信 消費現況 및 많存昭究 

가. 消費寶態

1) 本 調훌에 서 의 消、費實態

本 調훌에서는 低所得層이 주로 이용하는 交通便， 利用回數 및 交通費

를 파악하고자 家計博調좁와 함께 家口一般事項調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로 이용하는 大聚 交通便은 버스가 81.7%로 가장 높게 내타났으 

며(대도시의 경우도 동일)， 월 평균 택시 利用回數는 5.4회， 택시요금은 

11 ，287원， 태시를 포함한 매일 지출하는 生活交通費는 1，713원으로 나타났 

다. 

<表 4-7-1> 大聚交通 利用實態、

(단위%， 가구수) 

버스 전철 기차 택시 기타 가구수 

대도시 79.6 8.3 0.5 1.9 9.7 206 
중소도시 75.0 1.1 11.1 12.8 180 
~ι 드」ε 90.1 1.0 0.5 8.3 192 
전 국 81.7 3.6 0.3 4.2 10.2 
(가구수) (472) (21) (2) (24) (59) (578) 

2) 外部資料에 나타난 消費寶態

社會統計調흉(통계청， 1993)에 나타난 출근 및 통학에 이용되는 交通手

段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버스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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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7-2> 出動 및 通學 交通手段(’92)

(단위: %) 

출 근 통 학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계 100.0 , 100.0 100.。 100.。 100.。 100.0 

도보 22.0 20.6 30.8 20.2 18.9 26.3 
버스 35.0 35.8 30.1 61.2 61.3 60.6 
통근(학)버스 9‘0 8.5 12.6 6.3 6.7 4.3 
전철 8.6 9.9 0.2 7.6 9.2 0.2 

자기가차용 0.3 0.2 0.9 0.5 0.3 1.5 
16.0 16.8 10.7 1.4 1.4 1.0 

영업용택 2.0 2.3 0.2 0.1 0.1 
자전거 2.4 2.2 3.8 2.1 1.4 5.3 
오토바이 2.9 2.3 7.3 0.3 0.2 0.6 
기타 1.8 1.5 3.4 0.3 0.3 0.3 

資料: 통계청 r사회통계조사~， 1993. 

나. 많存 짧究 

1) 많存짧究의 現況 및 限界

모든 交通通信費 연구에서의 交通手段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 

로 되어 있어 交通手段에서의 차이점은 없다. 다만 利用回數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차이 또한 크지 않다. 그러나 통신비에서 加入電話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있으나 이 또 

한 연구수행 당시의 일반적인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 연구들 

이 갖는 限界點으로는 全物量方式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인 數量決定에 있 

어서의 잖意性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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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7-3> 시내버스 및 택시 利用回數 比較

:::;z.효사연 
구 L (’89) 

가장통근비 { 월 30일 
주부외출비 1 월 8일 
통학비(高) I 
통학비(中) I 
국교생외출 { 월 4일 
택시이용비 | 월 1회 

컨핸반←-

서울대 1 장현준 
(’87) ’86) 

월 25일 | 월 26일 

월 3일 
월 25일 

월 2회 

(단위: 1일 2구간/버스) 

노총 | 전노협 
(’94) ’94) 

월 30일 I ~ 50회 
월 10일 |‘월 16회 
월 30일 
월 30일 I ~ 52회 

월 4회 1월 3회 
연 1회 I '?:! 2회 

<表 4-7-4> 通信費 項 目 別 數훌의 比較
(단위 :4인 家口)

서울대 장현준 노총 전노협 
(’87) (’86) (’94) (’94) 

펀지 월 4회 월 4회 월 5회 월 2회 월 1회 

전화 공중전화 가입전화 | 공중전화 l 가입전화 1 가입전화월1 
월 20회 월 6，875원 월 20회 월 5，680원 월 9，602원 

2. 最低 交通通信費

가， 品 텀 (必需品) 決定

交通手段이 현대 생활에서 必需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다 

양한 交通手段 중에서 어떤 교통편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低所得層의 生活寶態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低所得層 生活實態 파악을 위한 본 조사와 통계청의 社會指標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大都市의 

경우도 마찬가지)， 위급한 상황이나 급한 경우에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交通手段에 관한 必需品으로 본 연구에서는 버스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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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선택하였다. 또한 ’88년 보사연의 最低生計費 짧究에서 고려하지 않 

았던 汽車便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였다. 이는 귀향， 성묘， 친지방문 등 

의 미풍양속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使用쫓話에 관한 必需品으로 公聚電話를 선택할 것인가 가입 

전화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또한 低所得層 生活實態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低所得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조사 결 

과 응답자 591명 중 98.5%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it 

모델44)의 절편확률도 97.2%로 나타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加入電話의 必

需品 여부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 使用量 및 價格 決定

1) 使用量 결정 

交通通信費目에 속하는 品目 중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使用量을 구할 

수 있는 품목은 市內交通費 뿐이다. 즉 가장의 경우 정상적인 출근과 휴 

일날의 외출을 고려하여 가장의 市內交通 使用量을 정할 수 있고， 다른 

가구원의 使用量은 ‘생활교통비는 얼마입니까’라는 설문의 最頻값에서 가 

장의 交通費 使用量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나머지 품목에 대한 使用量은 비목별 앵겔方式45)에 의한 최저 

44) ]og(p/(l-p))/2 + 5 = ao + al Y + aZ FS 
y: 소득， FS: 가구규모 

45) 비목별 앵겔방식은 그 비목에서 마켓 바스켓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품목(A) 

이 있어 야 하고， 그 비목의 지출액에 대한 품목(A)의 지출비율이 안정적 일 
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계측이 가능한 시내교통비를 
기본품목(A)으로 정 하였다. 

< 추정식 > 
MT = MCT * l: Ti /CT 

MT: 최저 교통비 
MCT: 이론적으로 계산한 최저 시내교통비 
l: Ti : 실태조사에서의 교통통신비목의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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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추정금액과 앵겔함수를 이용한 며歸分析46)에 의한 최저 교통 

통신비 추정금액을 바탕으로 必需品에 대한 마켓 바스켓을 역으로 구성하 

고자 한다. 즉 비목별 앵겔方式과 앵겔함수를 이용한 推定된 最低 交通

通信費와 寶態調춤의 품목별 支出金願(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이나 支出

頻度 構成比등을 참고로 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태 

시의 경우 위급한 경우나 버스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월 1회(實態 

調훌 평균 5.4회)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加入電話의 경우는 월 3회의 

시외통화와 1인당 1일 0.5회의 시내통화를 최소 使用量으로 정하였다(標 

準家口의 交通通信費 參照).

2) 가격 결정 

대부분의 가격이 공공요금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加入똘 

話의 경우 기본요금을 전화 191조에 따라 大都市와 中小都市는 2，500원， 

농어촌은 2，000원으로 하였다. 

다. 標準家口의 交通通信費

最低 交通通信費에서 地域別 差等은 시내교통， 태시， 전화요금에서 고 

려하였다. 시내교통의 경우 생활패턴의 차이를 반영하여 地域間 差等을 

두고， 택시의 경우 승차거리를 ]고려하여 大都市， 中小都市， 農演村으로 구 

분하였다. 

CT: 실태조사에서의 시내교통비 
46) 서상목， 전게서， pp. 17-18. 



178 

〈表 4-7-5> 標準家口의 置低 交通·通信費

월 
단가 수량 지출액 

、、~、

二。요.:g.JiL토 。을 

시내버스 대도시 

가장 290 52(26일 X2회 15,080 

주부 290 18(9일 X2회 5,220 

자녀 140 24(6일 X2회 X2명 3,360 

중소도시 

가장 290 38(l9x2회 11,020 

주부 290 16(8일 x2회 4,640 , 

자녀 140 20(5일 x2회 x2명 2，뼈 

농어촌 

가장 290 16(8일 x2회 4,640 

주부 290 16(8일 x2회 4,640 

자녀 140 16(4일 x2회 x2명 2,240 
택시 대 도 시 3，αx) 1회 3,000 

중소도시 2，αx) 1회 2,000 

농 어 촌 4,000 1회 4,000 
기차 부부 8,700 4(2명 왕복 2，900 

통 신 

전화 기본요금 

도 시 (7-10급지 2，500 1 2,::00 

농어촌(3-6급지 2，000 1 2,000 

시내통화 40 60회 (4명 x15) 2,400 

시외통화 675 3통화/월 2,025 
전화세 

도 시 전화요금의 10% 690 

농 촌 전화요금의 10% 640 



〈表 4-7-5> 계 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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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까‘그1-
T낳 

월 
지출액 

공중전화 40 16회 (4명 X4) 없O 

우편 110 1회/월 110 
최 저 교통통신비 대 도 시: 37,925 

중소도시 : 31,725 

농 어 촌: 2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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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節 最低 家具什器·家事用品費

1. 最低 家具什器·家事用品費 消費現況 및 많存짧究 

가. 消費寶態

1) 本 調훌에서의 消費實態

인간생활에 필요한 最低限의 家具什器·家事用品費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耐久材에 대한 所有現況 및 必需品이라는 意識을 조사하였 

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保有與否， 所得， 家口規模間의 logit 모델을 이용 

한 절편확률을 구하였다. 

〈表 4-8-1> 耐久材 所有現況 및 必需品에 대한 認識

보유율 必需品 인식률 

장농 94.9 97.6 87.8 
장식장 49.1 53.7 61.8 
책장 58.8 75.6 43.2 
화장대 49.5 55.0 52.2 
책상 69.7 82.8 51.0 
쌀통 65.2 69.1 69.8 
식탁 26.0 37.6 37.1 
믹서 64.9 70.5 54.7 
찬장 85.0 88.7 88.0 
가스레인지 98.5 98.3 94.1 
전자레인지 25.6 37.7 35.6 
난로 26.7 23.1 16.8 
전화기 98.5 99.1 97.2 
냉장고 99.0 98.8 98.6 
전기밥솥 83.0 80.4 91.1 
보온밥통 65.8 66.1 69.7 
세탁기 85.9 92.9 65.2 

註: 1) log(p/(l-p) )/2 + 5 = ao + a1 Y + a2 FS의 절편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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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外部資料에서의 消費實態

한국의 社會指標(통계청， 1993)에 나타난 가구집기의 所有比率을 살펴 

보면 전화와 냉장고의 경우 1990년에 이미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탁기의 경우 保有比率이 6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994년 본 연구의 低所得層 조사에서는 세탁기의 保有比

率이 없.9%로 나타나 동기간 동안 保有比率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되는 품목이다. 

<表 4-8-2> 家具什器 保有比率(1990)

85.7 
93.9 
72.0 

(단위: %) 

군부 

81.8 
91.0 
41.7 

전 화 

냉장고 
세탁기 

국
 -? 

J 
3-

전
 • 

~
없
 
mm 

없
 

시부 

資料: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 1993, p.285. 

나. 많存 짧究 

1) 많存짧究의 現況 및 限界

家具什器 및 家事用品에 관한 많存짧究들의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89년 연구는 寶態調훌資料와 社會指標를 이용하여 必需

品 與否를 결정하였으며 서울대의 경우는 품목의 구성을 기본적으로 필 

수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勞總의 경우는 必需品의 

근거를 寶態調훌의 결과 근로자의 과반수가 보유하거나 또는 必需品이라 

고 간주되는 품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7) 

47) 기존연구 현황표 본 절 후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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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最低 家具什器·家事用品費

가. 品 텀 (必需品) 決定

‘다양한 품목 중 어떤 품목을 必需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 

은 全物量方式으로 最低生計費를 계측할 때 가장 먼저 부닥치는 애로사항 

으로서， 家具什器·家事用品費 비목은 다른 어떤 비목보다도 이러한 애로점 

을 지닌 비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必需品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분석도구)과 家具什器·家事用品費의 성격을 분석 

하여 적합한 분석도구를 결정하고자 한다， 즉 所得彈性f直의 적용 가능 

성， 保有現況 및 必需品이라는 인식에 대한 조사자료의 유무， 支出金賴 및 

빈도， 전문가적인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도구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내구소비재에 所得彈性f直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면， 家具什器·家事

用品費의 대부분 품목들의 耐久年數에 비하여 寶態調훌 기간은 너무나 짧 

아 실제 구매행위에 대한 所得彈性順를 관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必需

品 선정의 차선방안으로서 實態調춤에서 保有現況에 대한 비율을 

67%(=2/3) 이상， 50-67%, 50%(=1/2)미만으로 구분한 후 67% 이상인 것 

은 모두 必需品으로 선정하고， 50-67%에 속하는 품목은 必需品이라는 

인식이 67% 이상이며， logit 모형의 절편확률이 67% 이상인 품목을 必需

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表 4-8-1>에 언급된 품목 중 장농， 

책상， 쌀통， 찬장， 가스레인지， 전화기，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가 必需品

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찬장의 경우 본 연구의 家口模型이 입식부 

엌의 붙박이 찬장이므로 구체적인 마켓 바스켓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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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使用量 및 價格 決定

1) 使用量 및 耐久年數 결정 

家具什器·家事用品 비목에 속하는 대부분의 품목들은 耐久年數가 길어 

그 품목이 必需品인 이상 家口當 使用量은 대부분이 한 개로서 使用量 결 

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耐久年數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主觀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 

하여 耐久年數를 결정하였다.CD 法人脫法 施行規則에 나와 있는 耐久年

數와 @ 寶態調흉자료에서 標本數/購入家口數를 계산하여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고 @ 타연구의 耐久年數를 참조하여 결정하였다(標準家口의 家具

什器·家事用品費 참고). 

2) 價格 決定

家具什器 家事用品費 g 의 품목들은 피복신발비목에 속하는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耐久年數가 길기 때문에 본 調훌資料 家計짧에 나타난 中品

구입자들의 最頻價格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불가자료 및 불가정보 7월호에 게재된 6월 가격과 별도의 시장조사를 병 

행하여 결정하였다. 

다. 標準家口의 家具什器 및 家事用品費

全物量方式에 의한 標準家口의 最低 家具什器 및 家事用品費 마켓 바 

스켓은 <附表 II-3 참조>와 같다. 마켓 바스켓은 월 평균개념을 적용하 

였다. 이는 家具什器·家事用品 費目에 속하는 품목들의 특성상 대부분 耐

久年數가 길기 때문에 6월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 후 季節變動指數를 적용 

하기에는 한계를 지니며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한 季節變動指數 추정에서 

도 통계적으로 有意的인 指數값을 추론할 수 없었다. 

이러한 接近方式에 의한 最低 家具什器·家事用品費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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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한 비교자료로 앵겔함수를 이용한 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48) 

〈表 4-8-3> 家具什器 品 目 , 耐久年數， 單價 比較

가 

구 

48) (추정결과) 

C/nfl뼈= 19,419 + 16,418 ln(Vn) - (J) adjusted R square 0.035 
(1.862) (4.715) Signif F = 0.000 

C/I1cloth=-1l,042 + 7,629 ln(Vn) - CZl adjusted R square 0.021 
(-1.770) (3.664) Signif F = 0.000 

식 @에서 최저식료품비 (7만원)에 상응하는 소득은 21만원이다. 이 21만원을 
식 @에 대입하여 구한 6월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48，738원이다. 이 
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한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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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8-3>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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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8-3> 계 속 

z 
T 

방 

용 

I 
ñ 

가 

정 

잡」펴호통 
바늘 

가위 

옷걸이 

화 1 든란의변 
벅거울 
가방(대，소) 

5년， 1개 

5년， 1개 

15년， 2개 

5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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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節 其他 消費支出 및 非消費 支出

1. 其他 消費支出

가. 其他 消費支出 消費現況 및 많存짧究 

1) 消費寶態

가) 本 調훌에서의 消費寶態

其他 消費支出에 속하는 품목 중 가장 季節變動이 심한 품목은 경조비 

를 포함한 잡비이다. 季節變動이 심한 품목인 경우 6월 한달 家計樓調훌 

로는 월평균 지출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家計樓

調훌외에 家口一般事項調훌를 병행하여 정확한 지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조사결과 월평 균 慶렴事費는 51，892원으로 나타났다. 

나) 外部資料에 나타난 消費寶態、

其他 消費支出은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 중 보건위생적인 측면과 사 

회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비목으로 消費支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료품 

29.3%에 이어 20.1%로서 두번째 큰 비목이다쩌) 其他 消費支出費目에 

속하는 품목들 중 마켓 바스켓을 구성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담배의 

消費實態를 살펴보면 성인 남자의 경우 73.2%, 성인 여자의 경우 6.1%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本 調좁에서는 월평균 慶렴事費가 51，892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저 

축추진중앙위원회의 調훌結果(’94.11)의 연간 慶렴事 參席며數는 연 14회， 

연간 慶몫事 費用은 조사대상의 절반인 49.2%가 연간 30만원 이상 지출 

하고 있으며， 1회 평균 慶렴事 費用은 32，100원으로 나타났다. 

49) 통계 청 r도시 가계 연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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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9-1> 吸煙A口 比率(1992)

(단위: %) 

안피움 피움 반갑이하 한갑 한갑반 두갑이상 

계 61.5 38.5 28.2 57.0 11.9 2.9 

남 26.8 73.2 25.3 59.0 12.5 3.1 
여 93.9 6.1 61.1 34.0 4.2 0.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3. 

2) 많存짧究의 現況 및 限界

其他消費支出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89 연구는 소득순위 

30% 이하 계층의 實態調훌를 중심으로 서울대의 경우 연구자의 主觀的

판단을 바탕으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노총과 전노협은 각각 실시 

된 寶態調훌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들 연구들이 갖는 한계로는 全物量方式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인 最

低基準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즉 必需品에 대한 논 

리적 검토의 부족과 수량 결정의 5칭意性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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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9-2> 없存맑究의 其他消費支出 模型의 比較

구 분 보사연(’89) 서울대(’87) 노총(’94) 전노협(’94) 
담배 월 10갑 은하수 15갑 월 15갑 월 15갑 
칫솔 3개월 4개 1개월 1.5개 6개월 1개 4개월 1개 
치약 1개월 1개 1개월 1개 1개월 1개 1개월 1개 
비누 1.5개월 1개 1개월 2개 1개월 1.5개 1개월 2개 

。l LL상 푸 4개월 1통 l개월 1개 1개월 1통 1개월 1통 
화장품 4개월1종류 8종류· 6종류 10종 

미 면도용구 1개월 4개 1개월 1기1- 1개월 l통 
{손톱깎기 5년 1개 5년 1개 5개월 1개 

용 1 머리빗 5년 1개 
이용료 2개월 1회· 3월 2회· 11개월 1회 l기l월 1회 
미용료 6개월 1회· 12월 l회 4개월 1회 4개월 1회 
목욕료 11개월 2회 { 월 3회 월 3회 l개월 3회 
우산 5년 3개 1년 2개 3년 1개 2년 1개 

장 1 손목시계 10년 1개 10년 1개 10년 4개 
λ」l| 지갑 ~년 2개 2년 1개 
구 j 핸드백 14.2년 1개 5년 1개 5년 1개 2년 1개 

친지방문 월1회，1만 

1 손닙접대비 월1회， 3천원 월1회，1만 

잡 I 경조비 \3개 월 1회 월 1.5회 2개월 1회，2만 2개월 1회 
j 다방출입비 ( 월 2회 월 2회 월 2회 

비 { 관혼상제비 j 6개월 1회 
회 비 1 가장 월1회 월 1회 

1 기타교제비 주부 3월 1회 

「용돈 1 자녀 월 1회 | 조모 월 1회 1인 월 7천원 

나. 最低 其他消費支出

1) 品 目 (必需品) 決定

其他消費支出에 관한 必需品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其他消費支出 항목들을 生存的 必需品(치솔， 치약， 목욕， 이발 등)， 社會的

必需品(慶렴事費， 용돈 등) 그리고 著{多品(귀금속)으로 구분한 후， 生存的

必需品과 社會的 必需品은 본 연구의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고 著f多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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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 

하지 않고， 所得彈性順를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침이다. 그러나 조 

사기간은 1개월인 반면에 耐久年數는 몇 년으로 길어 실제 구매행위가 포 

착되지 않기 때문에 寶態調훌의 지출빈도 금액(주로 최빈값) 등을 참고하 

여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標準家口의 두자녀가 국민학생이므로 책가방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였으며， 담배의 경우 보건위생 측면에서 제외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성인 남자의 경우 73.2%50)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므 

로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였다. 

2) 使用量 및 價格 決定

가) 使用量 決定

其他 消費支出費텀에 속하는 대부분의 품목들은 가법적인 방법으로 使

用量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책가방의 경우 標準家口의 家口員 중 

학생이 2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방 2개가 使用量이 된다. 그러나 雜費

는 그 구성 항목의 성 격상 가법 적 인 방법 , Allen-Bowley 方式， 寶態調훌 

의 平均f直에 階層指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使用量을 추정할 수 없다. 

이 는 Allen-Bowley 方式에서는 어 떤 품목을 著{多品으로 정 하느냐에 따라 

계측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寶態調훌의 平均f直에 階層指

數를 적용하는 방법은 대표본으로 구한 정확한 寶態調훌 結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回歸分析을 이용하여 雜費 使用量

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ln(E) = 9.430 + 0.004 FS + 0.138 Y 

(40 .105) (4.131) (2.664) 

5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p. 190. 

Adjusted R2
= 0.057 

S. F.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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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標準家口의 最低雜費는 家口員數에 4를， 소득에 0을 대입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標準家口가 4人家口이기 때문이며， 雜費의 성격이 生存

的 必需品이 아니라 社會的 必需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生活保護法이 

규정하고 있는 最低限의 文化的인 水準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절편값을 최 

저잡비로 보았다. 

나) 價格 決定

寶態調훌의 지역별 가격， 물가자료 7월호 및 불가정보 7월호에 게재된 

6월의 가격 동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3) 標準家口의 其他消費支出

全物量方式에 의한 標準家口의 其他消費支出 마켓 바스켓은 〈表

4-9-3>과 같다. 이와 같은 全物量方式에 의한 其他消費支出費의 객관적 

인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비교자료로 앵겔함수를 이용한 回歸分析을 시 

도하였다.51) 

51) 선행연구(서상목， 전게서， pp. 17-18)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기타소비지출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C/nf，뼈= 19,419 + 16,418 ln(Vn) - CD adjusted R square 0.005 

(1.862) (4.715) Signif. F = 0.000 
C/f1oth압=- 8,653 + 13,012 ln(Vn) - (2) adjusted R square 0.028 

(-0.947) (4.266) Sig띠f. F = 0.000 
식 @에서 최저식료품비 (7만원)에 상응하는 소득은 21만원이다. 이 21만원을 
식 @에 대입하여 구한 6월의 최저기타소비지출은 123，짧3원이다. 이는 전 
물량방식으로 계측한 최저기타소비지출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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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9-3> 標準家口의 其他消費支出

프tε3 E -1L 구입물량 단가(원) 월 지출액(원) 

담배 

담배 10갑/월 700 7,000 
1회용 가스라이터 1개/월 300 300 

이미용 

이미용용품 
칫솔 4개/6월 800 533 
치약 150g 1개/2월 1,000 500 
화장비누 120g 1개/월 300 300 
삼푸 250cc 1통/2월 1,050 525 
/‘킨로션 l병/4월 9,000 2,250 
1회용 변도기 5개/월 100 500 
손룹깎기 l개/5년 1,500 25 
머리빗 2개/5년 1,500 50 

이미용 서비λ 

이용료(부) 1회/2월 6,000 3,000 
이용료(자) 1회 /2월 4,000 2,000 
미용료 
파마(모) 1회/6월 20,000 3,333 
컷트(모) 1회/6월 5,000 잃3 

컷트(녀) 1회/2월 4，αxl 2,000 
목욕료(부모) 1회/월 1,900 3,800 
목욕료(자녀) 1회/월 1,500 3,000 

잠신구 

핸드백 l개/4년 20,000 417 
지갑 2개/4년 5,000 208 
책가방 2개/4년 7,000 292 
우산 4개/4년 4,000 333 
손목시계(부모) 2개/10년 30,000 500 
손목시계(자녀) 2개/3년 5,000 278 
잡비 

경조비 

관혼상제비--
21,609 

용돈 

합 계 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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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非消費支出

가. 非消費支出 消費現況 및 많存짧究 

1) 支出實態

非消費支出에는 租鏡(재산세， 주민세， 소득세L 社會保障分擔金(의료보 

험료， 국민연금부담금)， 其他 租親 및 準租脫(오물수거료， 방범비， 적십자 

회비)， 利子， 送金， 補助， 非消費支出 其他(벌금， 과료， 피해보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 家口一般事項調훌의 재산세에 관한 설문 결과， 세금을 

내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토지분 세금은 평균 35，950원， 건물분 세금은 

2:1，552원으로 조사되 었다. 

2) 많存짧究 

非消費支出에 대한 많存없究들은 대부분 寶態調훌를 중심으로 마켓 바 

스켓을 구성 하였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89 연구는 소득순위 30%이 하 

계층의 實態調훌를 중심으로 노총과 전노협은 각각 실시된 實態調흉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논 

의가 없는 점과， 所得鏡 算定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52)을 지적할 수 있 

다. 

52) 안병근한국의 도시부문 최저생계비 추정과 그 정책적 함의 J ， 1991, p. 93에 
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그 내용은 노총만이 ‘(소비지출 + 세대별 징 
수금)x소득세 징수율:소득세’ 라는 계산방법을 따르고 다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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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j 소득세(a) 

혈t 주민세 1 

1 교육세 
--

세 j 교육세1) 

대 ! 오물수거료 ) 

별| 방범비 j 

鍵할나 
국민연금 T 
노동조합비 j 

보사연(’없 서울대(’87) I 노총(’94) 

월16，547원 월39，140원1 

돼굶검강T훌굶 월a의 7.5% 

j 월 a의 10% I 

연뼈원 연땐9폼낼뺨웰 
연 1，000원 

월 130원 j 월 1 ，000원 ( 월 1 ，000원 

날 3，000원 1 

월a의 10% 

연 4，000원 

연 1 ，000원 

월 700원 

j 월 7，195원 j월19，밍0원 ! 월36，000원 
「---r--잖젊---{월26，000원 

월 6，500원 ! 월 14，380원 
註: 1) 1991년부터 방위세가 교육세로 대체되었으므로 1990년까지는 방위세 금액 

을나타냄. 

나. 最低 非消費支出

1) 品텀決定 

가)租租 

정액소득자에게서 원천공제되는 소득세， 주민세， 교육세 등은 低所得層

家口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품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표적 

인 低所得層인 生活保護對象者의 경우 상시고용 비율이 家口主가 3.1% 

(17,247/549,594) , 家 口員이 4.0%(36,674/906,469 )에 불과.53)하기 때 문이 다. 

본 연구의 最低生計費는 生活保護對象者 選定 및 給與水準 決定을 위한 

연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家口單位로 징수되는 재산세， 주민세(교육세 포함)에 대한 必需

53) 보건사회부， ’93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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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 與否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 

지의 全物量方式으로 계측한 모든 最低生計費연구는 재산세를 마켓 바스 

켓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標準家口의 住居模型이 자가가 아닌 전 

세나 보증부 월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대부분의 低所得層이 토지 

소유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住居模型에 따라 재산세가 必需品인지 아닌 

지 결정된다. 

본 연구의 住居模型은 도시지역이 전세이고， 농촌지역은 自家이다. 따 

라서 농촌지역은 財塵親를 必需品 마켓 바스켓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는 生活保護 對象家口의 住居類型 分析에서도 간접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93년 현재 전국 生活保護 對象家 口의 44.l%, 6大都市

의 경우 3.3% ， 6大 都市를 제외한 9개 시도의 경우 54.6%가 자가를 소유 

5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住民脫에 대하여 살펴보면 生活保護對象家口에게는 住民鏡가 

免除55)되고 있기 때문에 必需品群에서 제외 되 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住民脫가 면제되는 것은 생활보 

호 급여상의 문제일 뿐이지 最低生計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나)社會保障分擔金 

社會保障分擔金은 醫據保險料와 國民年金負擔金으로 구분되나， 醫擾保

險料는 보건의료비에서 이미 계산하였으므로 社會保障分擔金에서는 제외 

한다. 또한 國民年金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 

의 低所得層은 國民年金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必

需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준조세 성격의 방범비 및 적십자회비와 오물수거료가 있 

54) 보건사회부， ’93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p. õ1. 
55) 지방세법 174조(비과세)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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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방범비와 적십자회비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必需品에서 제외하고 오 

물수거료만 마켓 바스켓에 포함한다. 

따라서 최저 非消費支出 費目의 必需品은 家口單位로 징수되는 財塵親

(농어촌의 경우)， 住民鏡， 數育鏡와 i권物收去料이다. 

2) 使用量 및 價格決定

인구 규모에 따라 住民親와 敎育脫 적용율이 결정된다. 住民親의 경 

우 大都市는 4，000원， 中小都市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일 경우 住民親

2，500원， 그 이하일 경우 1，500원이며， 읍이하 지역은 800원이다. 교육세 

또한 인구 50만명 이상일 경우 住民親의 25%를 적용하고 그 이하의 도시 

일 경우 10%를 적용한다.56) 

i땀物收去料는 본 연구의 最低居住面積에 해당되는 수거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역별 차등을 두었다. 즉 大都市의 경우 서울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종별 부과기준에서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 家口의 월 

부과금(160원)을 적용하였고， 中小都市의 경우 성남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표를 참조하여 재산세액 2.500원 미만 家口의 수거요금(90원)을 적용 

하였으며， 農뺑、村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農續村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결과 농어촌 

자가의 最頻價格이 1 ，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격에 공시지가 현실 

화율을 80%, 과표 현실화율을 25%로 가정하여 과표를 200만원(1，ooox 

0.8(=공시지가 현실화율) xO.25(=과표 현실화율))으로 추산하였다. 2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0.003(지방세법 188조(세율) 1항)을 적용하였다. 

56) 주민세(지방세법 176조(세율) 1항)， 교육세(교육세법 5조(과세표준 및 세율)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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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標準家口의 非消費 支出

〈表 4-9-5> 標準家口의 非消、費 支出

부
 

L 구
 

재산세 주민세 교육세 오물수거료 월지출액 

대 도 시 4，000원/년 1，000원/년 160원/월 577 
중소도시 2，500원/년 620원/년 90원/월 잃0 

농 어 촌 6，000원/년 800원/년 80원/년 573 



第 5 章 家口規模·特性別 最低生計費 및 

非調효期間의 最低生計費

第 1 節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

1. 家口均等化指數의 觀念

家口均等化指數는 標準家口의 J가구지출에 대한 家口規模別 支出願 比

率을 의미한다. 全物量方式으로 最低生計費를 계측할 경우 일반적으로 

標準家口를 설정하고 標準家口의 最低生計費를 산출한 후 家口均等化指數

를 적용하여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를 계측한다. 이는 1인가구에서 7인 

혹은 더 큰 家口 規模에 이르는 家口規模別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는 복잡 

함과 앓意性을 피하는 대신에 標準家口에 대한 家口規模別 지출비율을 적 

용하므로써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家

口均等化指數는 연구자들에 따라 家口支出乘數 또는 家口換算乘數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2. 많存짧究 模型

가. ’89 r最低生計費 計測調흉흉다究」의 家口支出乘數 模型1)

家口規模와 消費支出水準에 관한 困數를 다음과 같이 설정였다. 

1) 안창수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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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E = AXb 

LN(E) = LN(A) + b LN(X) 

여기서 E: 消費支出觀

X: 家口規模

a= LN(A), b: 파라메 터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파라메터 (a， b)값을 추정한 후 家口支出乘數의 

정외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하여 家口支出乘數 값(mj)을 구한다. 

j인가구의 消費支出觀 推定f直(Yj
= (_)0 

mj = 標準家口 (4인家口)의 消費支出願 推定順(Y4) 4 

이 모형에서 파라메터‘b’는 家口支出乘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로서 家口規模 變化率에 대한 消費支出水準의 變化率을 측정하는 彈力性

係數가 된다.2) 즉 파라메터 ‘b’의 값이 O<b<l이면 規模에 대한 週減支出

(decreasing expenditure to scale) 이 되 어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이 본 모형의 장점이나 이 모형의 단점은 

적합한 독립변수로 판단되는 소득이 除外3)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模型設定誤露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 最低質金審議委員會의 換算乘數4)

일본 인사원에서 산출하는 標準生計費 方式을 이용하여 家口規模別 最

2) E = A Xb 

dE X lnE =ln A+bln X 이를 전미분하여 b에 관하여 정리하면 b=~ ~ 
dX. E 

3) 이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φ 펀의추정치가 될 수 있고 @ 추정치 
들의 분산이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동의 문제점이 있다. 

'4) 박영범 외， 1989년도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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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生計費를 계측하고 있다. 家口規模別 消費支出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 

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E = aX2 +bX 

여기서 E 費目別 消費支出願(최빈값) 

x 家口規模

a, b : 파라메터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파라메터 (a， b) 값을 추정 한 후 家口換算乘數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한다. 먼저 費目別 家口規模別 消費支出

예측값을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다. 다음으로 費텀別 家口規模別 消費支

出 예측값을 4인 가구의 평균지출값으로 나누어 換算乘數(mj)를 구한다. 

j인가구의 i비목지출액추정치 (E j) 

mji= 

이 모형은 @ 家口規模 X가 영(0)이면 消費支出 E도 영(0)이라는 판단 

에서 절편이 없고 @ 家口規模가 증가함에 따라 각 비목의 지출은 증가하 

되 그 증가 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a가 負(-)의 값 

을 갖고 b가 正(+)의 값을 가지면 바람직 한 모형 이 라고 간주한다.5) 

그러나 이 모형은 적합한 독립변수로 판단되는 소득이 독립변수에 포 

함되지 않고， 상수항이 없는 모형설정오류6)와 선행연구7)에서 지적하고 있 

는 식료품과 住居費를 제외하고는 모형에서 상정하는 2차 모형이라고 보 

기 힘든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5) 배무기 외， 최저임금 적용대상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산출모형개발연구， 서울 

v 대학교 경제연구소， 1987, p. 10. 
6) 상수항이 없는 경우 @ 확률항의 기대치가 0이 되지 않고， 즉 E(비)=0 가정에 

위배됨 @ 계수가 편의될 가능성과 계수의 t값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7) 배무기 외， 전게서，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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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ICOs(Iρw Income Cut-Offs) 模型8)

캐나다의 경우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는 食品費， 住居費， 衣

服費에 관한 支出과 所得， 家口規模， 都市規模， 地域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log 模型으로 설정하였다. 

log E=a +b logY + ~ jcjFS j + L jd j U j + L kekRk +E 

E = 食料， 住居， 衣服에 관한 總支出

FS = 家口規模

u = 都市規模

R = 地域

이 模型에서 家口均等化指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가정: 所得과 家

口規模間의 상호작용이 없을 경우). 

Ej - lO (IogEI) (Cj C4) 

ffij= 할 - 교많E.) = 10 

이와 유사한 국내연구로는 서상목 연구9)가 있다. 

E=a+bY+LrjDj 

Dj = 1, 家 口원수가 j인일 경우 

0, 그렇지 않을 경우 

동 연구에서는 1973년 가계조사자료(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8) M. C. Wolfson and ]. M. Evans, "Statistics Canada's Low Income 
Cut-Offs Methodological Concems and Possibilities", Research Paper 
Series, Statistics Canada Analytica1 Studies Branch, 1989. 

9) 서상목， “빈곤인구의 추계와 속성분적 한국개발연구， 1979,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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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η 값 추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추정결과 중 몇 가지가 負의 

수치로 나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Statitics Canada(1973)에 나온 지수를 이 

용하여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를 계측하였다. 

3. 많存짧究의 家口均等化指數 推定結果

가. 國內짧究의 推定結果

국내의 대표적인 家口均等化指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89)과 함전임 

의워원회 ('89)의 均等化指數를 들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 

우 소비지출에 대한 均等化指數를 추정한 후 4인가구 소비지출액에 均等

化指數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소비지출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비소비지 

출을 더하여 最低生計費를 計測하였다. 반면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는 비목별 均等化指數를 산출한 후 이 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비목 

별 最低生計費를 구하고 이 값들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가구규모별 最

低生計費를 計測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소비지출 

에 대한 家口均等化指數를 밝히고 있으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소비지출에 대한 家口均等化指數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 

j 서 기존연구들의 家口均等化指數를 비교하기 위하여 도시가계연보 자료의 

가계지출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가구규모별 標準生計費를 이용하여 家

口均等化指數를 계산하면 <表 5-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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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存m究의 家口均等化指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9) 
도사가계연보 

(’93년 전가구， 가계지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89) 

〈表 5-1-1> 

가구 
규모 

0.7122 
0.8620 
l 

1.1522 
1.31381) 

0.2981 
0.5650 
0.7995 
l 
1.1696 

0.3683 
0.6069 
0.8128 
1 
1.1743 
1.3392 
1.4964 

l 

?
μ
 nJ 

4* 

〔h
니
 ”b 

[I

1 註:1') 6인 이상 가구 

1인， 2인 가구 

반영하고 있 

구분하여 가 

고려한 家口均

家口構成員의 

家口均等化指數를 

나. 外國짧究의 推定結果

미국을 중심으로한 외국의 家口均等化指數를 살펴보면 

에서는 家口構成員의 特性에 따른 家口均等化指數의 차이를 

다. 즉 평균가구， 노인가구， 비노인가구의 家口均等化指數를 

구규모의 변화에 따른 효과와 아울러 家口構成員의 特性을 

等化指數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3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特性을 무시한 평균적인 가구규모의 효과만을 J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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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1-2> 外國의 家口均等化指數 (성인 한 사람이 1일 때) 

Lampman Canadian ____ Lazear DeVos Constant 
Official BLS OECD gaag and Danziger 

홍 口$H찢 thres- UCOs and and 리asticity 
m며lolds measure‘ oldsb 쨌)d SC외ee Smo1a1- et alh Ga1eIJ 

(986)" Michae1' Gemer' ~.5 

1 명균 1.0 1.0 1.0 1.0 1.0 

노인 0.94 0.8 0.63 0.65 0.75 

비노인 1.02 
1.0 

1.0 1.0 1.0 1.0 

2 평균 1.28 1.42 1.36 2.0 1.41 

노인 1.19 1.46 1.7 O없 0.80 1.22 1.73 

비노인 1.32 1.40 1.28 1.25 1.37 2.00 

3 1.57 L’η 1.82 1.73 2.2 1.27 2.4 1.4 1.61 2.24 

4 2.01 2.86 2.17 1.99 2.7 1.56 2.8 1.54 1.83 2.45 
3.2 

5 2.38 3.32 2.50 2.17 3.7 l.56 3.2 l.65 1.97 2.65 

6 2.69 2.80 3.6 l.74 2.83 

7 3.05 3.24' 

8 3.38 

9인 이상 4.여 

註: a) 1982년 노동통계국 발표 가계예산자료에서 추정하였음. 1인 비노인은 35세 
이하， 비노인 부부 35세 이하， 3인가구는 35세 이하의 부부와 6세 이하의 아 
이， 4인가구는 35-54세의 부부와 6-15세의 두 아이， 5인 가구는 같은 연령층 
에서 아이 한 명 추가. b) 가구규모별 최저소득에서 추정함. c) 7인 이상. d) 
Statistics Canada's Low Income Cut-Offs (LICOs) for 1986. See Wofson 
and Evans 0989, Table 5.1)로부터 추정. e) OECD의 ‘물질적 발탁’ 기준에 
근거함. f) 성인균퉁화는 35세이하로 가정， 비노인 부부도 35세로 이하로 가 
정， 3인가구의 경우 6세 이하 아이 추가， 4인가구는 35-54세의 부부와 6-11 
세 및 12-17세의 두아이를 추가함. g) Lazear and l\따chael 0988, pp.191-
195). 참조. h) 성인균둥화는 65세 이하의 단독남성을 의미. i) 미국의 주관 
적 빈곤선에서 추정. 

4. 本 昭究의 家口均等化指數 算出模型 및 推定結果

선행 연구 검토에서 家口均等化指數 산출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 독립변수에 家口規模와 所得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 常數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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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함의 

를 충족하는 모형은 현실적으로 많을 것이므로 다음으론 모수에 대한 推

定f直의 評價(evaluation of estimates)기준 즉 @ 經濟理論的 基準(모수 推

定f直의 부호 및 크기 와 경 제이론과의 부합 여부)(2) 統計的 基準(R2， t값， 

F값)@ 計量經濟學的인 基準들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모형 여부를 판단하 

고 또한 模型設定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家口均等化指數 算出模型10)을 이용하여 조 

사자료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가구규모에서 1인당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1인당 家計支出은 2.760원이 증가하며 老/\家口인 경우는 전반 

적으로 一般家口에 비하여 支出水準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FS)= 13.141 +0.276(Y!FS)-0.859 FS-2.081H Adjusted R2 = 0.265 

여기서 

(0.485) (0.009) (0.101) (0.824) S. F. 0.000 

E!FS : 1인당 가계지출 

Y!FS:1인당 소득 

FS 가구규모 

H 노인가구일 경우 1, 비노인가구일 경우 0 

( )안은 標準誤差

동 결과를 이용하여 家口規模別 均等化指數를 구한 후 標準家口 (4인 

가구)의 最低生計費에 적용하여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를 推定하면 다음 

과같다. 

10) 가구균둥화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을 사용하여 보았으나， 본 모 

형을 이용한 가구균둥화지수가 국내외 연구결과와 도시가계연보의 가구규모별 지 

출비와 가장 유사하여 현실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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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口均等化指數 및 家口規模}JIJ 最低生計費〈表 5-1-3> 

최저생계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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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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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9 

380,106 

582,632 

711,766 

817,401 

900,480 

961，잃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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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口特性別 最低生計費

지역간의 最低生計費의 격차는 소득의 지역 격차나 소비생활의 패턴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最低生活를 보장하기 위한 最低生計費

의 격차는 우리나라와 같이 동질적인 경향이 강하고 지역간에는 그와 같 

은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의 격차보다는 적다. 그러 

나 비목별로는 아직도 지역간의 생활 패턴에 차이가 큰 것이 있는 데 대 

표적인 것이 住居樣式의 차이에 따른 最低住居費의 차이이다. 따라서 찌 

역간의 生活樣式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목들에 대해서는 最低生

活費의 차이를 경미한 수준에서 반영하였다. 

그러나 家口 J構成員의 特性에 따라 最低生計費는 크게 달라질 

예컨대， 老人家口는 활동이 적어 生活費가 적게 드는데 반하여 

따른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비가 더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老A家口

의 最低生活費는 같은 규모의 一般家口에 비해 적게 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 있다. 

노환 등에 

第 2 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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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母子家口는 老人家口에 비해 연령층이 낮은 여성과 활동력이 강한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家口規模에서는 最低生活비용이 더 들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리고 單獨家口의 경우는 대부분이 老A家口일 것이나 비 

노인 單獨家口도 있을 것이므로 동일 家口規模의 경우 單獨家口의 最低生

活費는 老人單獨家口의 경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성격을 

計量經濟學的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각 家口가 응답한 主觀的 最低生計費

를 다음의 식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SMLC = 53.11 + 0.28 Y - 28.91 H1 - 12.74 H2 - 27.05 H3 .... CD 
(34.7) (21.5) (7.2) (3.이 (9.0) 

R2 
= 0.22 S. F. = 0.000 

SMLC와 Y는 主觀的 最低生計費 및 소득 수준을 H1 , H2, H3는 각각 

一般家口를 기준으로 한 단독， 모자， 노인 가구를 대표하는 더미 변수이 

다. 대부분의 통계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1인당 所得과 家口特性 더미변수를 1인당 最低生計費에 

회귀한 결과는 H2변수(모자가구)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진다. 

SMLC이 =19.925+0.249 y;N-1.408 N+4.181 H1-0.047 H2-1.696 H3 ..... CZ) 
(25.0) (20.8) (8.7) (3.7) (0.04) (2.0) 

R2 = 0.l9, S. F. = 0.m 

위 식을 이용하여 Leyden方式에 의한 主觀的 資料에 기초한 特性家口

의 最低生計費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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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2-1> 家口特性別 Leyden方式에 의한 主觀的 最低生計費

(단위: 만원) 

일반가구 단독가구 모자가구 노인가구 

식 @에 의한 라이덴 73.8 
方式의 最低生計費(l) (100.0) 

식 @에 의한 1인당 
最低生計費 14.3 

註: ( )은 特性家口般家口의 비율. 

33.6 
(45.5) 

22.7 

56.1 
(76.0) 

36.2 
(49.1) 

15.4 

거택보호대상 및 자활보호대상 家口의 경우도 一般家口에 비해 노인， 

장애인등의 비율이 높아 활동성이 적은 이들 家口의 最低生計費도 -般

家口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를 보면; 

SMLC = 47.223 + 0.316 Y - 25.557 GP1 - 11.676 GP2 
(32.8) (24.3) (4.5) (2.9) 

R- SQARED = 0.19 SIG. F = 0.000 

特性家 口 변수의 推定f直는 모두 統計的 有意性을 갖고 있다. Leyden 

方式을 이용하여 家口特性別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表 5-2-2> 居흰 및 自活保護對象泰口 의 主觀的 最低生計費

(단위: 만원) 

일반가구 거택보호대상가구 자활보호대상가구 

덴方式 
69.0 31.7 52.0 

最低生計費(1)

특성家口(1)/ 100.0 45.9 75.4 
일반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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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非調훌期間의 最低生計費의 推定

비 조사기간의 最低生計費의 예측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中位家 口

支出構造 變動에 맞추어 비목별 구성을 조정한 후 消費者 物價變化를 반 

영하여 비 조사기간의 最低生計費 즉 賞困線을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만 물가 혹은 生計費 指數의 변화를 반영 하고 있을 뿐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측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이후의 

最低生計費의 추정은 조사기간에 추정된 最低生計費를 기초로 하고 物價

指數의 變化， 國民所得의 上昇， 그리고 鷹好의 變化 둥을 고려하여 추정하 

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方法 1> 

嘴好의 變化를 도시가계연보 및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에서 추 

정하고， ’94년 선정 마켓 바스켓을 이에 따라 재조정한 후 消費者

物價變化도 반영하여 미래의 最低生計費를 추정한다. 

예: 실질 Ei / 실질 Y=F(실질 소득， 시간(T) ， Pi!P) 

- 시계열 자료 혹은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의 이용 

여기서 Ei는 i 상품 혹은 비목에 대한 寶質消費支出， Pi 는 그것의 價

格水準을 표시한다. 여기서 鷹好의 變化는 각 상품 혹은 비목에 대하여 

선호의 경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시간변수의 推

定f直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매개변수의 값은 비목 i에 대한 사회의 效用

價順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뿔好의 變化가 과거에 어떻게 변화해왔 

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추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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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效用困數에대한 가정이 필요하고 시간에 따라 I뽑好의 變化에 영 

향을주는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변수화하거나 분명 

하게 설명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다. 비록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 

론화와 현실 검증에는 많은 시간과 작업이 요구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 

도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方法 2> 

다음으로 最低生計費에 포함될 품목 에대하여 금번에 조사된 低

所得 層의 소비수준과 도시가계연보 및 농가경제조사의 평균치와 

의 차이를 구하고， 이 비율을 그대로 추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도 

시 및 농가조사의 자료에 적용하여 예측코자 하는 연도의 저소득 

계층의 最低生計費를 간접 추정한다. 이 방법의 경우는 가장 단 

순하고 조작이 용이하지만 국민소득의 상승에 따른 最低生活 욕 

구수준의 향상과 嘴好의 變化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점을 갖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뽑好의 變化에 대하여 무리한 가정이 

비교적 적고 조작이 용이한 다음의 방법을 이용코자 한다. 

<方法 3> 

조사년도의 最低生計費를 기초로하여 國民所得의 向上， 物價水準

의 增加， 그리고 뺨好의 變化를 반영한 다음 연도의 最低生計費를 

다음의 식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95년도의 最低生計費(M95)

= (1 + E X GD X M94 

= (1 + E (1 + a) X Ga) X M94 

= (1 + E (1 + a) (1 + p)RGa) xM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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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는 最低生計費의 所得彈性f直， Gl과 Ga는 각각 본 연구의 조 

사대상과 같은 계층에 속하는 低所得層 및 2fi均家口의 과거의 名目所得

혹은 消費支出의 평균 증가율을 RGa는 平均家口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p 

는 물가증가율을 나타낸다 a는 低所得層의 소비 혹은 소득 증가율이 平

均家口의 증가율보다 빠를 때 그 빠른 속도의 정도로서 두 집단간의 소득 

및 消費支出의 접근 속도를 의미한다. 

먼저 最低生計費의 所得 彈性f直를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 調흉對象者 

의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였다. 主觀的이 아니고 연도별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最低生計費의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 主觀的이기는 

하지만 일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의 推定植와 크게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調훌對象者가 스스로 생각하는 主觀的 最低生計費

가 소득수준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가를 추정하였다. 

\jLOG(MIN) = 2.152 + 0 깎2 LOG(Y) 

(50.3) (47.3 

R판2 = 0.4경3 S. F. = 0α.000 N = 2때960 0 

추정 된 彈性{直의 크기 0.472는 통계 적으로 유의 할 뿐 아니 라 1991년 

低所得層 조사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와 j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유사한 상용고의 彈性f直는 1991년 0.53511)이어서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低所得層 및 2fi均家口의 /소득 증가율의 변화 추세를 연도별로 구하기 

어렵고 계층간의 소비행위에서 鷹好의 變化는 소득수준보다는 消費支出水

11) 박순일·원창희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최저경제생활보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학술발표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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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의 變化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되어 Gi와 Ga를 구하기 위하여 양 계 

층의 消費支出의 추세를 보았다. 

〈表 5-3-1> 動勞者 家口으I 10 分位別 消費支出의 推移

(단위: 천원) 

8o æ ~ ~ M ~ æ ~ æ æ 00 91 92 93 

평균가구 174 212 236 259 282 302 332 380 443 562 650 780 002 9æ 

3분위 계층 121 146 173 182 200 208 228 266 309 잃3 452 딩6 651 730 

資料: 통계청도시가계연보J ， 각년도 

2f-均家口 消費支出에 대한 3분위 家口 消費支出의 비율 추이를 보면 

1979년부터 1988년까지 0.69에서 0.80까지 변동이 심하고 안정적이지 못 

하다. 이에 비하여 최근 5년간에는 약간의 상승경향을 분명히 보이고 있 

어 이 특징을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분위 계층에서도 어 

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 계층간의 消費支出 행위는 양과 질 양면에서 매 

우 완만하나마 접근되고 있으며， 이는 양 계층의 일반적인 소비행위에서 

뽑好의 變化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1989-1993)의 양 계 

층 消費支出 증가율의 비율(3분위의 消費支出增加率/ 平均家口의 消、費支

出增加率)은 평균 1.121이었다. 따라서 식의 값은 1.121이 된다. 식을 

다시 표현하면; 

M95 = (1 + 0.472 x 1.121 X Ga) X M94 

1994년의 最低生計費가 추정되었을 때 1995년의 평균적 消費支出의 

변화율만 알면 國民所得의 向上， 어느 정도의 띤룡好의 變化， 그리고 生計

費의 變化를 반영한 1995년의 最低生計費를 예측할 수 있다. 평균적 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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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支出의 변화율이 예측 안될 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國民所得의 增加

率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여(단， 계층간의 접근속도는 소득과 소비에서 단 

기간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最低生計費를 예측할 수 있 

다. 



第 6 章 縮合 및 結論

第 1 節 標準家口의 最低生計費

추정된 비목별 最低生計費를 합산한 最低生計費는 전국 2인 가구 35.6 

만원， 4인 가구 66.7만원이며， 중소도시 2인 가구의 경우 35.5만원， 4인 가 

구의 경우 66.5만원으로 추계되었다. 이와 같은 금액은 부록 I에 실린 간 

접적 혹은 거시적으로 추정된 最低生計費 수준에 근접 혹은 거의 일치하 

고 있다. 케인즈의 消費困數를 이용하였을 때 소득이 없는 4인가구의 最

低生計費는 약 60만원으로 추정되었고 轉換回歸模型의 경우 4인 가구의 

最低生計費는 70.0-79.6만원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어 마켓 바스켓의 추정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主觀的 最低生計費의 경우도 라이덴 方式

에 의한 主觀的 最低生計費， 大都市 71만원， 農村 65.6만원은 마켓 바스켓 

의 추정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평균소득에서 평가한 4인 가구의 主

觀的 最低生計費는 全國 76만원， 大都市 79.2만원이어서 역시 비슷한 범주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켓 바스켓에 의한 最低生計費 추정은 비목별 

最低生計費의 구체화에 있어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분석의 결 

과와 같은 범주에 들며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大都市 4 

인 最低生計費 약 71.2만원은 '94년 6월 도시가계의 가계지출(추정금액 

124만원)의 약 57.4%, 평균소득(추정금액 174만원)의 40.9%이어서 Peter 

Townsend나 Lee Rainwater의 絡對賞困線을 약간 밑돌고 있어， 이는 선 

진국의 最低基準에 근접해 가는 우리 실정을 반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목별로 보면 最低食品費는 全國 27.5만원， 大都市 27.8만원， 中小都市

27.3만원으로서 最低生計費에 차지 하는 食品費의 비율은 大都市 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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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都市 41.12%로， 이 는 도시 가계 연보 전가구의 비율 26.41%보다 높은 

수준이다. 住居費의 경우는 방 물에 5평을 허용하고 입식부엌까지를 最

低住居의 擺念에 포함시킬 때 中小都市의 경우 14.0만원이다. 이는 도시 

專賞家口의 가계지출에 대한 비율 23.13%와 비슷한 21.08%로서 低所得層

의 住居費 부담을 최소한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保健醫擾費 전국의 경우 3.2만원으로 最低生計費에 대한 비율 4.81%는 도 

시지역 專賞家口의 비율 3.97%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低所得

層의 질병 이환 상태가 般家口에 비해 좋은 편이 아님을 반영하고 있 

다. 低所得層의 주요 생활비목인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교양·오락비의 最

低生計費에 대한 비율 5.58%는 일반가구보다 적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사 

교육비， 교양·오락 등 사치품적 성격의 지출을 최저개념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생필품적 소비성향이 강한 食品， 주거， 보건의료， 광열수도 

둥에서는 일반가구의 지출성향보다 크거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필품적 소비성향이 약하거나 사치품적 성향이 강한 교양·오락， 其他 消

費支出， 非消費支出 등에서는 일반가구보다 낮은 소비비율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참고: 반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은 부록 I의 3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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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都市家計年諸 專寶家口의 家計支出

전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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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家口特性을 반영한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

본 연구에서는 전소득계층‘ 료를 이용하연용ε口規模의 변화와 家口特/' 1 _____ 

性의 차이에 따른 지출H 약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외국 둥 선행연구의 

경우 단순히 家口規模의 변화가 지출증가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家口規模가 한사람 증가함에 따라 지출증가분은 감소하는 

規模의 週減原理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주로 食品費， 住居費， 家口什

器·家事用品費， 피복·신발비 지출 둥 家口員 사이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서 발견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비목별로 規模의 체감효과는 다르지 

만 총체적으로 체감한다는 가설을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家口規模가 

증가하여도 소비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농， 전축 등 내구재는 家口員이 한 두명 증가하여도 전혀 추가로 구입 

할 필요가 없는 共有財塵이다(비록 내구년한에는 영향을 줄지라도). 품목 

에 따라 공유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이 공유의 부분 

을 갖고 있어 家口員이 증가함에 따른 비용 부담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필 

요가 없다. 따라서 공유의 성격을 갖는 소비품목이 있는 한 家口規模가 

작은 데서 큰 規模로 증가함에 따라 일인당 지출 증가분은 계속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家口規模가 커질 수록 공유부분에 대한 家口 부담은 더 적 

어지기 때문에 1인 가구에서 한사람의 추가 때보다 네사람에서 다섯 사람 

의 증가시 요구되는 지출 증가분은 그 만큼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家口規模에 따른 지출 증가분의 체감현상은 단순히 規模의 증대에 따 

른 공유분의 영향뿐 아니라 家口特性의 차이에 따른 변화 효과도 있다. 

즉 家口員의 변화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 사람의 증감이 아니라 상이한 특 

성을 지닌 家口員의 증감인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4인에서 5인 가구 

그리고 6인 가구로 증대하는 것은 부부 두 자녀 4인 가구에서 한 아이 추 



218 

가 혹은 노인 1인의 추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적 성인의 증가에 

서 보다 증가분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生活保護對象者의 생활수준을 이 사회의 最低

生活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最低生計費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生活保護對象家口 2인 가구의 대표적인 가구인 老人家口의 특성이 

最低生計費 추정에 반영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가구구성의 

특정을 볼 때도 1인 및 2인 가구의 경우 老A家口의 비중이 매우 크다. 

본 연구를 위한 전 소득계층조사(3000가구)에서 老/\家口의 비중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46%， 2인 가구의 경우 30%. 3인 가구의 경우 2.8%, 4 

인가구 0.3%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1-2인 가구에 대하여 老A家口

의 均等化指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제5장 l절에 언 

급된 외국의 均等化指數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러 사례 중 우 

리의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전가구 및 계층별 가계지출 조사자료를 이용 

하고 있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均等化指數를 보면 1인 및 2인 가구의 均

等化指數는 노인 및 비노인가구로 구분하여 均等化指數를 추정하고 그 이 

상의 家口規模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균적 혹은 최빈적 가구의 성격을 고 

려하여 均等化指數를 추정하고 있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우리의 標準

家口를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 가구를 설정하고 있다. 

老人家口는 그 家口의 특성 때문에 비노인 家口에 비해 생활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老A家口의 경우 식품열량 

이 젊은 층보다 적게 필요하므로 식품섭취량이 적고， 주택내부 장식비용 

이나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열악한 것 둥에 의해 주거비용도 적게 

들며， 부양할 자녀가 없는 관계로 교육비도 안들 것이다. 또한 교통과 같 

이 매일 출퇴근에 따르는 비용도 적게들고 의복값도 적을 수 있다. 그러 

나 노인의 경우 노환， 만성질병 등 각종 질병치료 비용이 크게 더 들것으 

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老人家口의 생활비는 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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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에 비해 적게 들 것임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통된 현상이라 

고볼수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을 반영한 家口支出乘數를 구하였다. 만약 노인家 

口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평균적 추정을 하게 되면， 비노인 예컨대 젊은 

夫揮家口 혹은 편부모 1자녀의 家口들의 생활비 변화가 영향을 주어 生活

保護對象 家口의 주요 특성인 갖는 老A家口 특성에 따른 생활비 변화 효 

과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老A家口의 더미변수를 추가한 

후 비교적 유의도가 큰 다음의 함수를 선정하여 가구특성을 반영한 家口

想模 효과를 추정하였다 12) 

CEIFS)= 13.141 +0.276CYIFS)-0.859 FS-2.081H Adjusted R2 0.265 

여기서 

(0.485) (0.009) (0.101) (0.824) Signif F = 0.000 

EIFS : 1인당 가계지출 

YIFS:1인당 소득 

FS 가구규모 

H 노인家口일 경우 1, 비노인가구일 경우 0 
C )안은 標準誤差

추정된 均等化指數는 미국의 사례(제5장 1절)에서 본 미국노동통계국 

(BlS)이나 Danziger 등의 추정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2) 가구특성을 반영한 가구균동화지수 분석의 자료는 전 소득계층 조사자료인 
3，000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소득계층 하위 30% 상하계층 자료에 
의한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었고， 하위 30% 
계층과 전가구 간의 가구규모변화에 대한 지출변화효과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220 

韓國과 美國의 家口特性을 반영한 均等化指數 比較〈表 6-2-1> 

7인 6인 5인 4인 3인 2인 l인 브
”
」
 

-구 

1.351 1.265 1.148 
1.161 
1.071 

1l4 

1lA 

1l4 

0.819 
0.619 
0.909 

0.534 
0.510 
0.519 

0.309 
0.280 
0.422 

본연구 

BLS 
Danziger 1.130 

본 연구의 家口特性을 반영한 均等化指數는 미국의 均等化指數와 비교 

해 보면 안정된 추정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均等化指數를 이용하 

여 家口規模別 最低生計費를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低所得層의 

주요 특징적인 가구유형은 1-2인의 家口規模에서는 老A家口이며， 3인가 

구의 경우 젊은 夫歸와 한 子女의 家展이 대부분이고 4인 가구의 경우 夫

歸 두 자녀가 代表的이다. 따라서 이러한 家口特性을 반영한 最低生計費

를 推定하였다. 

註: 1) 1인 및 2인가구는 노인가구를 의미함 

<表 6-2-2> 家口特性을 반영한 家口規模벌 置低生計費

최저생계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20,359 205,914 178,455 
380,106 355,188 307,824 
582,632 없4，439 471,837 
711 ,766 665,107 576,414 
817,401 763,817 661,961 
900,480 없1 ，450 729,242 
961 ,586 898,550 778,727 

206,402 
356,000 
545,729 
666’없4 
765,627 
없3，445 

90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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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는 家口特性을 고려하여 추정한 主觀的 最低生計費결과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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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우 비슷하다. 즉 2인 가구의 最低生計費는 4인 一般家口 最低生計

費의 53.4%로 나타나 主觀的 最低生計費의 분석결과(부록 참조)인 2인 老

A家口의 53.8%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表 6-2-2>의 2인 老人

家口의 最低生計費 35.6만원은 主觀的 最低生計費의 경향과 궤를 같이한 

다고 볼 수 있는 推定順이며 生活保護對象者의 94년 보호목표수준으로 간 

주할수있을것같다. 

第 3 節 結 論

’94년도 最低生計費 추정을 위한 조사연구는 ’96년 OECD 가입 예정 

등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경제여건에 맞는 수준에서 정하고자 하였 

으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最低生活의 개념， 

마켓바스켓의 구성， 그리고 간접적인 最低生計費水準의 추정방법에서 개 

선이 있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우리 경제여건과 소비실태에 맞는 最低生活을 결정하기 위하여 

福社先進國인 서구에서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구 선진국에서 最低生計費 推定의 기준이되는 平均的 家口보 

다는 소득수준이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분포상 最頻所得階層으로 

볼 수 있는 하위 30%'상하 소득 家口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最低生活

職念을 고려하여 最低消費水準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 

된 最低生計費는 극빈층을 조사분석한 最低生計費보다는 높을 것이며 선 

진국의 기준보다는 낮게 추정되었다. 

기존의 最低生計費 推定方式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마켓 바스켓의 구성 

에 있어서 最低生活의 擺念을 具體化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 

구가 전문가들의 전문적이면서도 자의적인 마켓 바스켓 구성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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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恐意性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하여 低所得層

의 소비실태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마켓 바스켓 품목의 선정 

및 소비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갖 

추도록 하였다. 또한 선진경제 지향의 입장에서 품목선정 및 수준결정에 

있어서도 다소 전향적 자세를 취하였다. 기타 각 消費品텀의 價橋， 季節

變動 調整， 家口 支出乘數의 適用에 있어서도 각 소비품목의 가격은 低所

得層이 소비하는 중간 질의 品텀價格을 이용하였다. 季節變動調整도 소 

비비목별로 ARIMA 方式을 통해 월별 지수를 구하여 연율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였으며， 家口支出乘數의 분석에서도 家口規模 뿐만 아니라 家口構

成員의 特性을 고려하여 家口規模 효과를 추정하는 등 모든 1분석 J 분야에 

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개선 노력의 결과로서 '94년 우리나라의 전국의 最低生

計費는 2인가구의 경우 35.6만원， 4인가구는 66.7만원이 추정되었고， 中小

都市의 경우도 각각 35.5만원 및 66.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 

서 추정된 大都市의 最低生計費 수준은 94년 6월 가계지출의 약 57.4%, 

평균소득의 40.9%이어서 일본의 最低生計費 수준인 2f均 消費支出의 약 

68%, Lee Rainwoater의 절대빈곤선인 평균소득의 46-58%나 Peter 

Townsend의 50% 선에는 못미치므로서 우리의 경제력에 부응토록 하였 

다. 또한 이 수준은 우리나라 低所得層의 소비행태 분석이나 그들의 主

觀的 평가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부록 1)와 같은 범주에 들고 있어， 본 연 

구의 最低生計費 推定f直는 논리적 틀을 갖추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低所得層의 소비행태를 반영한 합리적 最低生計費水準의 선상에 놓여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13)보다 다소 

13) 본 연구의 결과는 한림대학교(차흥봉 및 최균)에서 춘천시 생활보호 대상자 
를 조사하여 추정한 최저생계비 635，806원보다 높다. 이는 조사대상의 차이 
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하위 30% 계층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소비품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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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福社社會를 헝:한 전향적 입장에서 最低生活을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89년 연구) 혹은 다른 연구들에 비해 

서 발전적 입장에서 추가된 품목이나 수준이 上向調整된 품목으로서 다음 

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곡류 어패류 및 채소류 품목이 다양해지고 

加工食品에 다양한 食品이 추가되었으며， 주거시설의 질이 上向調整하였 

다， 보건의료의 경우 低所得層의 의료욕구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비목에 

서는 세탁기， 가입전화， 가스레인지 등이 추가되었다. 이에 비하여 보다 

발전된 경제적 여건에서 最低生計費를 추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품목들과 上向調整될 품목들도 있다. 예컨대 전용 수세식화장실 목욕 

탕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추가되도록 고려되어야 할 最低生活의 소비대상 

들이다. 

또한 본연구의 많은 노력이 쪼意性의 排除와 짧究結果의 信賴性을 높 

이는 데 두었지만， 마켓 바스켓의 구성이나 消費困數의 추정 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연구개발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最低生活의 擺念規定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 

한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所得調훌 및 低所得層 生活寶態 및 家計樓調훌 

에 있어서도 보다 장기간의 조사와 조사기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품목가격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추정치는 2 
인가구의 경우 52.3만원이어서1 우리의 추정결과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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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鐵 1. 其他方式에 의 한 最低生計費 推定

1. 消費困數를 利用한 最低生計費 推定

가. 케인즈의 消費困數

케인즈의 단기적 성격의 消費困數는 단기에 있어서 소득증가와 더불어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는 가정과 더불어 소득이 없을 때도 최저한의 소 

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케인즈의 

消費困數의 성격을 이용하여 일부 학자들은 그의 消費E젠數의 절편을 最低
\/ 

生計費로 간주하여 이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장현준(1984) 등은 

이와같은 방법을 채용하였다. 일인당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지나치게(40 

만원) 나는 家口를 제외하고 일인당 지출에 일인당 소득을 회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갱 = 14 또4 + 0%4(y 

(29.5) (4.이 

\ R-SQUARE = 0.006 LOG-LIKELIHOOD= -12358, N = 2766 

fE = 15 싫8 + 0.05O Y - 0121 Pfh - 2 ￡3 옳 (식 1) 

\ (22.4) (3.7) (0.1) (2.5) 

\ R2 
= 0.008 Log-Likelihood = - 12355 

위 식에서 E 와 Y는 각각 家口원 일인당 지출 및 소득이고끄댄， 'Da 

는 大都市를 기준으로 한 中小都市와 농촌의、지역 더미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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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 의하면 最低生計費는 약 14.5만원에서 15.4만워에 걸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94년의 일인당 最低生計費 약 15만원은 대체로 육체적 

最低生活을 충족시키는 수준을 크게 넘어 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케 

인즈 消費困數의 약점은 계층간의 소비행태에 차이가 있다면 케인즈 유형 

의 단순 회귀 모형은 진정한 最低生計費를 대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다. 소비자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몇 단계의 소비행태를 보일 

수 있는데， 예컨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육체적 最低生活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소비행태와 그 이후의 행태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생활 

수준 이하에서의 소비행태와 기본 욕구가 충족된 이후의 소비행태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케인즈의 消費困數를 이용한 最

V低生計費의 추정은 대체로 最低生計費 수준을 하향시키게 된다. 특히 低

所得層의 한계소비성향이 클 때 하향 추정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환회귀모형 (Switchil1g . Regæs.s.i()11 

ModeD을 이용하여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였다. 
、

\/ 
나. 轉換回歸模型(Switching Regression ModeD에 의 한 最低生

計費의 推定

최저소비수준은 대체로‘세가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래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低所得層이 소득이 없어도 최저로 소비할 수 밖에 없 

는 수준인 소비곡선의 절편과 소득증가와 더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비 

도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에서는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되는 소득 및 소비의 수준을 또한 최저수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최저 필요량 결정에 근거한 최저소비수준은 두번째의 수준보 

다 적을 수도 혹은 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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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의 최전숫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경제학이나 재정학에서 이 

용되고 있는 전환회귀모형 Cswitching regression modeD을 원용할 수 있 

다. 이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균형수지가계의 소득분포를 보고 가장 발생 빈도가 큰 소득 범위를 

잡아 그 안의 어떤 소득수준이 전환점인 것으로 보고 스위칭 모형을 

50-처하 
T'ö ì':i. 

- 스위칭 모형의 제 1가정은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한계소비성향 

이 다르다는 것임. 따라서 스위칭모형의 전환점은 그림의 45도 

선상 즉 균형수지가계의 소득에서 발생할 것이므로 전환점도 이 

소득범위내의 빈도가 높은 수준의 소득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소비 

육체적 최저생활수준 Cpm) 

득
 
, 소

 

〈圍 1> 肉뿜的 훌低生活水準 

단， 함수의 모양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흑자가계의 모든 家口와 적자家口의 모든 家口는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동일한 한계소비성향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각 영역에서 선형消 

費困數를 이 용하게 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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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육체적 최저생활수준 (pm) 

<圖 2> 肉뿜的·社會的 最低生活水準

> <= 
.::L. "=1 

둘째， 각 영역에서도 소득계층별로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면， 예컨대， 

적자가계에서는 소비를 위해 빚을 많이질수록 추가소득 중 소비에 할당하 

는 부분 즉 한계소비성향이 커지고 흑자가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 

소비성향이 작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3차함수 모형이 될 것이다. 

2) ~字家計와 黑字家計의 限界消費性向 크기의 比較

가) 가설 1: 적자가계의 한계소비성향<흑자가계의 한계소비성향 

흑자가계의 경우 정상적인 한계소비성향을 갖지만 적자가계의 경우 물 

리적 혹은 육체적 최저수준을 충족하면 소비를 위한 부채의 부담을 줄이 

기 위하여 추가소득중 소비할당 부분을 억제하게 되고 따라서 이 수준은 

흑자가계의 추가소비분보다 적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만원의 소 

득이 증가하였을 때 흑자家口는 7 만원의 소비증대를 할 수 있다면 적자 

家口는 증대된 소득에서도 最低生活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도 빚을 얻 

어야 하는 형편이므로 7만원이나 소비를 추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이 가정하의 모형은 그림 에서와 같이 육체적 생존의 最低

生活을 출발점으로 하여 소득상승과 더불어 사회적 最低生活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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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소비를 증대시켜 나가나 그 증가율은 흑자家口보다 떨어 지는 그 

렴을 갖을 것이다. 보다 강한 가설은 最低生活수준에 못 미치는 적자가 

계의 경우 비록 소득이 증가하여도 소비는 最低生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빚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되어 한계소비성향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 가설 2: 적자가계의 한계소비성향>흑자가계의 한계소비성향 

적자 가계의 경우 육체적 最低生活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기 

본적 最低生活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비록 아직 소비를 위해 빚을 지어야 

하는 형편이더라도 黑字家口에 비해 소득증가분 중 더 많은 부분을 소비 

에 충당할 것이라고 가정하면，iJft字家口의 소비증가율은 흑자家口의 그것 

보다 클 것이다(圖 3, 4 참조) . 

소비| / 소비 1 

(bm) 

샤/ 
(pm) (pm) 

~~ J::.~ 

pm: 육체적 최저수준 bm: 사회적 최저수준 

〈圍 3> 렀字家計의 限界消費性向 <圖 4> 黑字家計의 限界消費性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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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推定 結果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하 

기위하여 다음의 전환회귀모혀을 추정하였다. 
‘---./---'"'-----,- /' 

Y > YO 일때 Ch = 강1 + bhxy 

Y <= YO 일때 Cl = al + bl X Y ................. (2) 

YO는 한계소비성향을 달리하게 하는 분기소득이다. Ch와 Cl 그리고 

암1와 Yl은 각각 고소득층(첨자h)과 低所得層(첨자 1)의 가구원당 지출과 

소득을 나타낸다. 식 (1)의 모형은 William H. Greene(1989)에 의해 개발 

된 퍼스날 콤퓨터의 소프트 웨어 “LrMbEP"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방법은 소비성향이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임의의 소득수준을 선정하 

여 이 소득수준 전후의 계층에 대하여 흰우도 추정(l11Cl찌l11UITI. li1celih()od 

?~.timates2방법으로 추정하였다. 消、費困數형은 limdep 패키지의 용량의 

한계로 선형의 형태를 취하였다. 통계자료에서 소득수준에 비하여 소비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家口로서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일인당 40 

만원을 넘는 家口들은 통계처리의 안정성을 얻기 위하여 배제함으로서 

3000家口의 원 자료가 2766家口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附表 1-1> 推定 結果

표본구분 
소득(만원) 

8 

Ch 

추 정 식 전환소득(YO) ^l출(Co) 

5.9 11.7 



〈附表 1-1> (계속) 

1 표본구분 
소득(만원) 

10 

13 

15 

16 

(9x 

18 

19 

추 정 식 

Ch = -4.89 + 2.24 yh 
(7.1) (31.9) 

Cl 12.0 + 0.24 Yl 
(38.5) (23 .1) 

Ch = -3.76 + 1.81 yh 
(5.9) (35.0) 

Cl = 14.86 + 0.166 Yl 
(38.7) (13.2) 

Ch = -2.8 + 1.55 yh 
(5.1) (39 .1) 

Cl = 17.3 + 0.10 Yl 
(38.7) (6.9) 

Ch -2.5 + 1.47 yh 
(4.7) (39.4) 

Cl = 18 + 0.08 yl 
(18.4) (38.6) 

Ch = - 2.1 + 1.39 yh 
(4.0 ) (40.7) 

Cl = 19.7 + 0.04 Yl 
(38.1) (2.6 ) 

Ch = - 1.7 + 1.29 yh 
(3.2) (40.8) 

Cl = 21.5 c:/0.0012 Yl 
(37.3) (0.07) 

Ch = - 1.5 + 1.26 yh 
(2.9) (40.7) 

Cl = 22.1 r 0.015 Yl 
(37.0) 、 (0.8) 

Ch = -0.64 + 1.11 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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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소득(YO) 지출(Co) 

8.2 13.9 

6.8 16.0 

13.6 18.4 

14.7 18.9 

15.7 19.7 

17.5 21.0 

18.4 21.7 

(12.7) (42.9) 20 \-'-"'.' 1 \"""' .. -'1 22.1 23.9 
Cl = 26.4 l 0.11 Yl 

(36.7) (5.0) 
Ch = -0.52 + 1.09 yh 

(1.1) (43.이 
Cl = 27.22 r 0.13 Yl 21 22.8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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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 (계속) 

표본구분 
추 정 식 

소득(만원) 

22 

'\청 

24 

25 

Ch = -0.33 + 1.06 yh 
(0.7) (43.1) 

Cl = 28.28 - 0.15 Yl 
(33.7) (6.3 

Ch = 0.095 + 0.996 yh 
(0.21) (43.0) 

Cl = 30.57 ζ 0.20 yl 
(32.7) (7.5) 

Ch = 0.307 + 0.969 yh 
(42.9) 

Cl = 31.71 - 0.221 Yl 
(32.1) ~. (8.9) 

Ch = 1.182 + 0.871 yh 
(2.8) (44.0) 

Cl = 37.24 - .0.33 Yl 

전환소득(YO) 지 출(Cü) 

23.7 24.7 

딩5‘5 {~525 

26.4 25.9 

30.0 27.3 

위의 추정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低所得層의 한계소 

비성향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즉 低所得層은 고소득층에 비해 정상보다 

억제적인 소비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환의 점이 균형카계이면 
서 低所得層의 한계소비성향이 “0" 인 家口에서 발견되고 있지 못한 결점 

을 갖고 있다. 가계재정이 균형인 家口는 저소득에서 고소득수준까지 광 

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어느 수준의 균형소득에서 소비성향의 전환이 나 

타날 것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많은 균형소득 중 소비성 

향의 전환은 最低生活의 주변에서 가장 큰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 

고 있다. 예컨대， 어느 家口의 경우 비록 소득이 아직 最低生活의 수준에 

는 못 미치지만 곧 소득이 最低生活수준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여 소비성 

향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最低生活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수준 

에서 한계소비성향은 매우 낮아 “0"에 가까울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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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적자가계의 家口가 소득의 증가를 모두 소비에 충당하기보다는 

빚의 일부를 줄여 가면서 소비를 조금씩 늘려갈 것이라는 가설이 보다 설 

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附表 1 -1>에 의하면 한계소 

비성향이 “0"에 가까운 표본구분소득이 17만원인 추정식과 均衛家口所得

과 지출이 거의 일치하는 표본구분소득이 23만원인 추정식이 위의 가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전환점의 소득과 지출이 25.5만 

원에서 일치하지만 低所得層의 한계소비성향이 (-)인 추정이어서 치명적 

문제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한계소비성향이 (-)이라는 것은 낮은 소득 

ι/수준에서는 적자가계의 家口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전환소득의 주변에서는 

v \\혹자가계의 家1 口가 대부분인 것을 의미하므로 전환소득수준은 이미 최저 

생계수준을 넘어 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환 

지출이 평균 약 4인 家口에 대하여 102만원인 것은 最低生活로 보기에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표본구분소득이 17만원인 추정식은 

한계소비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0" 에 가깝고， 균형소득과 지출이 

비교적 근접한 수준에서 소비행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평균 4인 

家口의 전환의 지출 수준 19.7만원(일인당)도 最低生活 수준에 대한 상식 

적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低所得層의 

한계소비성향이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수준도 표본 

구분소득 17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조사자료에서는 이 사이의 값에 의한 표본의 구분은 17만원에 의해 구분 | 

( 된 표본과 거의 일치하여 한계소비성향의 부호가 바뀌는 표본 및 균형 수 / 

\준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여러가지의 가설에 대한 적합도나 결과해 

석의 타당성의 측면에서 볼 때 표본구분 17만원의 추정식이 最低生活수준 

추정에 적합한 식이라고 판단된다. 

식 2에 지역 더미변수를 추가한 아래 식 3의 추정 결과는 식 2의 추정 



244 

결과와 매우 다르다. 이는 지역간의 개별家口의 일인당 소득 수준이 차 

이가 큼을 의미한다. 

E = F(Y, Dm;Da) ......... (식 3) 

〈附表 1-2> 推定 結果

설
 

H 

τ
 

구
 

지출 
(Co) 

추 정 식 
전환소득 

(YO) 

8 

Ch=47.4 - .353 Yh - 5.301 Dm - 13.457 Da 
(45.3) (30.4) (6.5) (16.8) 

CI=12.813 + .151 YI -.173 Dm + .187 Da 
(56.5) (23.6) (0.8) (0.9) 

68.6 23.5 

10 

Ch=22.474 - .129 yh + 1.517 Dm + 7.400 Da 
(8581) (***) (547.2) (3067) 

CI=15.878 + .0뻐 YI + .322 Dm + .272 Da 
(90.8) (11.7) (1.6) (1 .5) 

37.7 17.6 

13 

Ch=26.883 + .249 yh - 2.878 Dm - 6.930 Da 
(36.6) (32.7) (2.5) (6.5) 

CI=16.83 + .030 YI + .345 Dm + .887 Da 
(84.9) (8찌 (1.5) (4.3) 

-45.9 15.4 

15 

Ch=22.789 + .279 yh - 1.814 Dm - 5.741 Da 
(35.0) (37.5) (1.73) (6.0) 

CI=17.738 + .037 Yl + .545 Dm + 1.309 Da 
(76.4) (7.7) (2.2) (5.7) 

-23.1 16.4 

16 

Ch=15.329 + .388 yh - 1.057 Dm - 2.356 Da 
(49.5) (743.이 (2.2) (5.6/ 

Cl=18.930 + .028 YI + .875 Dm + 1.648 Da 
(54.0) (7.8) (1 .7) (3.5) 

10.0 11.4 

17 

Ch=14.427 + .401 yh - .888 Dm - 2.020 Da 
(46.8) (841.5) (1.84) (4.8) 

Cl=19.714 (.015 Yl + .888 Dm - 1.693 Da 
(55.1) ~(4.1 ) (1.7) (3.5) 

13.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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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2> (계속) 

전환소득 지출 
구분소득 추 정 식 

(YO) (Co) 
(만원) 

Ch=13.897 + .394 yh - .791 Dm - 1.782 Da 
(44.7) (868.1) (1.6) (4.1) 

18 19.4 21.5 Cl=20.874 - .047 yl + .962 Dm + 1.720 Da 
(56.0) (1.01) (1.8) (3.5) 

Ch=13.867 + .389 yh - .803 Dm - 1.935 Da 
(44.6) (863.7) (1 .6) (4.5) rn ffi4 ~~ Cl=21.220 - .012 Yl + 1.011 Dm + 2.006 Da 

(54.5) (2.1) (1 .9) (4.이 

Ch=12.021 + .409 yh .104 Dm - .881 Da 
(36.4) f (834.8) (.2) (1.9) 

20 ‘, • ~， ", 26.4 22.8 Cl=25.576 _v.104 Yl + .498 Dm + 1.204 Da 
(38.7) (5.7) (.82) (2.1) 

Ch=1l.709 + .417 yh - .203 Dm - .885 Da 
(35.6) (845.5) (.4) (1.9) 

21 27.3 23.1 Cl=26,325 - .119 Yl + .689 Dm + 1.375 Da 
(38.4) (38.4) (1.1) (2.4) 

Ch=l1.456 + .419 yh - .124 Dm - .872 Da 
(34.3) (0.9) (0.2) (1.8) 22 ，~ "~I , ';:~~: 28.4 23.3 

Cl=27.351 - .141 Yl + .613 Dm + 1.500 Da 
(38.이 (7 .4) (0.9) (2.5) 

Ch=10.717 + .431 yh - .138 Dm - .633 Da 

23 
(31.8) (847.0) (0.3) (1.3) 

Cl=29.640 -.188 Yl + .777 Dm + 1.402 Da 
30.5 23.9 

(37.3) (9.0) (1.2) (2.2) 

식 3의 추정 결과는 추정 결과(<附表 1 -2>)를 해석 할 때 식 2의 추 

정 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식 3의 추정 결과에서도 

고소득층이 低所得層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크므로 계층간의 소비행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비행태의 전환은 여러 수준에서 가능한데 이 

주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성을 보이는 표본 구분소득은 log -likelihood 

이 가장 큰(36182) 10만원이지만 고소득층 표본의 소득변수 계수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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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가 음이어서 논리적으로 볼 때 적합한 추정 모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 이 경우의 最低生計費는 17.6만원임). 본 연구의 가설에 보다 적합하 

고 보다 뚜렷한 전환 수준은 표본구분 소득 17만원에서 18만원 사이인 것 

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추정 결과에서 低所得層의 한계소비성향의 

推定順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며， 전환이 균형가계수준에서 가장 

가까이 일어 나고 있는 표본구분소득 18만원에 가장 근접한 수준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적자 및 흑자家口의 소비행위의 특성의 차이를 가장 뚜렷 

하게 보여 주는 17-18만원대의 표본구분소득이 最低生活을 가장 잘 대표 

하는 표본의 분기점을 포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구분소득이 17만원에서 22만원 

대에 이르기까지 소비행위의 전환을 나타내는 最低生計費 수준은 19.9만 

원에서 23.1만원 사이 에 집중되 어 있다. 

여기서 소비행위가 흑자가계의 家口에서 발생하면 이는 비록 소비행위 

의 전환일지라도 最低生計費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으므로(이 전환점에서 

는 대부분의 家口는 흑자가계의 家口이므로 이 수준의 家口는 最低生活이 

상의 생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적자가계의 家口들이 대부분인 표 

본의 소비행위의 전환은 17-19만원대의 표본구분소득이고 그 전환 수준 

은 19.9-21.0만원대이다. 따라서 最低生活의 소비행태를 종식하는 소비 

행위의 전환은 20만원 안팎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양의 

냉계소비성향이면서 부호의 전환이 일어나고 균형가계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표본구분소득은 17만원이다.' 

케인즈의 消費困數를 추정하여 소비행위 전환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보면 케인즈 모형의 경우 종측의 절편이나 소득변수의 기울기나 

거의 모든 소비전환행위모형의 중간의 값을 갖는다. 또한 추정결과를 단 

순히 통계학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선태된 양 함수의 log likelihood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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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10만원의 

표본구분소득에서는 전환회귀모형의 LOG-LIKELIHOOD( - 36182)이 케인 

즈 모형의 그것 (-12355)보다 더 크다. 따라서 전환회귀모형이 케인즈모 

형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가 

설에 적합한 표본구분소득수준은 17만원인 것으로 볼 때 이 경우의 

LOG-LIKELIHOOD( -11161)이 케인즈 함수의 값보다 약간 적어서， 선택된 

전환모형이 계층간의 소비행태를 반영함으로서 보다 많은 설병력을 가져 

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는 결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식 3을 표본구분소득 17만원을 이용한 전환회귀모형을 추정하 

면 最低生計費는 大都市의 경우 19.9만원이다. 다만 中小都市 및 농촌의 

지역더미변수의 추정 결과 低所得層의 경우 이 지역들의 最低生計費가 大

都市보다 더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低所得層의 어떠한 특성 

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근커를 찾기 어려워 상위소득계층의 

추정식을 이용하여 中小都市 및 농촌의 最低生計費를 추계하였다. 또한 

家口規模의 지출에대한 효과를 발견하기 위하여 家口規模 변수를 식 3에 

추가하여 추정해서 얻은 식을 이용한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家口規模별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였다 

Eh = 17.8 + 0.36 Yh - 0.68 SIZE - 0.86 Dm - 2.40 Da 
(35.9) (834.0) (6.4) (1.9) (40.6) 

El = 25.68 + 0.005 Yl - 1.48 SIZE + 1.02 Dm + 1.40 Da 
(40.6) (1.1) (10.7)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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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3> 地域別 家口規模웠IJ 1 Á.當 最低生計費 推定1)
(단위: 만원) 

l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대도시 25.3 46.5 64.7 79.6 83.9 91.4 94.8 
중소도시 24.1 44.9 62.0 76.0 82.7 89.4 91.4 
농 ξë 22.3 41.9 57.5 70.0 ~8.5 84.3 85.0 
전 국 24.3 45.0 62.2 76.3 82.2 89.1 91.6 

註:1) 全國 推定{直를 얻기 위하여 각 지역의 인구비융 大都市 49%, 中小都市
Z7%, 농촌 24%를 가중 평균함. 

추정결과를 보면1 家디規模의 효과가 선형적으로 나타나서 家口規模가 

큰 家口는 다소 最低生活費가 높은 듯 하나 일인 家口 등에서는 반대로 

다소 낮은 느낌을 받는다. 또한 적자가계에서 소비성향의 전환이 발생하 

였는 데 이러한 현상은 흑자가계로의 전환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 

는 家口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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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觀的 最低生計費 推定

본 연구는 마켓 바스켓 방법에 의한 最低生計費의 추정을 보완 비교하 

기위하여 최빈소득의 계층이라고 생각되는 低所得層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最低生計費를 조사하였다. 물론 最低生計費 개념의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응답을 각자에게서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응답치는 대체 

로 진실한 수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主觀的 最低生計費는 

총지출에대해서 뿐 아니라 食品， 의복， 주거， 보건의료， 교육 등 각 생활 

비목별 지출로도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평균 主觀的 最低生計費는 약 73 

만원이었다. 또한 最低生計費는 객관적뿐 아니라 主觀的인 生計費도 거 

주 지역， 家口특성， 家口規模등에 따라 변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별 

역시 大都市의 主觀的 最低生計費가 가장 높고 농촌의 그것이 적으 

나 중소도시와 농촌 사이의 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家口規模별로는 역시 規模 증가에 따라 最低生計費의 증가 정도가 체감한 

다는 원리가 主觀的 最低生計費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일인당 主觀的 最低生計費수준은 감소세에 있다. 

〈附表 1-4> 地域別 主觀的 最低生計費 調훌 平均{直

(단위: 만원)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누U 초」 

최저생계비 73.0 77.8 72.5 67.1 
평균 소득 92.1 103.8 92.3 76.1 

最低生計費수준이 개별家口의 특성에 얼마나 의존하여 변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거주지역 家口특성 家口規模에 따른 상이한 主觀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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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生計費를 추정함으로써 福패止對象者들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여부나 급 

여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附表 1-5> 家口規模別 主觀的 最低生計費의 調훌平均{直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26.5 47.3 63.6 78.2 91.5 98.5 110.9 
일인당 최저생계비 26.5 23.7 21.2 19.6 18.3 16.4 15.8 
평균 23.9 49.7 74.7 99.1 111.5 130.7 242.3 

最低生計費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요소(家口規模， 소득， 家口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主觀的 最低生計費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 

귀모형으로 最低生計費수준을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는 동일하지만 다소 상이한 두가지 회귀모형이 사용되어졌다. 켰뺑들 

선형함수를 이용하되 각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변수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둘했능 家口원수， 主觀的 最低生計費， 소득변수에 자연로그 

를 취한 새로운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만들었다. 두 추정식의 차이 

는 전자는 家口規模 변화에 따라 일인당 最低生計費도 동일한 비율로 감 

소할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증가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짐을 가정하고 있다. \두번째의 추정함수에서는 소득 

증가는 일인당 最低生計費를 소득증가 이하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다만 함수의 성격상 절편이 적게 추정되어 일정소득수준까지 最低生計費

의 상승 속도는 전자의 추정식의 속도에 비하여 매우 빠른 특징을 갖는다 

(주: 이와 같은 함수에서 두변수간의 관계는 M = C1/a) (dM/dY)Y, 메rI/dY 

a y(a-ll이어서 양 로그함수의 추정결과가 a<l이면 最低生計費는 소득 

증가율보다 적게 상승하게 된다) . 첫번째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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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다음과 같다. 

MIN/FS := 19.80-1.462 FS+0.257 Y/FS+0.830 D1-0.736 D2 ---(식 1) 

(30.0) (11.0) (21.4) (1.8) (1.4) 

R - sqare := 0.18 

FS 家口원수 (단위:인) 

Y 소득 (단위:만원) 

D1 大都市지역을 1로 본 지역더미변수 

D2 中小都市지역을 1로 본 지역더미변수 

MIN 응답자의 主觀的 最低生計費 (단위:만원) 

각 변수 회귀계수의 t값 유의수준을 보면 모든 독립변수들 중소득， 家

口원수， 大都市지역 더미변수의 推定順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中小都

市지역 더미변수와 母子家口 더미변수의 경우 標準誤差가 상당히 커서 통 

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中小都市도 最低生計費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이 농어촌지역과 상이하리라 예상되지만 본 조사결과에 의 

하면 中小都市냐 아니냐가 主觀的 最低生計費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조 

사샘플의 특성과 관련되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변수를 그대로 회귀 

식에 포함시켜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였다. 

(식 1)을 이용하여 家口規模가 4인 월소득 100만원이며 大都市지역에 

거주하는 家口의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여 보면 약 85.5만원， 일인당 

21.4만원이다. 家口員數， 소득수준， 主觀的 最低生計費수준에 log 형태를 

취하여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ln(MIN/FS):=2.254+0.304 ln(Y/FS)-0.222 ln(FS)+O.053 D1-0.007D2 --(식 2) 

(57.8) (27.6) (13.9) (2.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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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0.24 

각 변수 중 소득， 家口員數， 大都市 지역 더미변수의 推定順가 통계적 

으로 유의 미하다. (식 2)를 이용하여 大都市지 역거주， 월소득 100만원， 4 

인家 口의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추정 하면 약 79.2만이며 식 1의 추정 값보 

다 약간 적다. 따라서 (식 1)에서 나타난 모형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식 

2)의 회귀모형을 이용했을 때 主觀的 最低生計費가 약 5만원가량 낮게 나 

타난다. 

(식 1)과 (식 2) 중 어떠한 모형이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추정하기 위한 

최적모형인가를 보면 (식 2)의 모형이 (식 1)의 모형보다 R2가 더 높고， 

(식 1)의 잔차를 분석한 결과 主觀的 最低生計費 예측치와 잔차간의 동분 

산성이 존재하지 않고 잔차가 특정한 패턴을 가지면서 변화하고 있으나 

(식 2)의 잔차분석결과 最低生計費 예측치와 잔차간의 동분산성이 존재함 

으로 동계학적으로는 식 2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식 

의 선택은 통계학적 우월성뿐 아니라 경제 논리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보 

다 나은 상태이어야 한다. 두 식의 특징적 차야는 소득 및 家口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最低生計費의 증가속도가 식 1은 일정한데 비하여 식 2는 

소득수준이 없을 때 낮은 最低生計費와 낮은 소득 수준에서의 最低生計費

의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인이후 일정수준 이후에는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 

다는데에 있다. 어느 논리가 우리 현실에 더 맞느냐를 결정하기는 용이 

하지 않다. 따라서 통계학적 설명력이 큰 식 2를 이용하여 主觀的 最低

生計費， 소득， 家口規模에 모두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를 이용한 最低生計

費 추정식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지역 더미변수 중 中小

都市의 추정결과의 유의성이 거의 없어 전국 통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변수를 뺀 다음의 추정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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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MIN!FS) = 2.254 + 0.310 * Ln(Y!FS) - 0.219 * Ln(FS) 
(5.8) (28.1) <13.7) 

R2 
= 0.24 

〈附表 1-6> 平均所得에서의 地域別 家口規模別 主觀的 훌低生計賢 

(단위: 천원) 

l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 국 26.4 22.7 20.4 19.0 17.6 16.7 15.8 
대도시 29.1 23.8 21.4 19.8 18.5 17.3 16.4 

농 촌 18.0 21.0 19.1 17.6 16.8 16.4 15.0 

지역별 가구원수별 最低生計費를 얻기위하여 이용한 평균소득은 다음 

과같다. 

<附表 1-7> 地域別 家口規模別 平均所得水準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 국 28.7 53.9 76.5 98.3 112.4 130.9 142.8 
대도시 35.6 56.6 80.9 102.9 121.2 132.7 145.6 

농 촌 1M 44.5 66.3 83.6 105.1 133.8 130.0 

註: ’93년 인구비율 농촌 24%, 中小都市 28%, 大都市 48%를 가중평균하여 전국 

소득통계를 구함. 

지금까지는 지역， 家口員數， 家口特性， 所得階層에 따라 응답자가 응답 

한 主觀的 最低生計費만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主觀的 最低生計費는 단 

순히 응답자가 응답한 최저생계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응답자가 응답한 최저생계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하므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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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저생계수준으로 最低生計費를 산출할 경우 상이한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主觀的 最低生計費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附表 1-8> 라이덴方式에 의한 最低生計費(일인당)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 국 25.5 21.1 18.5 16.9 15.7 14.9 14.2 
대도시 26.7 22.1 19.4 17.7 16.5 15.5 14.8 
농 촌 24.7 20.5 18.0 16.4 15.3 14.4 13.7 

主觀的 最低生計費를 계측한 대표적 인 연구인 Leyden方式은 응답자가 

응답한 최저생계수준과 응답자의 현재 가처분소득이 일치하는 점에서 主

觀的 最低生計費를 산출하였다. leyden方式에 의 하여 산출된 最低生計費

는 大都市， 지역거주， 4인家口의 경우 약 71만원이다. 농촌 4인 家口의 

경우 약 65.6만원이 어 서 평 균값에서 추정 한 主觀的 最低生計費보다는 적 

게 나왔다. 이는 라이덴方式에서 실질 지출비 곡선과 主觀的 最低生計費

곡선이 평균소득보다 적은 수준에서 교차함을 의미한다. 

3. 半物量方式에 의 한 最低生計費

식품， 주거，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 이외의 기타 비목의 최저지출은 

각 비목의 최저지출비를 본 연구와 같이 全物量방식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카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의의 앵겔지수나 식품비 

중심의 앵겔지수를 이용하여 最低生計費를 추정할 수 있다. 

가 굉J의의 반물량방식에 의한 最低生計費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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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을 주요비목(식품， 주거，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과 기타비목으로 

구분한 후 광의의 앵겔함수를 이용하여 最低生計費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E4 = 319264 + 1126.6 Y --- CD 
(12.9) (3.93) 

E4: 4대 주요비목(식품， 주거，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의 지출비 

Y: 소득 

@식에서 이론으로 구한 주요 비목의 最低生計費는 전국 487,369 중소 

도시 490，268이다. 이에 상응하는 소득은 각각 149.2만원 및 151.8만원이 

다. 4대 비목 이외의 기타， 6대 비목의 지출과 소득의 관계를 보면; 

E6 = 184,419 + 1610.4 Y --- CZ) 

(4.9) (3.7) 

E6: 기타 6대 비목 지출비 

주요 4대비목의 最低生計費에 상응하는 소득수준에서 기타 6대 비목의 

지출비를 추정하면 전국 424，691원과 중소도시 428，878원이다. 따라서 광 

의의 반물량방식을 적용한 最低生計費는 전국 912，060원과 중소도시 

919，146원 이 다. 

〈附表 1-9> 廣義의 半物量方式에 의한 置低生計費(4인 가구) 

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노U 초」 

주요 4대 비목의 최저지출 487,369 524,935 490,268 407,418 
기타 6대 비목의 최저지출 424,691 478,412 428,878 310,429 
최저생계비 912,060 1,003,347 914,146 717,847 

註: 1) 주요비목: 식료품+주거+보건의료+교육교양오락 
2) 기타비목: 광열수도+피복신발+가구집기+교통통신+기타소비+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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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용비 중심의 반물량 방식에 의한 最低生計費(4인가구) 

이론으로 구한 4인 가구의 최저 식료품비는 278，971원(전국)과 '2:79,576 

원(중소도시 )이 다. 여 기 에 앵 겔계수 0.33(93년 근로자가구의 소득 45만원 

이하의 최하계층)을 적용하면 식품비 중심의 반물량방식 最低生計費가 추 

정된다. 추정결과는 最低生計費는 전국 4인 가구 없5，367원 중소도시 4인 

가구가 847，200원 이 다. 

다. 개별비목에 앵겔함수를 적용한 最低生計費(서상목， 빈곤인구의 추계 

와 속성분석，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9, p .17 -18 방식을 이용) 

〈附表 1-10> 식품비 중심의 반물량 방식에 의한 最低生計費
(단위: 원) 

최저식품비 
최하위 소득계층 앵겔지수 
최저생계비 

햄
 -
獅
않
 織

대도시 중소도시 뇨;효i 
u '--

짧
 nμ
 때 

: 

’ 

때
 
a 

짧
 

279,576 
0.33 

847,200 

277，0않 

0.33 
8잃3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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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1> 標準家口 (4인)의 비목별 置低生計費(4인 가구) 

비 E-1L 
전국 

계절변동지수 
월평균 

(6월생계비) 최저생계비 

료품비 259,443 0.93 278,971 
주거비 16,359 
수도광열비 25,676 0.65 39,502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8,738 
피복·신발비 69,657 0.84 82,925 
보건의료비 51 ,685 
교육·교양·오락비 91,921 0.93 98，없O 

교통·통신비 69,155 
기타소비 123,853 0.78 158，7~5 

합계 776,015 0.96 808,348 

註: 주거비의 경우 가계부를 바탕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적게 나타남 

라. 광의의 반물량방식에 의한 最低生計費 結合 및 全物量方式과 比較

1) 광의의 반물량방식에 의한 最低生計費를 비교하면 개별 비목별 식 

료품 앵게함수를 적용한 最低生計費가 가장 낮고 광의의 반물량방 

식을 적용한 最低生計費가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表 1-12> 각종 앵겔지수를 이용한 最低生計費(4인 가구) 추정결과 

(단위: 천원)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광의의 반물량방식 912 1,003 914 718 
식품비 중심의 앵젤지수 845 847 847 840 
비목별에 앵겔지수 적용 808 
전물량방식 669 714 666 579 

2) 全物量方式에 의한 기타 6대 비목(광열수도， 피복신발， 가구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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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의 最低生計費는 제5장 제5절부터 제9 

절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종합하여 앵겔방식에 의한 방법과 비교 

하면 위 표에서와 같이 각종 반물량방식보다 적게 추정되었다. 

이는 앵겔지수 방법보다 각 비목 최저개념을 더욱 좁혀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最低生計費의 개념은 다시 최저에서 최 

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全物量 방식의 추정치는 최저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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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바스켓 



260 

食料品 마켓 바스켓 〈附表 11-1> 

食品 마켓 바스켓과 編取可能한 熱量 및 營養素量， 總 食品費무| 內譯

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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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1> (계속) 

熱量 및 營養素

열량 단백질 칼숨 철분 비타민A 비타민 Bl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C 

35.0 1.08 1.16 0.36 0.00 0.02 0.00 0.20 0.16 
209.4 6.21 7.20 0.84 0.00 0.12 0.03 0.60 0.00 
201.6 7.00 23.33 1.26 0.00 0.10 0.18 0.83 0.00 
249.7 5.06 31.90 0.99 0.00 0.06 0.04 0.49 0.00 
58.8 2.22 2.77 0.24 0.00 0.04 0.01 0.20 0.00 

111.4 3.42 11.14 0.90 0.00 0.08 0.04 1.75 0.00 
73.3 1.33 8.33 0.43 0.00 0.06 0.03 1.03 0.00 

3293.6 61.18 45.00 33.30 0.00 1.35 0.71 13.밍 0.00 
11.0 0.20 0.10 0.10 0.00 0.01 0.00 0.25 0.00 
40.3 1.15 3.02 0.25 56.64 0.03 0.14 0.16 0.00 

2.0 0.10 0.10 0.01 0.00 0.00 0.00 0.01 0.00 
10.2 0.27 1.26 0.03 0.00 0.00 0.00 0.15 0.00 
10.2 0.11 0.05 0.00 2.00 0.00 0.00 0.00 0.057 

280.0 5.25 10.50 5.60 0.00 0.59 0.14 4.20 63.00 
60.0 0.60 13.20 0.42 307.8 0.06 0.04 0.18 10.20 
35.2 0.20 4.08 0.21 0.00 0.00 0.01 0.00 0.00 

57.8 0.00 0‘ 42 0.02 0.00 0.00 0.00 0.00 0.00 
69.0 0.00 5.40 0.09 0.00 0.00 0.00 0.00 0.00 
17.5 0.00 6.62 0.06 0.00 0.00 0.00 0.00 0.00 

37 .1 4.14 21.28 0.74 0.00 0.02 0.02 0.30 0.00 
44.0 4.80 15.20 2.12 , 0.00 0.08 0.04 0.40 0.00 

136.0 13.00 271 .4 3.30 0.00 0.04 0.04 0.76 0.00 
5.0 0.50 18.00 0.20 0.00 0.00 0.00 0.10 0.00 
3.3 0.24 1.53 0.04 20.31 0.00 0.01 1.35 0.00 
9.0 0.60 2.40 0.15 0.00 0.03 0.00 0.06 0.00 

14.0 0.50 8.30 0.23 0.00 0.01 0.02 0.18 0.00 
30.0 1.00 60.00 0.50 1.40 0.02 0.10 0.26 0.00 

1.0 0.00 0.25 0.00 0.30 0.00 0.00 0.01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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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附表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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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1> (계속) 

열량 단백질 칼슐 철분 비타민A 비타민Bl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C 

0.5 0.00 0.50 0.01 0.60 0.01 0.01 0.05 0.l5 
1.5 0.07 1.38 0.04 6.69 0.00 0.00 0.04 0.23 
0.0 0.00 0.30 0.00 11.52 0.00 0.00 0.00 0.l8 
0.0 0.00 1.50 0.06 3.00 0.00 0.00 0.03 0.60 
2.5 0.34 2.05 0.08 39.없 0.00 0.00 0.11 1.28 
2.5 0.33 3.25 0.25 287.75 0.02 0.05 0.32 21.어 

1.0 0.00 0.30 0.02 18.때 0.00 0.00 0.01 0.60 
3.1 0.31 25.51 0.00 1050 0.03 0.03 0.00 5.60 
1.0 0.05 2.25 0.l5 78.αo 0.00 0.00 O.αo 1.70 
8.6 0.28 10.48 0.32 2937.5 0.01 0.01 0.22 2.50 
2.0 0.08 1.80 0.06 8.68 0.00 0.00 0.02 0.20 
1.4 0.21 10.71 0.l0 180 0.00 0.01 0.06 2.28 
5‘2 0.21 0.95 0.07 22.65 0.03 0.02 0.05 4.55 
1.0 0.00 2.00 0.10 85.10 0.00 0.00 0.04 0.40 
27.0 1.80 55.80 0.81 0.00 0.01 0.02 3.51 17.l0 
0.6 0.00 0.73 0.01 0.00 0.00 0.00 0.00 0.00 
3.2 0‘21 17.25 1.01 0.00 0.01 0.00 0.22 0.00 
0.7 0.l5 1.95 0.24 139.88 0.02 0.00 0.00 0.90 

28.6 2.86 112.2 0.66 206.8 0.11 0.l3 0.66 101.2 
5.0 0.90 6.80 0.58 1457.2 0.08 0.01 0.00 8.20 
0.0 0.00 2.60 0.l0 84.20 0.00 0.00 0.00 0.60 
3.0 0.22 8.l0 0.06 179.4 0.00 0.00 0.06 0.90 
1.0 0.00 0.20 0.01 0.30 0.00 0.00 0.04 0.10 
0.8 0.l6 0.16 0.05 2.00 0.00 0.01 0.02 0.64 
6.6 0.53 8.13 0.52 1820 0.02 0.06 0.09 12.93 
1.0 0.10 3.20 0.09 265.2 0‘ m 0.01 0‘ 03 0.70 
4.0 0.60 8.00 0.54 663.1 0.02 0.04 0.07 2.60 
1.6 0.16 1.83 0.03 3.66 0.01 0.03 0.01 2.33 

26.2 0.91 9.60 0.08 0.00 0.08 0.03 0.08 19.20 
1.6 0.08 0.75 0.08 131.5 0.00 0.01 0.25 2.33 
9.0 0.70 18.00 0.l5 156 0여 0.03 0.l5 8.30 
1.0 0.05 0.75 0.01 0.00 0.00 0.00 0.05 0.05' 
3.0 0.20 0.80 0.05 350.4 0.00 0.03 0.02 0.40 

25.0 2.70 20.80 0.52 113.7 0.10 0.08 0.52 6.50 
0.0 0.00 1.60 0.00 2.13 0.00 0.00 0.07 0.06 

20.0 2.00 4.00 0.60 625 0.10 0.03 0.20 21.00 
11.0 0.30 1.10 0.35 159.4 0.01 0.l0 0.15 1.60 
6.8 0.37 27.75 0.20 291.5 0.01 0.02 0.00 6.75 
5.7 0.38 27.50 0.25 465.77 0.01 0.01 0.00 5.57 

17.0 0.80 13.80 0.48 574.8 0.05 0.04 0.30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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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비 

단가(월픽-총가격 

(계속) 〈附表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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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1> (계속) 

열량 단백질 칼습 철분 비1타민A 비타민81 비타민82 나이아신 비타민C 

2.3 0.23 0.23 0.31 0.00 0.00 0.02 0.05 0.70 
1.5 0.07 0.22 0.06 0.00 0.00 0.00 0.01 0.37 

17.0 0.20 3.30 0.06 &;1.00 0.03 0.01 0.51 7.50 
11.2 0.80 2.08 0.13 0.56 0.00 0.01 0.01 0.24 
14.0 0.00 2.40 0.02 0.00 0.00 0.00 0.00 1.20 
19.7 0.31 1.04 0.17 3.75 0.01 0.01 0.25 2.50 
4.6 0.09 1.47 0.07 142.89 0.00 0.00 0.08 0.55 

33.9 0.64 22.4 0.32 72.00 0.03 o.æ 0.00 8.00 
6.7 0.07 0.97 0.15 0.00 0.00 0.00 0.09 0.60 

38.4' 1.12 16.80 0.36 120 0.05 0.05 0.72 26.40 

148.4 13.86 8.40 0.84 104.3 0.04 0.15 3.01 0.00 
109.7 6.17 0.80 0.75 2.05 0.19 0.05 0.56 0.00 
62.0 3.60 0.20 0.24 0.80 0.18 0.02 0.50 0.00 
31.1 1.33 1.11 0.11 1.77 0.02 0.02 0.35 1.11 
10.3 0.83 0.23 0.04 0.00 0.03 0.00 0.33 2.50 
44.0 3.49 3.09 0.32 4.00 0.01 0.05 0.86 0.00 
0.0 0.00 0.00 0.02 0.50 0.00 0.00 0.02 0.00 
3.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0.7 18.69 58.50 3.00 990 0.09 0.65 0.1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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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1> (계속) 

식면표，. ~효r 모「 

자미 

갈치 6.0 4.76 28.닮 

고둥어 30.0 2 60 
꽁치 15.0 2.08 31.2 
도미 5.0 4 20 
멸치(중멸치) 30.0 8 240 
명태 5.0 4 20 

어 | 북어 5.0 6.66 33.3 
병어 2.0 6.66 13.32 
서대 5.0 2.5 12.5 
임연수 5.0 4 20 

패 | 조기 20.0 2.5 50 
삼치 10.0 3.12 31.2 
어묵튀김 10.0 4 40 
-7L7n 「L 0.3 4 1.2 

류 | 바지락(양식산) 3.0 8 24 
조갯살 3.0 10 30 
게 1.0 5 5 
새우냉동품 0.3 12 3.6 
새우젓 1.0 5 5 
오징어(생것) 8.0 5 40 
오징어(말린것) 8.0 4 32 

젓 0.5 10 5 

15 30 
2 28 

15 45 

1.2 840 
2 20 

1.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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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1> (계속) 

열량 단백질 칼습 철분 비타민A 비타민Bl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C 

5.0 1.16 1.00 0.03 5.00 0.00 0.00 0.18 0.16 
9.0 1.14 2.76 0.06 4.02 0.00 0.00 0.13 0.06 

54.0 6.00 7.80 0.48 23.10 0.06 0.13 2.46 0.30 
24.0 3.00 8.10 0.27 10.50 0.00 0.04 0.96 0.15 
5.0 0.90 2.45 0.05 1.50 0.01 0.01 0.16 0.05 

70.0 11.70 387 4.77 0.00 0.03 0.03 3.48 0.00 
4.2 0.85 5.42 0.07 2.85 0.00 0.00 0.11 0.00 

14.1 3.08 12.16 0.13 0.00 0.00 0.00 0.41 0.00 
2.6 0.33 0.66 0.027 4.20 0.00 0.00 0.06 0.00 
5.0 1.00 3.50 0.10 0.50 0.00 0.00 0.15 0.00 
5.8 0.91 0.75 0.05 0.00 ~.OO 0.00 0.00 0.00 

18.4 3.69 7.23 0.18 5.38 0.01 0.04 0.87 0.15 
13.3 1.83 2.33 0.08 3.00 0.00 0.03 0.88 0.16 
16.0 1.50 12.40 0.51 0.00 0.00 0.00 0.00 0.00 
0.0 0.06 0.30 0.01 0.66 0.00 0.00 0.01 0.00 
2.0 0.40 2.70 0.40 2.40 0.00 0.00 0.07 0.60 
2.4 0.48 1.74 0.06 0.00 0.00 0.00 0.03 0.00 
0.6 0.13 1.16 0.03 0.00 0.00 0.00 0.02 0.00 
0.4 0.08 8.44 0.00 0.00 0.00 0.00 0.00 0.00 
1.0 0.10 8.70 0.06 0.00 0.00 0.00 0.01 0.00 
7.6 1.닮 2.00 0.04 0.56 0.00 0.00 0.20 0.00 

28.0 5.40 20.20 0.22 0.00 0.01 0.02 0.66 0.00 
0.5 0.05 0.70 0.10 0.00 0.00 0.00 0.01 0.00 

.‘ ••••••••••. “‘ •.••......•..••. ’ ••••••••••• ‘ ••••••••••••••••••••••••.•...••.•.••••••••••••••.•.•....•..•••... ‘ •••••••••••••••••.•....•..•••.•••• ‘ ••••••••••••••• “ •...... 

0.0 0.76 6.50 0.35 750 0.02 0.06 0.20 1.86 
0.0 0.40 20.80 0.16 441 0.00 0.02 0.18 0.20 
0.0 0.60 28.75 0.27 166.5 0.00 0.03 0.13 0.55 

••• ‘ .••...••••.•• ““ .....•.. “ .••••••••••• “ .•.••••••••.. ““ ••.....••.•••••••••••••••.•.. ‘ .......••.•.... “ •••.••••• ’ •..•...••....•••••••••••••••.•••••.••• ‘ ....•••••••• 

413.0 20.30 700 0.70 672 0.21 1.05 0.70 0.00 
18.0 0.40 14.00 0.02 20.00 0.00 0.02 0.02 0.00 
75.8 3.50 120 0.10 0.00 0.03 0.15 0.1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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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1> (계속) 

열량 단백질 칼습 철분 비타민A 비타민Bl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C 

26.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3.7 0.00 1.62 0.00 0.00 0.00 0.00 0.00 0.00 
572.0 0.00 21쩌 0.13 9.75 0.00 0.01 0.00 0.00 

61.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 •.••••••••••••••••••••••••••••••••••••••••...•••••••••••.• ‘ ••.••••••••••••••••••...••......•.••••••• ‘”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6 0.00 0.19 0.05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 ••••••• “ •••••••.•••••••••••••••••••• __ ••••••••....••••••••••••..••.•••.•••••• ‘ ••••••••••••••••••• ‘ •.•• ‘ 

7.2 1.20 12.24 0.55 0.00 0.00 0.01 0.18 0.00 
7.2 0.72 11.16 0.93 0.00 0.00 0.02 0.21 0.00 
73.0 3.10 22.00 2.42 966.6 0.09 0.23 2.26 15.00 
27.2 1.81 25.18 2.71 0.00 0.07 0.07 0.30 0.00 
30.8 0.91 61.16 0.95 0.00 0.02 0.00 0.00 0.00 
38.8 3.60 36.60 1.53 0.00 0.01 0.06 0.00 0.00 
80.0 O 때 2.40 0.08 24.00 0.00 0.00 0.00 0.00 
0.0 0.00 6.00 0.00 0.00 0.00 0.00 0.00 0.00 
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5 1.00 6.80 1.20 0.00 0.11 0.03 0.36 0.10 
8.5 0.15 2.40 0.10 0.00 0.00 0.00 0.03 0.00 
1.2 0.06 0.42 0.03 0.00 0.00 0.00 0.00 0.00 

합 
8004.9 274.84 2713.42 88.18 17032.91 4.86 5.55 57.66 428.45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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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2> 標準家口의 被服·신발비 

중분류 
프!-R.. 
P , 

외의(가장) 

신사복 

2. 펴복신발 마켓 바스켓 

월 지출액 

1，잃O 
1,111 
1,071 

952 
667 
500 
333 
556 
417 
133 

수량 

1lA 

14 

14 

14 

1lA 

1lA 

1A 

14 

14 

14 

단가 

90,000 
80,000 
90，αm 

80,000 
80,000 
30,000 
20,000 
20,000 
15,000 
8，0αo 

내구년수 

6년 
6년 
7년 
7년 
10년 
5년 
5년 
3년 
3년 
5년 

계절 
(지역) 

동(都) 
춘추(都) 
동(慶) 
춘추(慶) 
동 
동 
춘추 
동 
춘추 

신사복 

오버코트 
잠바 
잠바 
바지 
바지 
반바지 

1,250 
833 

1,071 
714 
667 
833 
833 
625 
222 

1l4 

1lA 

1l1* 

1l4 

1lA 

‘---1lA 

1,4 

1lA 

90,000 
60,000 
90,000 
60,000 
80,000 
40,000 
20,000 
15,000 
8,000 

6년 
6년 
7년 
7년 
10년 
4년 
2년 
2년 
3년 

동(都) 
춘추(都) 
동(慶) 
춘추(農) 
동 

동
 환
 

(주부) 
숙녀복 

오버코트 
스커트 
바지 
바지 
반바지 

숙녀복 

(자녀) 

잠바 동 2년 30,000 2 2,500 
잠바 춘추 2년 15,000 2 1,250 
바지 통 2년 15,000 2 1,250 
바지 춘추 2년 10.000 2 833 
반바지 2년 6,000 2 500 
스커 트 2년 7,000 1 292 
체육복 2년 10,000 2 833 

소 계 도시: 17,688 놓촌객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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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지역) 

;ζ 닝 E 
τ)'tt-rr 

프~J2. 
P , 월 지출액 

1414 

“
。
。
…

”c
‘-

2
2
2
1뻗
 

2
2
2볕
 

때
m
m
때
…
 
… 

m
ω
m
m…

 -

822

… 

• 

g
q
t
m
g이 
… 

n
μ
n
μ
n
μ…

 
• 

낸
낸
캔
갱
#
 

캔
월
照
 

-

-
-
-
-
-
-
-
계
 

어
 

셔
셔
츠
셔
타
 

츠
셔
타
우
 

츠
셔
타
우
…
 
… 

의
 

의
 

지
마
 

의
 

… 
-

”
이
이
셔
팔
웨
방
석
셔
팔
웨
라
)
셔
팔
웨
라
…
소
…
 

)
내
닝
티
、
?
내
닝
티
래
치
”
내
닝
티
초
→
 

장
와
와
ψ
밴
삼
납
부
티
뻔
심
한
녀
티
뻔
삼
닝
늠
 
“
의
장
동
러
?
관
부
송
}
?
패
님
한
떠
후

i
L
-」 ) 

ft1; 

뮤
 
t
1
:
j
;

까
 
r
1
:
i
τ

‘
…
 …
뿌
까
r
1
;
i
a
π
I
1
E
-
-
-
:
-
까
I
τ
E
-
-

…
 
~ 

833 
667 
500 
417 
417 
278 

500 
417 
417 
많O 

417 
333 
333 

417 
333 
333 
625 
278 

A 그1-
T 걷r 

1lA 

1,‘
4 
1l4 

1lA 

1
，

l
ι
 
1l4 

1,4 

1lA 

1l4 

1l4 

1li 

--4 

14 

1l4 

1l4 

1l4 

14 

1,4 

단가 

10,000 
8,000 

12,000 
10,000 
15,000 
10,000 

15,000 
2,000 
2,000 
5,000 

10,000 

12,000 
10,000 
15,000 
12,000 

15,000 
2,000 
2,000 

내구년수 

랜
 써
뼈
 
찌
댄
 랜
 찌
뼈
 
써
영
 
뼈
얘
 
써
영
 

년
 년
 년
 년
 년
 년
 

1A 

14 

n
ι
 。
ι

η
J
 qu 

년
 
년
 년
 년
 

?“ 

n
ι
 nj 

?
ι
 

-
주
’
 

동
 춘
 

양장용 

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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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õ'-딘BrT ET 계절 
내구년수 단가 「」-‘그깐r 월 지출액 

프~조 -E1 (지역) 

직물·실 
1년 2,000 l타래 167 

실 

기타피복 
양말 부모 4월 1,500 2 750 
양말 자녀 4월 1,500 2 750 
스타킹 모 1월 500 1 500 
넥타이 「닝- 2년 5,000 1 208 
장갑 자녀 3년 3,000 2 167 
혁대 부자 3년 5,000 2 278 
손수건 부모 2년 2,000 ,2 167 

쩨
…
 

짧
 짧
 댔
 짧
 짧
 때
 댔
 짧
 짧

…
 

n
ι
…
 

-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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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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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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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뼈
 뼈
 뼈
 
% 

뼈
…
 

… 

m
ω
 
m
ω
 
m
ω
 
m
ω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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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m 
7 
2
…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 

3 
4 
3 
3 
2 
4 
3 
2 
2
‘ 

n
w
인
g
 

… 

… 

빼
뽑
쫓
짧
없
째
 

… 

계
“
 
두
 

무
 

… 

… 

구
 

구
 

화
화
화
화
퍼
…
 

숫
 

자
 

자
 

업
동
 
동
 통
리
…
 

… 
E 

니
디
 

여
l
 

차
「
 τ
。

ι
。

τ
A
E

…
신
 

… 
소 계 도시: 2,722 농촌: 3,728 

피복 및 신발서비스 

세탁료 

최저 피복신발비 

1년 6,000 3별 1,500 

도시: 38,579 농촌: 3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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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附表 11-3> 標準家口의 家具什器 家事用品費 마켓 바스켓 

중분류 
규격 내구년수 단가 「}一-'"걷r 월 지출액 프rε1 표 -1L 

일반가구 
장농 8자 20년 400,000 1,667 
서랍장 3단 15년 150,000 잃3 

전화기 5년 30,000 500 
책상 목재， 4자 15년 10,000 2기l 1,111 
벽시계 10년 25,000 208 
탁상시계 10년 15,000 125 
벽거울 5년 10.000 2개 333 
쌀통 30kg 10년 40,000 333 

가정용기구 

냉장고 180리터 10년 400,000 3,333 
전기밥솥 8인용 6년 65,000 903 
가스레인지 10년 75,000 625 
세탁기 4.5kg 10년 350,000 2,917 
다리미 450W 8년 15,000 156 
선풍기 8년 40,000 417 

식기주방용품 

공기 10년 1,000 8개 m 
대접 대，소 10년 2,000 8개 133 
접시 대，중，소 10년 2,000 , 8개 133 
컵 10년 밍O 4개 17 
쟁반 5년 2,500 42 
밥상 10년 20,000 167 
냄비 대，중，소 5년 4,000 3개 200 
주전자 10년 5,000 42 
후라이팬 5년 8,000 133 
항아리 10년 10,000 3개 250 
식도 5년 3,000 50 

5년 1,0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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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τBErT ET 
규격 내구년수 단가 끼 까-‘ 3걷l' 월 지출액 

프g- -li.j-

도마 10년 3,000 25 
수저 10년 1,000 6별 50 
수저통 10년 2,000 17 
조미료통 10년 3,000 lset 25 
김치통 대 10년 5,000 2개 83 
김치통 -까L、- 10년 3,000 2개 50 
바가지 5년 1,500 2개 50 
고무통 10년 5,000 42 
국자 5년 1,000 17 
대야 대 10년 1,500 13 

가사잡화·소모품 
가사잡화 
드라이버 10년 1,700 14 
가위 10년 2,000 17 
빨래줄 7m 10년 1,000 8 
빨래판 5년 2,000 33 
빨래집게 l년 1,000 l봉(20개) 83 
방빗자루 5년 2,000 33 
쓰레받이 5년 2,000 33 
휴지통 5년 2,000 33 
비누통 10년 1,000 8 
자물쇠 10년 3,000 25 
바늘 5년 500 l쌍 8 
옷걸이 2년 200 10개 83 
목도장 5년 2,500 2개 83 

가사소모품 
협。고 。l투 。 8월 1,000 3개 375 
스타트전구 l년 300 3개 75 
백열둥 6월 400 1개 67 
화장지 1월 200 3개 600 
고무장갑 2월 1,000 500 
빨래비누 2월 500 2개 1,000 
합성세제 700g 2월 2,000 1,000 
부억용세제 3월 1,00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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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1-3> 계 속 

중분류 규격 내구년수 단가 수량 월 지출액 
프σE 고 -1L 

살충방충제 6월 1,500 250 
ξ。E。-11t 1년 1,000 83 
행주 3월 200 67 
흐.>-. l년 500 42 
성냥 1년 250 21 

침구 및 직물제품 

이불(동) 10년 40,000 4채 1,333 
이불(춘추) 10년 30,000 4채 1,000 
요(동) 10년 20,000 4채 667 
요(춘추) 10년 15,000 4채 500 
베기l 10년 5,000 4채 167 
타올 1년 2,000 3채 500 

가사서비스 
정화조 청소료 
- 도시지역 l년 3,000 l회 250 
- 농어촌(화장실) 250 
가구집기수선료 1년 5,000 1회 417 
전화가설신청금 
- 대도시(10급지) 10%/년 250,000 2,083 
- 중소도시 (8급지) 10%/년 210,000 1,750 
- 농어촌(5급지) 10%/년 150,000 1，정O 

••••••••••••• “‘ ••••••••••• ‘·‘ .................................................... H •••••••••••••••••• ‘ ................. ‘ ••••••••••••••• “““ ••••••••• H ••••• ‘ ••••• 

대 도 시 26，875 

합 계 중소도시 26，542 

농 어 촌 26，042 



Z76 

附緣 III - 1않調흉 調훌棄 

인
 
계
 

승
 통
 

HT 

바
ι
 

정
 
일
 

본조사에서 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체8조(비벌의 보호) 빛 
제9조(통계몹척이외의 사용금지 )에 의하여 엄격히 법의 보 
호를 받습니다. 

작 성 기 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쟁활질태조사표 

재 1 차 소득조사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반‘리 번지 * 조사원 성명 ]-3 

가구주생명 4-6 

가가구구구형분태 1 곁혈볼좋 2 결줬볼좋 3 일원협 * 지도원 성명 7 

1. B~7H 2 . .5ò-^f7H 3. 노 4 일반가구 a 

연접결과 1.웅완료탑 2 철 부분적 기타 완.료 3. 응답자가 집에 없음 9 

4. 거 5. 

1。

양구휠 @관 가구계주와의 @성별 @ 연 령 @동거여부 @ 소 륙 

호71 황 01 i패기￡후 Eol}자 ‘ 1 확 (만) 동비동거 단최1정근위균소 3육개 만월원 기의.엽 월 * c 2 2 거: 2 
=c 3 *c *c * c * c 

]] ]2 ]3 ]4‘ ]5 ]6 17-2。

2 2] ~2 23 24-25 26 27-30 

3 3] 32 33 34-35 36 37-40 

4 4] 42 43 4-4--45 46 47-5。

5 5] 52 53 54-55 56 57-60 

6 6] 62 63 6 4--65 66 67-70 

7 7] 72 73 74-75 76 77-80 

廢B

* 가계부 기장여부 :(D 기장하겠다.@기장하지 않겠다. 口

* 위 문항의 소묵은 개인별 소묵율 기엽하고， 이하 설문지 [-6까지는 가구전체의 소묵율 기업할 것 
l 근로소묵(최근 3개월의 월명균) : (만원 습 습 더 습 
2 사업소묵 혹은 농업소묵 B 9 10 

@ 사업소륙(최근 3개월의 월명균) : (만원 口口디 디 口
@ 농업소묵(93년 l년간 소륙: (만원 믿 딩 밍 g E깅 

3. 부업소튜(최근 3개월의 월명균) ‘ ( )만원 
15 17 18 

口口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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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소육(최근 3개월의 월명균) )만원 
口口口口

재산소륙〉 
@ 이자 @ 배당금 @ 임대료 @ 기타 재산소륙(자격증 대여 퉁) 

5. 연금 급여액(최근 3개웰의 월형균) : ( )만원 

口口口
연 금 >

φ 공무원연금 @ 교원연금 @ 군인연금 @ 국민연금 @ 국가유공자 연금 

6 보조금(최근 3개월의 월명균) )만원 

디口 
보조금〉 

@ 가쭉， 친지로 부터 받는 보조금 @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 정부로 부터 받는 영세민 생활보조금 

7. 지출(=생휠비， 94년 I월 지출분) * (주의 : 사업용도의 지출은 제외) 

총생활비 )만원 

8. 건강하고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율 유지하는데 훨요한 최저생활비 ( 

디口口 

)만원 口口口

최저식료품비 ( 

9. 재산사항 

1) 주거현황 빛 시가 

@ 자가(주택가격
@ 전세(천세금-

)만원 

)만원 
)만원 

2) 아래품몹 충 보유하고 있는 것은 ( 

口口口

-보유현황口 -시가 디口口口口口 

@ 보증부 월세(보증금
@ 월세 빛 기타 

)만원 

- 보유현황 :44-52 

@ 건물，~ 콘도(건물)，@별장，@오피스탤，(5)토지，@권리금，r:t;농장，@임야，@농지 

위 보유재산의 총시가 )만원 -총시가 口口口口口口

3) 아래품북 중 보유하고 있는 것은 ( - 보유현황 59-63 

@ 자동차，~ 귀금숙，@ 회원핀(운동크렵 퉁)，@ 저축，(5) 골동품 

위 보유재산의 총시가 )만원 - 총시가 
口口口口口

10. 부채규모 )십만원 
-총부채 口口口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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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廳 III - 2없調흉 調훌票 

1. 가계부 

국 민 생 활 실 태 조 사 가 계 부 (II ) 

조사기간 1994.6.16 - 6.30 

지도원성명 

감독원성명 

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반 

{人

가구주성명 
--_ ......... _--• 

보 건 사 회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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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요령 

1. 조사시작일로 부터 종료일까지 댁에서 포맨한울건율 매일 기업하여 주십시오 돈율 지불하고 소비 

한 물건 뿐 아니라 도읍 지룹하지 앙고 소련l한울효또한 기업하여 주성시오. 돈윷 지불하지 않고 물 

건율 소비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션물을 받았올 떼 

1 다른 사람으로 부터 음식물 며첩받았을 때 

* 집예셔 기른 체소， 곡류， 과일 동물 먹었을 때 

2. 영업상， 농업경영상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풍몹이나 가내부엽율 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재료비， 비 

풍비， 농약바 동은 기업하지 마시고 간컬쟁황흉 유지하기 위하여 천출된 풍북반 기억하여 주십시오. 

3 완료얻L찬출읍간켄풀맴긴와한신~L판진흐L완료밴흐잔란l간첸분3냄맘돼."l 꾀에 기업하여 

주섭시요. 

4. 한룬맘효뺨흔l진캠 잠껑하여 주십시오， 지출품몹。l 많아 한 페이지률 넘율 때는 다음 떼이지를 사 

용하섭시오. 

5. 가계부의 맨 위에 있는 날짜란에 날쩌률 반드시 기업하여 주섭시오. 숫입의난죄출~없는요엠도

날싼률으l앙한신도L엎언U정음:..:>J라고 zl압하고 다음 날에는 다읍 페이지에 새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6. 가계부에는 구입한 물건이름율 기입하시고 동시에 구언한 뭉켠빼 혜낯함는←번호률깅와하셔야 합 

니다. 물건영에 해당하는 번호는 배부된 『번호잭』에서 찾아 기입하여 주십시오. 

7 한줄l칸l에는한풍폼앞깅와하여 주십시오. 

예) 우유， 빵율 한 줄에 기업하지 말고 두줄로 나누어 기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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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기입예시〉 

품기변묵업호의란 상의질품 구입 지대번출호상 수 단 
품명 빛용도 금 액 

방법 랑 위 

5 10 11 2 신사북(상， 힐부구매) 150, 000 별 

1 19 13 0 4 시금치(자가생산) 7 700 단 

@ 구입한 물건에 해당하는 번호률 「번호책A에서 찾아 기업하는 란. 언호는 내자리로 되어있음 

앞의 세자리는 품목의 번호이며， 네번째 번호는 %ι품의 질율 나타댄다 

* 품목명과 번호룰 반드시 동시에 적어야 합니다. 

i 구입한 을건의 질이 (삼)잉 업우메뉴 (1)로 (죽)임 최우메뉴 (2)로， 댄H일경등느 

-마는」라. 삭 죽 하로 분류되지 앙F 품목의 격우에늑 (0)으묻 표기하여 주십시오. 

I 1 ~f망음 사 격우 양말에 해당하는 번호를 변호책에서 찾아보면 5501-3 양말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550은 구매한 을건이 양말임을 나타내는 번호이며 1-3은 앙말 

의 질이 (상)은 1, (중)은 2, (하)는 3임을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즉， 1부터 3까지의 

숫자 중 양말의 질메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표기하면 됩니다. 

훌 상·줌·하에 해당하는 변호를 번호란에 표기한 후 풀볼및용도으l입한Q/LÃI훌 품명을 

기입한 후 ( )안에 상이연 (상)으로 (하)이연 (하)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 중·하 

로 운류되지 않은 품명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l완짚~단 합부로 구언한 껏우)에는j낀록， i탄인오록분 

것우에응~ (3)으로， (짚햄전 칙전 갯잔하여쇼멘효겸운댐는」단록 기업하여 주십시오 

8 구입방법 기업란에 기업한 후 품뾰캘-용도으l앞란에 현금구엽이연 아무것도 기업하지 

말고 외상이나 할부구입인 경우 ( )안에 힐부구입으로， 션물이나 대정받은 경우 ()안 

에 선물 혹은 대접으로 집에서 직접 생산하여 소비한 경우 ( )안에 자가생산으로 기업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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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율 경우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구체적인 품북명율 기업하여 주섭시오 

철붓 기업된 품홉과용도 

1) 션툴 

2) 월부금 

3) 책 

4) 친척집 방문비용 

5) 시장봄 

6) 자녀용돈 

아빠용돈 

바르게 기업된 품묵과 용도 

빽셜탕(션물). 쇠고기(상품) 

냉장고(중품， 월부금) 

요과서， 참고서 

시외버스비， 사과(중품， 외상) 

시금치， 생션묵(중품). 치약 

시내버스비， 참고서 l 노트(상품l. 사탕 

한식외식비(상품). 시내버스비， 담배(중품) 

1) 선을을 샀을 경우 .선을’로 표기하지 말고 선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기입 

한루 ( )안메 t선을’이라고 기입 한다. 

2) 월부로 산 품목에 대해 월부금을 지훌했을 경우 ‘월부금’으로 기입하지 말고 월부금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기입한 후 ( )안에 ‘월부금’이라고 기입 한다. 

3) 자녀의 참고서를 샀을 경우 ’책’으로 표기하지 말고 ‘참고서’로 표기한다. 

4) 헌금으로 사과를 선을로 사고 시외버스를 타고 친척집을 방문했을 경우 .친척집방문 

비용’으로 기입하지 말고 구체적인 선을품목과 고톰비를 기입 한다. 

5) 시장에서 시금치， 생선묵， 치약을 샀을 경우 ‘시장블’으로 기입하지 말고 구쩨적인 

품목을 기입 한다. 

6) 자녀 또는 아빠에게 준 용돈이 있다면 ‘자녀용돈’ 또는 ’아빠용돈’ 으로 기입하지 

말고 용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률 구쳐l적으로 기입 한다. 

@ 가구원 중 누구률 위한 지출인지롤 기업하는 란. 

에) 국언학생 자녁승 위해 ~"i응 λZ 경우 -> 지중 대생번호 ι2어I 4승 기업 

가족 전칙|가 입식응 "l 경우 -> 지충 대λ&엔1.껄에 7응 기업 

지 출 대 상 번호 지 출 대 상 

월홉ι 녀녀 자쭈가기기모녀구E타}충 동 통 영 대부거거악 호생는 영 션안셰인 2 
3 
4 인언이 아닌 타인 5 

번호 

6 
7 
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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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율 구입한 경우는 지출한 비용율， 션불을 받은 경우는 션물의 가격율， 식사를 대정 

받은 경우는 음식값율 기입한다. 자가생산불율 먹었율 경우에는 현시가률 기입한다. 

@ 단위는 번호책에서 제시한 단위률 사용하여 기 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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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 부〉 

6월 일 요일 

지대번출상호 품목의 상의품 구입 수 단 
번호 품명 빛용도 금 액 
기업란 질 방법 량 위 

I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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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기업예시〉 

@ 

「얘
 「 꺼(3) è흔~ ~ 

날짜 이환빛사고 질병 및 사고영 치료 미치료 치료기관 치료비 요통비 
가구원변호 1.급성 2. 만성 3. 사고 여부 이유 

6/16 1( 남연) 감기 (1) x 
6117 11 감기 (1) x 
6120 13 배탈 (1) 0 7( 약국) 2, 000 0 

6126 18 천식 (2) 0 4(보건소) 0 0 
6/29 14 녀t'loJ ’z tl1 (3) O(상비약) 

* 포듀 의료환련 사한용 매입 매입 기익 
@ 영의원， 약국， 보건소에서 유료 혹은 무료로 치료률 받은 경우 @ 집에서 상비약으로 

치료한 경우 @ 천륙률-반지 앙유 혹유 풍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CD 질병이나 사고(중톡포함)률 당한 가구원 번호률 기입하는 란 가구원번호는 ‘지출대상가 
구원번호(가계부 기업예시 참조)’ 와 동일함. 치료률 받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걸린 가구 

원이 있다연 해당 가구원의 지출대상번호률 기업하여 주십시오 

얘) 국의i학생 자녀가 작영애 겨꼈웅 경우 국앤학생자녀의 지중대생변호는 

301으호 작앵 영 사고 가우원번호>tot ’3’ 기잉 

@ 영명과 사고명율 기입하고 ( ) 안에 급성인 경우 1, 만성인 경우 2, 사고인 경우 3율 기 

임하여 주십시오. 

@ 치료률 받았으연 ‘o’ , 치료 받지 않았으연 ‘x’ 로 표기해 주십시오. 단， 가정상비 약으로 

치료했율 경우에는 ‘o’로 표기하고 ( )안에 ‘상비약’이라고 적어 주섭시오 

@ 치료받지 않았율 경우， 다음의 보기에서 이유률 골라 번호률 적어 주섭시오. 

1. 중세경미 
5. 거리가 벌어서 

2. 비용문제 
6. 치료예정 

3 시간부축 4. 치유콘란 
7. 기타 

@ 의료기관용 이용하여 치료릅 싼유 ;엇우에만 기익하여주섭시오 아래 보기에서 해당 

치료기관의 변호를 골라 번호률 치료기관란에 적어주십시오. 

1. 종합영원，영원 2. 치과영(의)원 3. 의원 4. 보건(지)소 
5. 한의원(방 6 보건진료소 7. 약국 8. 기타(종합북지관) 

@ 치료기관율 방문하는데 든 요통비률 기업하는 란. 치료률 받기 위해 지출한 활불←표좋뾰 

률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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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기록란〉 

날짜 이환빛사고 질영 빛 사고영 치료 미치료 치료기관 치료비 쿄통비 

가구원번호 1.급성 2 만생 3. 사고 여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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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섭취상황조사표(예 ) 

6월 20일 (월) 아침 

「→@ ~>@ 「얘 「낙>@ 

..g.시「며 。 식품 빛 조미료명 식품 빛 조미료 랑 섭취랑 

카혜라이스 카례 가루 1봉지( g) 3/4 

감자 2개 

ζ。l;L그 1 개 

양l!} 2개 반 

쇠고기 200 g 

산l.}둘 산나물 200 g( 반근) 전부먹음 

조션간장 2큰술 

참기름 1/2작은술 

통깨 112작은술 

마늘 2쭉 

김치 멸치젓， 고춧가루，파 통깨， 셜탕， 미원 

@가정식 · 성인 며。 @외식 1. 도시락 0 며。 

중고생 여。 2. 매식 며。 

국교생이하 며。 3. 학교，직장급식 0 며。 

4. 이웃집 l 친척집 0 며。 

@준비된 가정 도시락 

동 "" 묵 단 

쌀， 칩쌀， 보리쌀， 벌가루 캡 (200m] ) 
쇠고기， 돼지고기 g 

고퉁어， 물오징어， 닭 둥 마~l로 젤 수 있는 것 마리 
라면， 계얀 무우， 오이 뭉 개로 쩔 수 있는 것 
참기릎 간장 설탕， 깨， 소큼， 다시다 동 조미료 큰스푼， 작은스푼 
시금치， 상치， 미나리， 콩l.}물 동 채소류 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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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끼니에 먹은 포든 읍식(새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만률어 놓았다가 먹은 갯도 포 
함)융 반드시 척어 주섭시오. 단 천에 만툴어 놓았다가 먹은 음식의 경우에는 융식명율 

척고 그 재료이름만 간단히 척어 주섭시오. 

CD 융짐명란에는 해당 끼니에 먹은 음식명융 기업하십시오. 

@ 상풀~촉!!l료명란에는 읍식율 만드는데 사용된 식품 및 조미료를 기업하십시오. 

단，식품 빛 조미료롤 기업힐 때 한 줄에 한가지씩만 기업하여 주섭시오 

@'남풀및촉만혹화에는 식품 빛 조미료의 양율 기입하십시오. 

앙율 쓰설 때는 앞에서 쩨시된 단위률 기업하여 주성시오. 

앞에셔 쩨시된 단위로 기업할 수 없는 정우에도 적당한 단위률 사용하여 식품랑율 반 

드시 척어 주섭시오. 

에) 걷어l 사 두었던 흥냐풍 --) 흥나웅 ‘%그슷으호 한용기-

@ 접쉰합란에는 새로 만든 음식율 해당끼니에 얼마나 먹었는지를 기업하십시오. 

예률 률어，새로 만든 카혜라이스률 3/4만큼만 먹었율 경우 ‘3/4’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단， 새로 만든 읍식의 일부로 도시락율 싼 경우， 먹은 것으로 하고 기업해 주십시오. 

에) 카격|싹이스승 "i응어 3/4응 해당끼니애 집에서 먹고 나어지 1/4윤 도시악에 l킹었 

응 경우 --) 성흑{짱얻어I .전부쩍응’。l야고 적어 주성시요. 

(5) zl캠잠한~는 해당 끼니에 집에서 식사률 한 인원수률 적어 주십시오 

단 성인， 충고생，국모생이하률 분리하여 인원율 척어 주십시오. 

@ 원장한애는 해당 끼니에 집에서 식사률 하지 않은 인원수률 적어 주섭시오， 

도시락으로식사 --) 도시락란에 해당 인원율 기업 

돈율 주고 사먹은 경우 --) 매식란에 해당 인원율 기업 

학모나 직장에서 주는 급식율 먹었율 경우 --) 학요，직장급식란에 해당인원율 기엽 

이웃집， 친척집에서 식사한 경우 --) 이웃집， 친척집한에 해당인원융 기업 

@ 준본댐l으}효도신람란에는 장만한 음식으로 도시락율 몇개 준비했는지를 적어 주섭시오 



288 

2. 가구일반사항조사표 

국민생활설태조사가구일반사항 

주 시·도 

~、

가구주성명 

가구 구분 

가구 형태 

조사기준일 1994년 6월 15일 

지도원생명 

감톡원성명 

시·군·구 읍 i 연·동 번지 통반 

@ 거택보호 @ 자활보호 @ 일반가구 

@ 단톡가구 @ 모자가구 @ 노인가구 @ 일반가구 

보 건 사 회 H 
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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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III 

l 지난 3개월동안 몇언이나 가홈단위 외식율 했읍니까 번 

2. 매일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원이 있읍니까 ? (도시락율 싸서 다니는 자녀의 경우는 제 

외) 

@있다 (3언으로@없다 ( II-1 번으로) 

3. 매일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률 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 
- 1끼률 규칙척으로 외식 명 

- 2끼 이상율 규칙적으로 외식 명 

4. 귀하 가혹의 한탈 최저식료품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원 

5. 귀하 가혹의 주식배(쌀강)는 한탈에 최소한 얼마나 훨요합니까 ? (원 

6 귀하 7}혹의 부식비(반환비)는 한달에 최소한 얼마나 필요합니까 ? (원 

11. 주거벼 

1. 지금 사용하는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개 

2. 귀 가축이 필요한 최저 방수는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개 

3. 사용하는 방의 총연적은 몇 명입니까?명 

4. 전용으로 쓰는 부엌이 있읍니까? CD있다 @없다 

4-1 었다연 부엌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입식(싱크대)@재래식 @기타( 

5. 귀 가구의 전용화장설이 있읍니까? 

@있다 @같은 칩의 타가구와 공동사용 (3)tI}율 공동연소 
6. 사용하는 화장설의 위치는? CD실내 @설외 

7 사용하는 화장실의 방식은? CD좌변식 @수세식 @재래식 

8. 북욕설(세연설)이 있읍니까? 

@있다 @공동사용 @없다 

9 사용하시는 주택의 총 전용건물면적은 몇 명입니까?명 
9-1. 귀 가쭉이 훨요한 최저의 전용건물면적은 몇명으로 생각하십니까?(명 

10. 귀가구의 주택이 률어서 있는 곳은 어떤 지역입니까?(해당하는 것 모두 。)

@일반주택지역 @침수 빛 축대붕괴 퉁 안전우려지역 @탈통네 
@소음，악취풍의 불량주거지역 @공장인접지역 @상가밀집지역 

@주택의 환기 빛 일초상태가 불량한 지역 

11. 주택진입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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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차량의 왕북통행이 가능한 소방도로 

@차량통행은 불가능하지만 리어카퉁이 다닐수 있는 다소 넓은 골몹 

@사랍만이 다닐수 있는 아주 좁은 소골몹 

12. 거주하는 주택행태는 어변 것입니까? 

@양육만톡지상 @앙육단톡지하 @한육단톡 @다세대주택지하 

@다세대주택 지상 @연립주택지하 @연립주택지상 @아파트 

@점포주택 @블록스혜이트단톡 @기타 무허가 가건물(비닐하우스， 퉁) 

* 다음은 주거비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주택은 지은지 몇 년되었읍니까? 지은지 (--)년 

2. 최근 1년간 주택수러(도배도 포함)률 한 적이 있읍니까? φ있다 @없다 

2-1 있율 경우 이때의 수리 빛 도배 비용은 원 

3. 아파트의 경우 주택수리비와 팡열 수도 동 제공과금율 제외한 주택의 매월 관러비는? 

월원 

4. 궈댁은 이사률 얼마나 자주 1i"}십니까? (--- 년)에 한번 

5. 한언 이사할 때， 북덕방 수수료를 포함한 순수 이사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원 

6. (월세로 사시는 경우만 응답) 

월세 원 

7. 그럭저력 살아가기에 알맞은 주택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셰일 경우， 전세금 만원 

월셰일 경우， 월세 만원 

11 1. 광열 수도 

1. 수도시설 
1-1. 수도시설 유무 @ 있다 @ 없다 

1-2. 전월의 수도요금은? (원 

2. 전월의 전기요금은? (원 

3 난방 

3-1. 난방방식 @옹롤 @방별보일러(새마을 보일러)(3)중앙난방 보일러 

@난로 빛 전기장판 @기E} 

3-2. 난방용연료 @연탄 @석유 @가스 @도시가스 @전기 @기타 

3-3. 취사용연료 @연탄 @석유 @가스 @도시가스 @전기 @기 E} 

3-4. 월명균 취사 난방벼용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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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구잭 보유현황 
* 다읍의 품북율이 생활하는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연 ‘폭 필요한가’란에 0표， 그렇지 않으 

연 X표률 하시고， 현재 가지고 계시연 보유현황란에 0 표， 그렇지 않으연 X 표를 하시고， 획묵방법란에 

는 각 쩨품율 획특힐 당시에 신제품율 구입하셨율 때는 <D, 중고품율 구입하셨율 때는 ø, 얻었융 
때는 @율 각각 기업해주섭시오. 

% 북 육 필요한가(o， X) 보유현황(O， X) 획륙방법0 ， 2 ， 3) 

칼라 텔레비전 

라디오 

카세트녹읍기 

비디오 

전축 

카메라 

장농 

장식장 

잭장 

화장대 

책상 

쌀통 

식탁 

믹서 

찬장 

가스레인지 

전자혜인지 

난로(석유，전기) 

전화기 

냉장고 

전기밥솥 

보온밥통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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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피복 및 신발 

l 정상척인 사회생활율 하는데 필요한 정장(신사북， 숙녀북 풍) 수는? 

m 정장한별 

@ 정장 두벌(동북， 춘추북) 

@ 청장 세별(동북， 훈추북， 하북) 

@네벌 이상 

2. 궈하(부인) 또는 귀하의 남면이 보유하고 있는 정장 수는? 
。 가장(남연): (벌 

。 부인: (벌 

3. 한달 명균 최저 피북비(곁웃， 숙옷， 양말 동)는 얼마 정도 듭니까? 

웰 원 

VI.의료비 

1. 현재 어떤 의료보장의 혜택율 받고 있습니까 ? 

@직장의료보험 1 1 

@ 지역의료보험 /-2번으로 

@ 공무원 요원 의료보험 ! 

@의료보호 3번으로 

@ 의료보장 혜택율 받지 못합 I 

2 지난달 의료보험료는 얼마률 내었읍니까 ? )원 

3. 지난 1년간(93. 6 - 94. 5) 가축 중 입원했언 사랍이 있습니까 ?(분만입원쩨외) 

@ 있다 @ 없다 (4언으로) 

3-1. (있율 경우) 입원비를 포함한 총 치료비용은 ? ( 원 

4. 가축 중 3깨월이상 오래되거나 자주 재발되는 만성병율 가진 사람은 몇명입니까 ? 

@ 없다 @l명 @2명 이상 

5. 지난 3개월간 비용문제로 치료률 중단한 경험이 있읍니까 ? 

@ 있다 @ 없다 (교육비항북으로) 

5-1. (돈이 없어서 치료률 중단한 경우) 얼마정도의 돈이 있다면 치료률 계숙할 수 있습니까 ? 

한달평균원 

6. 귀가구가 필요한 최소한의 한탈 명균 의료비는 얼마입니까?(원 

7. 궈가구가 필요한 최소한의 한달 명균 영의원 치료횟수는 몇회입니까?(회 



VI I. 모육비 

1. 취학자녀의 납입금은 얼마입니까? 

주의할 것은 취학전 아동이라도 탁아소，유치원둥에 다니는 것도 포함됩니다. 

요육기관과 납입방식율 아래에서 번호률 찾아 기업하시고 금액융 적으십시오. 

교육기관 납입단위 'È" 액 

자 녀 I 

자녀 2 

자 녀 3 

* 교육기관에는 CD탁아소(보육원，유아원 포함)@유치원 @국민학교 &충학요 
(5)2동학모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이상 

* 납엽단위은 @월별 @분기별 @학기별 

2. 금년 학기초에 륙별히 몹돈이 지출된 책값 빛 문방구비는 얼마입니까? 

자녀 요과서값 참고서값 문방구값 

자녀 l 

자녀 2 

자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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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만l넌동안i 자녀률이 속셈학원，피아노학현 동의 각종학원이나 과외，학습지동의 정큐 

학교이외의 요육 경험이 있는지에 관해 대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녀 학 원 종 류 교 육 비 

자 녀 l 월 원 

자녀 2 월 원 

자녀 3 웰 원 

*학원종류는 @개인과외 @예술 빛 취미학원(피아노l 미술，글짓기，웅변 둥)@단과학원 

@숙챔학원(교육용컴퓨터학원 포함)(5)학습지(눈높이수학 퉁)@직업기술학원 

4. 귀하가 생각하기에 자녀교육율 위한 최소한의 과외수업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월 원) 

5. 궈댁에서는 북돈이 률어가는 자녀모육비률 어떻게 조탈하고 계성니까? 

@매달저축 @융자 @월수입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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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양오락 

l 다음은 가계부작성자 빛 가구전체가 모양오락시설 빛 서비스률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찬난l년효오} 이용하신 것에 관하여 아래에서 대답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품 북 필요한가(o， X) 이용유무(o ， X) 이용횟수 일회 이용비용 

극 장 

스포츠관랍 빛 
운동시셜이용 

박물관，전시관 

여행，가축소용 

2. 신문은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CD정기구톡 @가판 구매 @안본다 @기타 

3 자녀 학습도서를 제외한 각종 도서는 어떤식으로 보십니까? 

@사서 본다 @빌려 본다 @가픔보기 때문에 일정치 않다 @책을 보지 않는다. 

3-1. 사서 볼 경우 한탈 비용은? ( 원) 

3-2. 빌려 볼 경우， ( 월---회， 비용----원) 

VIII.요통통신 

1. 귀 가구의 가구원들이 주로 이 용하는 대중 모통연은? 

@ 버스 @ 전철 @ 기차 @ 택시 @ 기타 

2. 귀 가구의 매일 지출되는 생활 요통비는원 

3. 귀 가구 전체의 월 병균 택시이용 횟수 빛 총택시요금는? 

。 이용횟수 회 

。 요금 원 

IX. 기타소벼 빛 바소비지출 

l 귀 가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은 몇 명입니까?명 

2 귀가정이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원 



3. 귀 가정이 지출하는 각종 세금 빛 사회보장분탑금?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재산세 국민연금부탐금 
- 토지분 
- 건물분 기타쩨셰공과금 

4. 궈 가정의 부채는 
4- 1. 부채규모는 만원 

4-2. 부채의 주된 원인은? 

@ 요육 @ 질영 @ 생활ll]@ 주택관련 자금 @ 가구집기 구입 @ 영농자금 빛 

사업자금마련 @기타 

4-3. 돈율 빌린 곳은? 

@ 은행 빛 금융기관 @ 일가친척 @ 사채업자 @ 기타 

4-4. 매월 지불하는 이자 액수는? 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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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부조사(6월)에 신램 표본01 된 7뮤만 조사하여 주십시요l 

- ’ 94년 2월에 소묵조사률 한가구는 제외! -

국민생활질태 l 차조사표 

가구원 @ 가구주와의 @성별 @ 연 령 @동거여부 @소 둑 

번 호 관계 

기업 본인 남 (만) 동거 단위 : 만원‘ 
요령 배우자: 2 여 : 2 비동거: 2 최근 3개월간의 월 

기타 : 3 명균소륙 기업 

1。 11 12 13-14 15 16-19 

2 2。 21 22 23-24 25 16‘ 29 

3 30 31 32 33-34 35 36 ‘ 39 

4 40 41 42 43-44- 45 46-4-9 

5 50 51 52 53-54 55 56-59 

6 60 61 62 63-64 65 55-69 

7 70 71 72 73 ‘ 74 76 76-79 

* 위 문항의 소육은 개인별 소륙율 기업， 이하 셜문지 [-6까지는 가구전체의 소둑을 

1‘ 근로소륙(최근 3개월의 월명균): 월만원 

2 사업소육 혹은 농업소묵 

@ 사업소묵(최근 3개월의 월명균): 월만원 

@ 농업소묵(93년 l년간 소륙을 월명균으로 환산): 월만원 

3 부엽소묵(최근 3개월의 월명궁): 월만원 



4. 재산소묵(최근 3개월의 웰병균 월만원 

‘재산소육〉 
@ 이자 @ 배당금 @ 임대료 @ 기타 재산소육(자격증 대여 동) 

5. 연금 급여액(최근 3개월의 월평균) : 월만원 

연 금 >--------------------, 
@ 공무원연금 @ 요원연금 @ 군인연금 @ 국민연금 @ 국가유공자 연금1 

6. 보조금(최근 3개월의 월명균 월 만원 

보조금〉 

CD 가혹， 친지로 부터 받는 보조금 @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 정부로 부터 받는 영세민 생활보조금 

7. 월명균 생활비: 월 만원 

8. 재산사항 

1) 주거현황 빛 시가 

@ 자가(주택가격
@ 천세(전세금-

)만원 @ 보충부 월세(보증금-
)만원 @ 월세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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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2) CD 건물，@ 콘도(건물). @별장，(4)오피스텔，@토지，@핀리금，!J)농장，@임야， 
@ 농지 동의 소유 부동산 총시가 만원 

3) CD 자동차，@ 궈긍숙，@ 회원핀(운동크렵 둥).(4) 저축，@ 골동풍 
퉁의 소유 동산 총시가 만원 

4) 소유 농경지 및 농기구의 총사가 만원 



릎i 著者 略歷

朴純-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후業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濟學 碩士

美國 University of Wisconsin, mamson 經濟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1iff究院 1iff究委員

金美坤

建國大學校 經濟學科 쭈業 

建國大學校 大學院 經濟學 碩士

境 韓國保健社용땀f究院 責任1iff究員

i可 솜 雄

東國大學校 法學科 찍ζ業 

中央大學校 社會開짧大學院 文學 碩士 (社會騙때t學 專攻)

現 韓國保健社會1iff究院 主任1iff究員

李受姐

서울大學校 社會福뼈t學科 후業 

서울大學校 大學院 文學 碩士 (社會福며t學 專攻)

서울大짧校 大學院 博士 課程 (社會福뼈t學 專攻)

鄭熙泰

흡혈大學校 社會學科 쭈業 

홈蘭大學校 大學院 文學 碩士 (社會學 專攻)

흡플大學校 大學院 博士 課程 (社會學 專攻)

李敬信

서울大學校 家政大學 食品營養學科 쭈業 

서울大學校 大學院 家政學 碩士 (食品營養學 專攻)

日 本 女子營養大學校 營養學 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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