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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분석
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시스템 운영은 연계 자료 수집, 빅데이터 분
석, 고위험 대상자 도출, 지자체에 위기 대상자 명단 제공, 대상자 상담 및 지원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
서 연계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 다양한 모형 개발,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민간 자원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영역에서의 성과는 단시간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다학제적 접근의 논의가 필요하며,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투자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1)

재하였다.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다양한
행정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관리 기관에서는

2010년 개통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 사회

대상자 관리와 급여 지급에만 활용하기에는 정보

복지통합관리망)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 담당

의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자가 다양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이

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체 분석을 통

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지 업무를 효

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탑

제공하여 급여를 신청하도록 지원하였다. 자체

1) 이 글은 이혜정 외. (2021).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체계 구축(Ⅲ)(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
을 보완하여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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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러한 노력은

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

2014년에 이르러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와 내부

는 근거법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보유 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

발굴 시스템은 2015년 1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

운영되었다.

굴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ICT와 행정데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지향

터를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의 문제 해결 방식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4

지닌, 복지 분야의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 현재는

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

위기 가구 발굴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사업으로

공부조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신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이 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소

다. 송파 세 모녀의 국가 지원 신청 기록은 확인

개하고 운영 절차 그리고 각 절차에서 발견되는

되지 않았고 복지 업무 담당자들은 이들의 위기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뜨거웠던 사회

발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지속적인

적 이목과 관심만큼이나 사건 이후 큰 제도적 변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가 있었다.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
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2.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절차

목적으로 소위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취약계층 관련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정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

된 것이다.2) 이 중 특히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보건복지부, 2015)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기 위해 구축되었다. 운영 과정을 연계 자료 수

관한 법률」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집, 빅데이터 분석, 고위험 대상자 도출, 지자체

를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가 되었

에 대상자 명단 제공, 대상자 상담 및 지원의 각

다. 단전 및 단수, 단가스 정보 등 위기 상태로 추

단계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되는 가구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
활용하여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법은 복지 분야에서 정보통신

가. 연계 자료 수집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먼저 위기 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상대적 빈곤선 기준 도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법」은 지원
기준 완화와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재량권 부여로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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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정보가 수집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개별 공

정보이다.

공(민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전, 단수, 단

연계되는 정보를 <표 1>에서 살펴보면 단전,

가스 정보 등 위기 가구 징후로 추정되는 정보는

단수, 단가스 정보 외에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

금융 연체 정보, 통신비 체납 정보, 의료 위기 정

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집된다. 2022년 8월 말

보, 범죄 피해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현재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정보가 입수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욕구 영역 중에는 경제

고 있는데 이는 회차별 약 450만 명에 해당하는

적 위기로 인한 각종 체납이나 연체 정보뿐만 아

표 1.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연계 주요 정보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보유 기관

정보 내용

한국전력공사

단전

상수도사업본부

단수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 별표 2 각호)
보유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내용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의료 위기1)

도시가스사

단가스

경찰청

범죄 피해

교육부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소방청

화재 피해

건보료 체납

행정안전부

재난 피해

건보료 부과 내역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 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거 위기2)

기초 수급 탈락·중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위기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퇴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연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비 체납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기저귀, 분유 지원
신생아 난청 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체납

자살예방센터

자살 고위험군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자해·자살

국세청

휴·폐업자

행정안전부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주: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기준 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 종결 후 근로단절자
자료: 보건복지부. (2022. 8. 23.).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보도자료.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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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고용노동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 분

의 고용 관련 정보, 자살예방센터의 정신건강정

석 과정에서 도출되기도 한다. 그간 연계 정보가

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욕구에 일차적

2015년 12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돌봄이나 질

구축된 이후 입수 정보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병, 정신건강 등 경제적 어려움과 중첩되어 발견

즉 2015년에는 18종이었던 규모가 2017년에

되는 욕구 및 위기 상황에 대한 고려로 확장되고

26종, 2019년에 32종, 2021년에는 34종에 이

있다.

르게 되었다. 2022년 9월 이후에는 5종의 정보
가 추가될 예정인데 해당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정보’,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정보’, ‘장기
요양 등급 정보’, ‘맞춤형 급여 신청 정보’, ‘주민
등록 세대원 정보’이다.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는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된 기준
이 새롭게 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의
체납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였으며,
자살 및 자해 시도자 정보는 개인정보 대신 가구
정보를 입수하는 방안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다(보
건복지부, 2019, p. 2). 이와 같이 기준 변경이
나 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연계 정보는 관련
기관과의 논의 및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
로 수정된다. 연계 정보 수집이나 개선은 해당 정
보를 입수 및 조정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된 법 개
정 논의와 발맞추어 추진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연계 정보 조정이나 확장에 대한 아이
디어는 현장이나 지자체 의견 혹은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나. 빅데이터 분석 및 고위험 대상자 도출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이후 고위
험으로 예측되는 대상자를 전문 분석가가 빅데이
터 분석 모델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선별하는 단
계를 거친다. 이를 위한 모델링 단계는 가구 구성
이 완료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형을 도출하
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 데이터
훈련, 모델 검증, 모델 구동의 절차로 진행된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가구 구성이 이루어
진 데이터와 관련해 지자체에 제공된 대상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한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
한다. 다음 데이터 훈련 단계에서는 예측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모형을 학습하고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 활용한다. 모델 검증 단계에서는 학습 단
계에서 만들어진 모형에 대해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OC curve)이나 오차 행렬(Confusion
Matrix) 등을 활용하여 모델 성능을 확인하고 타
깃을 잘 예측하는지 확인한다. 여기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마지막은 지자체에 제공해야 하
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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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G 부스트(Boost)를 활용하는 모델링의 세부 단계
(2) 전체 데이터에서의
무작위샘플 추출

(1) 수집·연계한 훈련 데이터 준비

(3)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1

표본집단 1

수집 및 연계된
훈련 데이터
Training data set

의사결정나무 2

표본집단 3

표본집단 5
…

축적

기존
훈련
데이터

+

의사결정나무2의
요인별 가중치

……

표본집단 4

신규
훈련
데이터

의사결정나무 n

의사결정나무n의
요인별 가중치

표본집단 n

(5) 예측모델 검증

(7) 예측 모델 구동

(8) 대상자별 위험점수 산출
개인 1의 위험점수

구분

gbm

xgboost

random

구분

gbm

xgboost

random

0.5

300.8

351.6

198.8

0.5

61.39

71.76

40.57

1.0

603.8

671.6

389.8

1.0

61.55

68.46

39.73

1.5

901

978.4

583

1.5

61.25

66.51

39.63

2.0

1199

1282.6

797.6

2.0

61.11

65.37

40.65

2.5

1480.4

1576.8

957.2

2.5

60.38

64.31

39.04

개인 n의 위험점수

3.0

1761.6

1876.8

1187

3.0

59.86

63.77

40.33

(9) 발굴 규모 산정
대상자
선정
및
분배

“복지사각지대 발굴 예측모델 도출”
(대상자 위험점수 =
Logistic=exp(X)/exp(X)÷1)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각 트리에서
요인별 획득점수

…

테스트
데이터

요인별 위험점수 산출

등급별 lift의 %Response 정확도(%)

등급별 lift의 %Response

모델 검증
(설명력,
타당성)

의사결정나무 1 부터 n 까지의
요인별 가중치 값 종합

표본집단 2

모델 훈련

(12)
훈련데이터
개선

(4) 예측모형 도출

의사결정나무1의
요인별 가중치

(10) 발굴대상자 선정

모델 구동

개인 2의 위험점수

수집 및 연계된
전체 데이터

개인 3의 위험점수

(12) 훈련데이터 개선

(11) 선정결과 모니터링

신규 훈련 데이터

보건복지부와
규모 산정 회의 실시
차수별
발굴조사 대상자 확정
최종 발굴대상자 선정
컷트라인 설정

차수별
발굴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수집

피드백
데이터

모델 훈련
피드백
데이터

연계

발굴
대상자
데이터

자료: 이우식, 김선월, 최솔지, 이인수, 조아라. 강동욱. (2021).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재정립 연구. p. 41.

모형을 구동하는 단계이다.

예측이 잘못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모델링 과정

류를 개선하여 학습에 반영함으로써 강한 예측

에서는 XG 부스트(eXtrem Gradient Boosting)

모형을 도출한다.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은 특히

가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XG 부스트는 여러 개

경사 하강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로 구성된 약한 트리 기반의 앙상블 기계학습 알

데, 즉 반복적 수행을 통해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고리즘이다(윤우진, 서동호, 민세웅, 남해운,

한다.

2021, p. 114). XG 부스트는 그레이디언트 부
스팅(Gradient Boosting)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은 여러 개로 구성된 약한 학습기(weak
learner)를 세트로 묶어 정확도를 예측하는 것이
다. 즉 약한 예측 모형에서 발생하는 학습 오차에
가중치를 두어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면서,

보건복지포럼 (2022. 11.)

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 대상자 기획발굴
상기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식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한 통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면, 통계 모형을 활용하지 않고 전문가 집단
의 직관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전자를 통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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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한다면,

에게 제공되고, 업무 담당자는 대상자 명단을 정

후자는 직관에 따라 주요 위기 대상을 선별하여

보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가정방문을 하거나 유선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획발굴이라고 한다. 2019

으로 연락을 취한다. 지자체에는 사회보장정보시

년 9월에 도입된 기획발굴은 연계된 위기정보가

스템을 통해 2개월 주기로 명단이 제공되며 약

최소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선별하거나 위기

450만 명의 정보 수집 대상자 중에 고위험군으

상황을 나타내는 특정 정보를 지정하여 대상자를

로 선별된 대상자 18만~20만 명의 명단이 제공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

되는데, 이들은 전체 대상자 중 상위 2~3%에 해

행 시기에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강보험료가 감

당한다(보건복지부, 2022, p. 6).

소한 가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 자영
업자가 경험할 수 있는 휴·폐업을 한 가구, 일용
근로자 등을 별도로 선별하여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이우식 외, 2021, p. 56).
기획발굴은 통계 모형을 활용한 기존 방식을
보완한다.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는 위기 대상자를 선
별하고 지자체에 이들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
서 과학적인 분석 기반의 발굴은 아니다. 모형을
활용한 발굴과 무관하게 전문가의 직관을 활용하
거나 현장의 경험을 통해 위기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집단을 직접
규정한다는 점에서 규칙에 기반한(rule-base)
방식에 가깝다.

라. 지자체에 고위험 위기 대상자 명단 제공

마. 중앙 발굴 이외의 지자체 발굴
이상에서 설명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고위
험 대상자를 중앙에서 선별하여 각 지자체에 명
단을 제공하는 하향식 방식(top down)이라 하
겠다. 이와는 달리 2020년 5월부터는 개별 지역
의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
대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
고 있다.
업무 담당자는 중앙에서 제공한 잠재적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지역의 차별화된 취약계
층 특성에 따라 주목해야 하는 위기 요인을 자체
적으로 선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한다. 자체 발굴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대상자 정보를 읍·면·동에 직접

분석 단계에서 고위험 대상자가 확인된 후 지

제공하는 중앙 발굴 방식과 달리 자체 발굴은 잠

자체에 제공되어야 할 명단이 제시된다. 빅데이

재적 대상자 명단을 시·군·구에 제공한다. 시·

터 분석을 통해 선별된 대상자 명단은 사회보장

군·구에서는 받은 명단에서 발굴 대상자를 선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의 복지 업무 담당자

분배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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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기 대상자 방문 및 지원
읍·면·동에 최종 제공된 명단에서 상담 등을

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단계: 데이터
정확성 문제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많은 양의 정

서는 신청·접수하도록 안내하며 자격 기준 조사

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고

이후 복지급여나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가 지원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오류 없는 결과값이 도출될

된다. 담당자는 지원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 있다. 정합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활용하면 아

에 입력하고, 이 정보는 전문 분석가의 빅데이터

무리 탁월한 분석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최종적으

분석 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해 피드백 데이터로

로 도출되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

활용된다.

한 데이터가 생성, 축적, 활용되는 과정에서 품질

공적 지원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행복e음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와

이 낮은 자료가 분석되면 의사 결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가 본래 의도했던 정의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와 일치하는지, 연계 기준에 맞는지 데이터 수집

과 같이 활용 가능한 민간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

과 분석 단계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단전 상태의

여 지원하도록 한다. 즉 지자체에서 발굴한 대상

가구를 연계하였는데 그 가구에 단전으로 인해

자에 대한 지원에는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전기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 가구원이 거주하지

의 자원 보유 상황이나 담당자 역량 등에 따라 다

않는다면 분석의 의미가 없다. 고위험 대상자의

양한 민간 자원이 포함된다. 결국 발굴된 대상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복지 업무 담당자가

에 대해서는 초기 상담, 긴급복지, 공공 서비스

직접 찾아가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그 형태도 현금과 현물,

부정확한 정보라면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서비스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필요한 값이 없는 상태에서 입수
되는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지 못하고

3.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 사항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료 손실 정도에
따라 모형의 예측력이 떨어질 소지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전체 운영 과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의 자료 연계

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항을 단

가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자료의

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이나 정의 등 데이터의 정합성에 관해 정기
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기관 담
당자 교체나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에 따른 정

보건복지포럼 (20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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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 명단 제공 및 찾아가는 단계:
개인정보 문제

이다.

나. 빅데이터 분석 단계: 고위험 대상자에게
적합한 모형 개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목적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개
인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다. 고위험 상태로 예측

상기하였듯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찾아가야 하므로 복

활용하는 주요 분석 방법은 XG 부스트로, 기계

지 업무 담당자들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학습에서 많이 활용하는 트리 기반의 대표적인

된다.

앙상블 알고리즘이다. 빅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복지 업무 담당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대상자를 찾아가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민원

가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하고자

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즉 Y값이 무엇인가도

경우가 종종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중요하다.

대해 일반 국민이 구축 배경이나 개인정보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 당시 타깃 대

의 법적 근거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으로 화폐

가정할 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자신의 개인

기반의 욕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에는 경제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움이

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돌봄, 정신건강 등 복합적

필요한 상황을 진술하기보다 업무 담당자에게 거

인 문제와 경제적 욕구가 공존하는 취약계층이

부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진지한 상담으로 연결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

되기 어려워진다.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학적 특성을 볼 때 취약계층에는 일반 성인 뿐 아

대한 민감한 반응을 주요 애로 사항으로 표현하

니라 아동이나 청소년 등과 같이 전 생애의 연속

고 있다. 복지 업무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선이라는 관점에서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

대한 거부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실천 기

결국 분석 과정에서 활용되는 모형은 다양한 욕

술을 익히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구와 특성을 지닌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

한편에서는 관내에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

문제를 우려해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

다. 특정 방법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믿

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복지 사각지대 업무가 원

음보다는 발굴 대상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

활히 추진되는 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낳

해 모형의 분화와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과 관이 협업해 고위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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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도 통합적인 지원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
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을 발굴

4. 나가며

하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ICT와 기계학습
분석 기법을 복지 분야에 적용한 거의 최초의 사

라. 지원 과정 단계: 민간 자원에 따른 지역 간
편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복지급여가 필
요하다고 예측되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찾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으로까지 연결되어야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공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다수는 정부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되
어 욕구가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다. 후자에 대
해서는 보통 민간 영역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
는데, 이 과정에서도 복지 업무 담당자의 재량이
나 역량, 그리고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양에 지원
여부나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를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복지 업무 담당자의
자원 동원 능력이나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에 따라 욕구가 유사한 대상자 간 지원에 큰 차이
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의 지원 기준이 보수적
인 것도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지만 공공과 민간
영역 간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형성되고 양자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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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학대 위험을 최
소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었
다는 점에서 향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
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영역에서의 성
과는 단시간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
속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보시스템
의 속성은 단번에 만들어 보급되는 완제품과는
거리가 멀다. 구축 이후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완
제품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
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위기 가구 사망
사건 발생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탓으로
돌리거나, 시스템이 취약계층에 대한 예측을 못
하고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절한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복
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
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으며, 정보시스템은 그
중 신기술을 활용한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의 제
도 설계부터 민간기관의 실천 노력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각
각은 고유의 방식으로 복지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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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이 균형감 있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등에 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
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다학제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인적·물
적 자원이 충분히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도 당연
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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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ssues in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Kim, Euh-Ha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for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was
established to preemptively discover the vulnerable by using ICT and big data analysis.
System operation proceeds in the stages of collecting data, analyzing big data, deriving
high-risk group, providing a list of risk group to local governments, and consulting and
supporting the vulnerable. In this process, issues such as the data accuracy, the
development of various model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blems, and the nonprofit resources gap may occu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dress thes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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