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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비수급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윤정 이상진

요약

본 연구에는 한국복지패널 년도 차년도 자료 중 세 이상 노인 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수급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다 첫째 수급노인은 여성 무학이나 초졸과 같은 저학력자이고 배우자와는 사별이나 이혼했다 또한
그들의 가구형태는 독거이거나 조손가구였다 둘째 수급노인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급노인은 비수급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열악하
고 만성질환은 더 많으며 근로능력은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은 더 높았다 넷째 수
급노인은 비수급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에도 참여하는 비율이 적고 소득도 적도 이에 따라 생활비지
출도 적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수령액은 더 많았다 단지 비수급가구노인이 수급가
구노인에 비해 부채가 더 많았다 다섯째 수급노인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가족관계만족도는 낮고 가
족관계스트레스는 더 높았다
핵심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생활실태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who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through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other elderly who do not receive the protection.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is 5,285 old men and women 65 years old or more among the 10th Year data in
2015 of the Korea Welfare Panel. The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receiving the protection tended to be as follows: female; those of low education like no schooling or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those who were bereaved of, or divorced from partners. And, their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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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were living alone or living with grandchildren, objects which needed protection. Second, though the
elderly receiving the protection used more senior welfare services than those not receiving the protection
did, their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were very poor, and they had more chronic diseases, and weaker
labor capacity than the cases of other elderly who do not receive the protection. And, they suffered
depression more as well. Third, the former participated less in economic activities, less income, and,
consequently spent less living expenses than the latter did. A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ormer were
poor, they received more basic pension amount than the case of the latter. But, the debts of the latter were
larger than those of the former. Forth, the former had lower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and higher
stress from them than the latter did. Accordingly, living conditions of the former were poorer than the
latter, which need countermeasures.
Key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eneficiaries, living condition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stress from family relations

서론

한국에서의 노년기 빈곤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년 정
도에 불과한 한국적 상황에서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빈곤율이 높아지고 소득분포가 악화된다는 것은 향후
고령인구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종래 생활보
호법을 대체하는 입법이다 년 월 일에 개정되고 년 월 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변화로 인하여 소득인정기준이 급여별로 정해지게 되었고 년 월 일부터 중위소득
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절대빈곤의 개념에서 상대적 빈
곤의 개념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수급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재분배 장치들을 어떻게 고려
해야 하는가를 논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소득분배의 불평등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등을 논하기 전에 국민생활기초보장 수급
노인 이하 수급노인 과 비수급노인의 생활실태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
선적일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이다 물론 그간 이러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매우 취약한 계층
인 것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안종범 등 이원진 구인회 등 의 선행연
구들을 통해서 수급자의 경우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결혼지위 역
시 이혼 별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실업이거나 임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
었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은 비수급자에 비해 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수급자의 경우 정신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수급자에 비해 우울증 지수는
높은 반면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및 가구 요인 노동시장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투입하여 빈곤의 결정요인이나 상
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 의 한 부분으로 관심을 두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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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생활실태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밝혀지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소
득불평등의 구조속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수급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
다 년 현재 한국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대략 로 회원국 가운데 위이며 중위소득 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의 대략 배 수준이다
년 전체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이
로 대략 수
준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노인의 빈곤은 여
러 통계치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나 수급노인의 삶의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정보가 부족하고
따라서 제공자 중심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일관해왔다면 이제는 노인의 절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수급노인의 삶을 그들의 욕구에서 면밀하게 밝힘으로서 그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의 방
향을 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한국복지패널 년도 차년도 자료 중 세 이상 노인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수급노인의 생활여건의 실제를 파악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분석자료
한국복지패널 차년도 자료 중 세 이상의 노인 명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서 인구주택총조사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를 참고로 소득계층
별로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 각 가구씩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가구를 선정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은 읍면지역의 농어촌까지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구유형을
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이다

측정도구
노인복지서비스이용은 의료비지원경험 노인무료급식경험 물품지원경험 가정봉사서비스 경험
식사배달서비스경험 방문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이용경험 이동편의서비스경험 주야간보호서비
스경험 노인일자리사업경험 사회교육서비스경험의 개 문항을 선별하였는데 기초연금은 경제요
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건강요인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나누어서 문항을
선별하였다 신체적 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상태 근로능력수준을 선별하였고 정신건강
은 우울감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복지패널에서 우울감은
단축척도인 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본 분
석에서 비교적 잘 지냈다 와 불만없이 생활 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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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신뢰도
값은 으로 아주 높았다 경제요인은 경제활동참여상태 경
상소득 기초연금수령액 금융자산 부채 생활비지출행태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
비 세금 총생활비 주관적 최저생활비 주관적 최적생활비 문항을 선별하였다 가족관계요인은 가
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 배우자와의 만족도 자녀와의 만족도 문항 점 리
커트형 신뢰도
값은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정생활은 내게 스트레스를 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움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움 문항 문 리
커트형 신뢰도
값은 의 요인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해석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일반적 특성 요인 비교
표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일반적 특성 비교

성별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형태

남자
여자
세
세
세 이상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이상
유배우자
사별
이혼별거
기타
인가구
조손가구
기타

기초생활수급
수급노인
비수급노인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형태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먼저 성별을 비교해 보면 수급노인과 비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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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모두 여자의 비율이 더 높지만 수급노인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대략 수준이나 비수급노
인은 으로 수급노인에 여자의 비율이 더 높다 다음으로 연령을 비교해 보면 수급노인은 비수
급노인에 비해 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더 많았다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수급노인은 무학인 경
우가
초졸이 로 교육수준이 낮은데 반해 비수급노인은 고졸이나 전문대졸이상인 경우
가 수급노인에 비해 더 많았다 혼인상태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해서 수급노인은 사별인
경우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비수급노인은 유배우자인 경우가 로 집단 간 차이가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가구형태를 보더라고 수급노인은 이상의 노인이 인가구이거나 조손가구
인 반면 비수급노인은 기타가구로써 노인부부가구나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이용 비교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노인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 항목 중 수급노인은 개를 이용하고 있으며 비수급노인은 개를 이용하
고 있다
표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비교

노인복지서비스이용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건강요인 비교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신체적 건강 표 정신적 건강 표 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신체적 건강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수급노인은 건강하지 않음과 아주 건강하
지 않음이 인데 반해 비수급노인은 이고 수급노인은 아주 건강함과 건강함 이 인
데 반해 비수급노인은 로 수급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열악하다 이는 만성질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수급노인은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비수급노인은 로 배 이상이
고 개월 이상 투병 투약의 경우에도 수급노인은
비수급노인은 였다 마지막으로 근
로능력을 비교해 보면 수급노인은 근로가능이 인데 반해 비수급노인은 로 이 역시 거
의 배수이다 표 다음으로 정신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수급노인은 비수급노인에 비해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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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았다 표

표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신체적 건강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근로능력
수준

아주 건강함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아주 건강하지 않음
만성질환없음
개월미만투병 투약
개월 투병투약
개월이상 투병 투약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가능
단순근로미약 집안일만가능
근로능력없음 집안일도 불가능

수급노인

기초생활수급
비수급노인

표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정신적 건강 비교
우울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경제요인 비교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표 와 자산과 부채 표 생활비지출행태 표 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를 실시하였다
먼저 수급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인데 비해 비수급노인은 였고 자영
업을 하는 경우가
임금근로자인경우가 로 수급노인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를 살펴보면 수급노인가구의 경
상소득는 만원인 반면 비수급노인가구의 경상소득은 만원으로 비수급노인가구의 소득이
높지만 기초연금수령액은 수급노인이 더 많고 부채는 비수급노인가구가 수급노인가구보다 많았
다 생활비지출행태를 보면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세금 총생활비 모두 수급
노인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적었고 주관적 최저생활비나 주관적 최적생활비 모두 수급노인이 비수
급노인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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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비교

경제활동
참여상태

임근근로자
자활공공 노인일자리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경제활동하지 않음

수급노인

기초생활수급
비수급노인자

표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소득 자산 부채 비교
경상소득
기초연금수령액
금융자산
부채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표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생활비지출행태 비교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세금
총생활비
주관적 최저생활비
주관적 최적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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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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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가족관계 요인 비교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가족관계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만족도는 비수급노인이 높고 가족관계스트레스는 수급노인이 더 높았다
표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의 가족관계 비교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스트레스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년도 차년도 자료 중 세 이상 노인 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수급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수급노인은 비수급노인에 비해 여성 무학이나 초졸과 같은 저학력자이고 배우자와는 사
별이나 이혼했으며 독거로 살거나 조손가구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급
노인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급식경험 식
사배달서비스 방문가정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급
노인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서비스 중에는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방문가정
간호 등 일정액을 내는 경우 비수급자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서 비수급노인이 사용하는
평균 서비스도 개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수급노인은 비수급노인에 비해 신체적 건
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수급노인은 비수급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에도
참여하는 비율이 적고 소득도 적도 이에 따라 생활비지출도 적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수령액은 더 많았다 총생활비와 주관적 최저생활비 주관적 최적생활비를 보면 수급노인
은 현재 사용하는 총생활비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활비와 최적생활비 중간수준이다 이와는
달리 비수급노인은 현재 사용하는 총생활비에 비해 주관적 최적생활비가 더 낮아서 수급노인은
최저와 최적의 중간정도의 소비를 한다면 비수급노인은 최적생활비보다도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 수급노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는 점을 예측하게 해 준다 다섯째 수급노인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고 가족관계스트레스는 더 높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수급노인 중 대다수는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 없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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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외로움 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저 학력층 여성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건강이나 정
신적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아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궁핍함으로 소비 수준
은 비수급노인에 비해 낮고 현재의 사용하는 생활비도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활비보
다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이들 수급노인에
게 제공하는 복지정책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는 더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만족
도는 낮고 가족관계스트레스는 높은 편이다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를 통한 복지정책이 당장의 삶의 위협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저소득층 사회구성원의 소득 보장
이건 혹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의 완화든 간에 수급노인의 삶은 비수급노인의
삶에 비해 현격하게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수급자라서 국가의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수급노인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년간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우는
돈이 없어
난방을 못한 경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는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구 내 성인이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우도 가
끔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에 달한다
물론 건강이나 경제활동 복지서비스이용 등간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선행변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를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해도
삶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복지의 스티그마 때문
에 이들의 정신건강이 나쁜 것인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수급노인의 삶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상
당히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
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외형상 보편주의는 확립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본 연구대상인 수급노인의 경우 공공부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
의 사회적 안전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열악한 여건
은 한국이 사회복지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년부터 시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근간이 되는 상대적 빈곤율 감소를 통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실효성을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복지선진
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사회보장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 제도들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편
성하는가에 달라진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 적절한 급여 즉 수혜수준의 적절성이 보장됨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같은 수급노인 더 나아가 수급자의 삶의 질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현재 한국은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능력의 약화로 국가 전체의 소득
과 소비여력의 약화 중산층의 붕괴 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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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에 의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수급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거기에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고보
조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의 증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불
리한 여건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원칙적으로 맞게 재정립하고 이러한 역할에 따라 재
정부담의 정도가 결정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도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 전
반의 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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