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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충돌
- 부양의무자기준 왜 문제인가?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상의 발전과 예산상
의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있다. 현재 기초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전 인구의 3.0%에 불과한 반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에 관한 가장 보수적인
통계가 4.0%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이와 같이 크다는 것은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
자기준이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는 가정에서 시작하였고,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느끼는지를 조사하였고 그것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양의무자 범위가 너무 넓고, 부양능력판별기준이 너무 가혹
한 수준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더 좁히고,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의 하
나로 내세웠고, 그에 따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산 및 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
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2000년 10월에 있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밝히
고 있다. 시행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분명 제도상의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도의 합리성, 체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은 예전보다 나아졌다. 각종 전산
자료를 이용함으로서 많은 가짜빈곤층을 탈락시켰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교적 체계
적인 행정으로 전환됨으로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 졌다. 그리고 예산도 많
이 늘어 기초법 시행 전년도인 1999년의 총 예산이 1조 8,479억원이던 것이 2002년에
는 3조 3,82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산적 복지라는 따뜻한 햇살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나 많다. 상당수의 근로무능력자들이 여전히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채 어렵게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이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고(기초보장평가단, 2001), 김미곤의 연구에 따
르면 아직까지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이 약 189만명(전인구
의 약 4.0%)이나 된다고 한다(김미곤, 2001).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이와 같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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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고, 기초생활보
장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상당규모의 비
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이 기초보장수급권과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권자를 방치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그렇다면 부양의무자기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평가단(필자가 평가단원으로 참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및 탈락자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2001년
9월 4일부터 9월13일까지 총7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사회
복지전담공무원들이 실무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이 제안하는 아이디
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수급자 및 탈락자에
대한 표본추출은 전국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들 지역에서 총 5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50개 자치단
체에서 수급자가 가장 많은 읍․면․동을 선정하고, 선정된 읍․면․동 지역으로부터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탈락자 등을 총 2,008명을 추출하였고 이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표본은 이 중 기초법 수급자에서 탈락한 376명이다. 조사기간은 2001년 8월 17일
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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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수급 빈곤층과 부양의무자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학자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통계가 현 기초보장수급자 보다 많은 전인구의 4.0% 수준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도
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거나, 본인이 수급요건에 부합하는 줄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
보 등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거나 수급 신청을
했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 수급자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수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
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 보다 욕구가 크다는 가정하에서 그들의 탈락사유와 생활실태를
살펴봄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의 전체 수급자수는 149만명(전인구의
3.1%)으로 기존 생활보호자와 대비하면 3만명이 감소(가구수로는 5천가구 증가)하였고,
한시보호자를 제외한 기존보호자 88만명보다는 61만명(70%)이 증가하였다. <표-1>에서
와 같이 기존의 생보자를 포함한 총 신청자수 194만명 중 45%인 45만명이 탈락한 것
이다. 정부에서는 탈락자들의 사유를 소득기준 초과자가 40%,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확인에 따른 탈락자가 30%, 재산기준 초과자가 30%로 밝히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탈
락자가 발생한 것은 한시보호제도의 폐지, 주민등록의 전산화와 체계적인 자산조사 실
시, 경기회복 및 재취업 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복지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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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및 탈락자수 (2000년 9월 28일 현재)
(단위: 만명)

구

분

계

생활보호대상자
소계

기존

한시

신규신청자

조사대상자

194

152

88

64

42

수급자
(선정율)

149
(77%)

125
(82%)

76
(86%)

49
(77%)

24
(57%)

부적격자
(탈락율)

45
(23%)

27
(18%)

12
(14%)

15
(23%)

18
(43%)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자료, 2000. 10

정부측의 공식자료와 수급신청자들의 응답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것은 정부측 자
료는 서류상에 보관되어 있는 신청자의 경우만 포함되어 있고, 구두로 신청한 사람들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선 행정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탈락자들의 서류를 분석한 박
미선(1981)의 연구에 따르면 <표2>와 같이 소득기준으로 탈락된 사례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기준이 19.0%, 부양의무자 기준이 18.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탈락
자 중에는 한시 자활대상자가 가장 많았고(36.3%), 그 다음이 신규신청자(34.7%), 한시
생계대상자(20.7%), 생보자 순으로 나타났다. 박미선의 조사에 따른 탈락사유는 중복요
인을 제외하면 정부의 자료와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가구의 보호형태별 탈락율
의 경우는 많이 상이하다. 신청가구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한시적 생계·자활보호대상
자의 탈락율이 높는데. 이는 한시생보제도에서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 기초보
장제도의 그것보다 관대했기1)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재산기준은 한시생활보호제도의 경우 가구당 공시지가기준으로 4,400만원이었던 것이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에서는 현시가로 1인 가족 2,9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또한 한시생보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
더라도 보호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기
초보장제도 보다 관대하게 운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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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박미선 조사에서의 수급자 탈락사유
(단위: 명, %)

탈락사유
보호형태

부양
거주지
의무자

거 택

소득
기준

재산
기준

1
(0.3)

2
(0.7)

4
(1.3)

부양
부양
의무자 의무자
+소득 +재산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주거
면적

승용차

기타

1
(0.3)

합계

8
(2.6)

자 활

1
(0.3)

3
(1.1)

4
(1.3)

1
(0.4)

1
(0,4)

2
(0.6)

3
(1.0)

1
(0.3)

한시생계

2
(0.7)

22
(7.3)

10
(3.3)

10
(3.3)

3
(1.0)

5
(1.7)

6
(2.0)

2
(0.7)

한시자활

2
(0.6)

15
(5.0)

50
(16.7)

24
(8.0)

2
(0.7)

8
(2.7)

6
(2.0)

1
(0.3)

1
(0.3)

신규신청
자

2
(0.7)

15
(5.0)

47
(15.7)

18
(6.0)

7
(2.3)

4
(1.3)

8
(2.7)

1
(0.4)

1
(0.3)

1
(0.3)

합 계

7
(2.3)

56
(18.7)

113
(37.7)

57
(19.0)

13
(4.4)

19
(6.3)

24
(8.0)

4
(1.4)

2
(0.6)

1
(1.3)

1
(0.3)

2
(0.7)

17
(5.7)
62
(20.7)
109
(36.3)
104
(34.7)

1
(0.3)

300
(100.0)

(자료) 박미선, 2001

이와 같은 정부자료나 행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수급자에 대한 직접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기초보장평가단의 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표-3>과 같이, 가장 많은 탈락사
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45.3%이었고, 그밖에는 소득기준 미달이 17.1%, 재산기준 미
달이 13.2%순으로 나타났다. 보호형태가구별 탈락사유를 비교해 보면 커다란 차이를 보
이지 않는데, 생보자였다가 탈락한 가구의 경우는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율이 상대적
으로 조금더 높게(23.1%) 나타났고, 한시생보자와 신규신청자중 탈락한 가구의 경우는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행정조사 자료와 대상자들에 대
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행정조사자료의 경우는 구두로 한 신청자는 제외한
채 통계를 생산한 반면, 신청자들의 경우 구두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설문 응답에 포함되
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을 파악하는데 더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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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기초보장평가단 조사에서의 수급자 탈락사유
탈락사유
소득이 기준
이전보호형태

재산

자동차

신규신청자

15.5%

14.5%

9.1%

생보자

23.1%

9.3%

11.1%

한시생보자

10.4%

17.9%

11.9%

주거면적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기타

합 계

44.5%

16.4%

100.0%(110)

0.9%

44.4%

11.1%

100.0%(108)

1.5%

47.8%

10.4%

100.0%( 67)

50.0%

50.0%

100.0%( 2)

무응답
합

계

49

38

30

2

13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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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3.2%

10.5%

.7%

45.3%

13.2%

100.0%

통계결과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건 심각한 것은 탈락자들이 탈락한 것에 대해 많은 사
람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락에 대한 수긍정
도는 보호유형가구별로 차이가 없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45.7%, 매우 부당하
다고 응답한 사람은 17.3%로 전체의 63.0%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불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된다. <표-4>에서와 같이 탈락자가구의 3/4가량이 최
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냈다
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전체의 1/4가량
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경우 탈락가구의
74.6%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고 하였고, 2인가구는 80.3%, 3인 가구 72.7%, 4
인가구 80.8%, 5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78.7%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
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낮게 응답
한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고, 심각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탈락가구에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1%가 수급자가 되어야 할 만큼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고,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
는 가구는 31.1%로 나타났다(표생략).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것은 기초보장제
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재산기준이 불합리한 측면과 함께 사적부양을 우선으로 하
는 현행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에 적합한
기준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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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가구원수별 가구 총소득
총소득
333,000원 이하 553,000원 이하 760,000원 이하 956,000원 이하
가구원수

1,087,000원
이하

1,227,000원
이하

1,227,000원
초과

합계

1.6%

100.0%( 63)

1인

74.6%

19.0%

4.8%

2인

41.8%

38.5%

12.3%

4.1%

.8%

1.6%

.8%

100.0%(122)

3인

22.7%

29.5%

20.5%

12.5%

6.8%

3.4%

4.5%

100.0%( 88)

4인

20.0%

24.3%

22.9%

14.3%

7.1%

5.7%

5.7%

100.0%( 70)

5명이상

3.0%

12.1%

18.2%

21.2%

24.2%

9.1%

12.1%

100.0%( 33)

합계

35.4%
(133)

28.2%
(106)

15.4%
(58)

8.8%
(33)

5.3%
(20)

3.2%
(12)

3.7%
(14)

100.0%
(376)

(참고) * 진한 부분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규모를 뜻함.

Ⅲ. 기초보장수급자의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보장법에 따르면(법 부칙제5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
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즉, 수급자로 선
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금액기준, 주택․농지 면적기준, 승용차 기
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소득평가액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2002년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57만원, 4인가구 99만원이고 재
산기준은 1～2인가구는 3,300만원, 3～4인가구는 3,600만원, 5인이상가구는 4,000만원
이다. 나머지 기준은 <표-5>와 같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하라고 하더라도 아래 <그림1>과 같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자 될 수 없다. 즉, 수급자가 되기 위해
서는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
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거나 혹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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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요건(2002년)
기 준
부양의무자
범위
제
1
기
준

제
2
기
준

제
3
기
준

제
4
기
준

내 용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양능력
판별기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양 가구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합의 120%를 넘지
않아야만 수급자로 선정가능.
◦ 노동능력과 소득이 없으며,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양가구 재산기준의
150%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는 것으로 봄.

소득기준

◦ 1인:35만원 2인:57만원 3인:79만원 4인:99만원 5인:113만원 6인:127만원
(1인 증가시 14만원씩 증가)

재산금액
기준

◦ 1-2인: 3,300만원 3-4인: 3,600만원 5-6인: 4,000만원
◦ 적용특례자(다음에 해당하며,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 근로능력이 없는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기타 보장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a)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처분하더라도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b)
◦ 다만 a,b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
고 나머지는 보장기관이 결정

주택면적
기준

◦ 전·월세가구- 전용면적 20평이하 거주 가구
◦ 주택소유가구- 전용면적 15평 이하 거주가구
(재래식 농가주택은 제외)
◦ 적용제외자
- 근로능력 없는자로만 구성된 가구
-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가구
- 주택 처분 곤란 가구
- 오래된 주택
- 비과세·무허가 주택
◦ 7인이상 가구는 1인 추가시마다 1.7평 기준 증가

제
5
기
준

◦ 평균 농지 소유면적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가구
◦ 적용제외자
농지면적 기준 - 농업소득으로는 병원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토지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긴급급여 대상자

제
6
기
준

자동차소유기준

◦ 승용 목적의 자동차가 없는 가구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2

<그림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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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유

부양의무자 무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수급권자 X

부양불능․기피 등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무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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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1.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법 시행방안을 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
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초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로서 그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
로 규정되어 있다(기초법 제2조제5호). 즉,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
모, 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
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한다.

2. 부양능력 판별기준
한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 가
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2>처럼, 소득기준은 수
급권자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합의 120%가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재산 또한 수급권자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합의 120%을 넘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다. 즉,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
도 재산만 있는 경우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림-2> 부양능력 판정
부양능력 있음
실제소득
(A+B)×120%
B의 12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B의 50%

0

재산 특례의 경우
(부양능력없음)
(A+B)×120%

부양능력 있음

(A+B)×150%

재산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재산기준,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재산기준

Ⅳ. 부양의무자기준 및 적용의 문제점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
정되지 못하는 여러 유형의 가구가 있다. 부양의무자가가 실제 부양의사도 없고, 부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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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 조차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범위의 문제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망
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거나

손자녀, 증손자에게도 조부

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전
담공무원의 보고 중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부양의무자인 손자녀의 소득 때
문에 조부모가 수급자가 안 된다거나 역으로 조부모의 재산 때문에 손자녀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
- 부모없는 손자를 보호하려고 하나 조부의 소득기준이 높아 보호를 하지 못할 때
- 부양의무자인 손녀가 소득초과로 보호받지 못함 . 실제 할머니의 생활은 매우 곤란함
-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은 많은데 부모와 몇 십년 동안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가 어려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생활하다가 늙고 병들고 재산이 없다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가족관계 단절)
- 대상자가 어릴 적 나쁜 행실로 인하여 현재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도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부양을 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 있음(가족관계 단절)
- (예)정신장애인이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다른 자녀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문제
그리고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도 문제가 많다. 현행 기준으로는 농촌에 연로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시고 부양의
무자인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한 달에 8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
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원칙
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로
30만원을 지출하는 등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보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녀가 실질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예를 들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곤란한 경우) 그 부모님은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는
등 지출요인이 많아 수급신청자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권
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양능력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도 재산기
준과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문제이고, 또한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양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 혹은 재산기준 합의 120%이 넘기만
하면 무조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은 요호보자를 방
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 부양능력 판별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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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경우 대부분 수급자가 노인세대인데, 부양의무자 중 한사람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제외되게 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가구를 보호하기가 어렵다. 물론 보장비용 징수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린다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가구원이 1인인 수급자 할머니의 딸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월 80만원을 벌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로 인해 보호 중지된 경우. 부양의무자 세대의 부채가 1억이 넘는데도
부채이자 상환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아 소득초과로 중지됨.(부양의무자가구에도 소득평가액 개념
도입해야)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의료비지출이 많은 경우 두 가구가 모두 어려운 생활을 하게됨.

3. 적용의 문제
기준만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부양비 징구 문제로 자식
에게 해가 될까 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어느 한 복지전담공
무원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 자녀가 부양을 기피하면,
부양기피로 인정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차후에 부양비 부과 등 후속절차 등
을 생각 할 때 난감한 생각이 들어 적극적인 보호를 기피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기초보
장제도평가단, 2001 참조). 또한 부양의사가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만큼을 부양하지 못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를 부양기피자로 처리할 수도 없어 수급권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전담공무원에게는 부양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아 그 피
부양자인 수급권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듯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정상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복지부의 지침상 복지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보호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
□ 부양비 징구 문제로 자식에게 해가 될까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
- 보장비용징수를 이야기하면 자식한테 해가될까 싶어 실제부양을 받지 않고 있으나
본인스스로 보호를 포기함.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을 받지 못함.(왕래를 하고 있으므로 부양기피는
아니며, 부양비 징구도 노인스스로 꺼리고 있어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함)"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기피로 인정하고 보호를 행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부양비 부과 등 후속절차 등을 생각 할 때 난감한 생각이 들며 적극적인
보호를 기피하게된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 인정과 관련한 현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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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제 부양을 하지 않거나 미약한 경우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나 실제 도움의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못
미칠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아 책정을 못해주고 있는 가구가 있다
- 부양능력자가 부양기피는 아니나 모에게 생활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보내어 줄 때
-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수급권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겠다고 하여 수급자 선정을 못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제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로 인해 보호 중지된 경우. 부양의무자 세대의 부채가 1억이 넘는데도
부채이자 상환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아 소득초과로 중지됨.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들의 경우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한 기초보장제도평가단(2001)의 조사 결과, ‘실제 부양한다’는 가구는 39.2%에 불
과하였고,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60.8%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하루 빨
리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50.6%로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고, ‘부양의무자가 기피해서’는 11.4%이었으며,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안되
어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5.1%나 되었다. 즉, 부양의무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데 부양능
력기준을 적용하여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일본의 부양의무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
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명현, 1999) 일본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지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부양에 관한 규정(민법 752조)과 직계혈족․형제자매․기타 삼촌이내의 친족에 관한 부양의
무규정(민법 877조)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양의무 발생요건이나 우선순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일정한 가족관계에서도 협의나 심판이 있기까지는 부양의무의
내용 및 유무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생존
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친자의 부양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요부양자는 애초부터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민법상의 부양을 부양의
무자에게 청구할 것 인지의 여부는 요부양자의 자유에 맡겨진다.2) 그리고 부양의무가
확정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부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정되는 것
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 있어서 부양의무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표-6>과
같다.
<표-6> 일본 민법상의 부양의무

2) 上野雅和,『扶養義務 民法講座』, 東京 : 有斐閣, 1984, p.336. 이명현(19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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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제752조)

절대적 부양의무자
(제877조 1항)

부 부

부모의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관계(*)

생활보장
의무관계
생활부조
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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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부양의무자
(제877조 2항)

직계혈족(*는 제외) 및 삼촌이내의 친족으로 가정재판소에서
형제자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양의무
없 음

삼촌이내의 친족으로 가정재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資料: 尾藤廣喜․木下秀雄․中川健太朗,『誰も書かなかった生活保護法』, 京都: 法律文化社, 1992, p.144. 이명현
(1999)에서 재인용.

Ⅴ.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부양의무자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도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조사 결과 <표-7>과 같이,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43.0%임에 비해서 조금 더 완화해야 한다거나 대
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8%로 조금 더 많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3.1%에 불과했다. 부양능력을 판별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경우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표-7>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복지전담공무원의 평가
(단위; 명, %)

대폭완화

조금완화

적 당

조금더
강화

대폭강화

합 계

부양의무자범위

58(8.2)

252(35.6)

304(43.0)

78(11.0)

15(2.1)

707

부양능력판별소득기준

62(8.8)

247(35.2)

223(31.8)

142(20.3)

27(3.9)

701

부양능력판별재산기준

55(7.8)

185(26.4)

258(36.8)

162(23.1)

42(6.0)

702

그렇다면 어떻게 완화해야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친인척의 실제 부양내용만을 가지고
그것을 수급신청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게
바로 변경·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가구간의 형평성 문제
가 있고, 실제 부양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도 현행 행정 인프라에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의 단계적 축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간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배우간의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직계혈족 중 부모-자녀간 부양의무만
두고,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간, 부모와 며느리(사위)간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 자녀간에 부양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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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좀더 엄격하게 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양의무 부과를 폐지, 혹
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는 2명의 부모만 계시지만 부모의 입장에
서는 여러 명의 자녀가 존재할 수 있다. 부모가 어느 정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
라도 같이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여러 명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자녀와의 부양의무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
다.
부양능력판별기준의 대폭 완화도 필요하다. 소득기준이 있다면 재산기준은 불필요한 기
준이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역으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계나 주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처분하기가 곤란하고, 실제 소득은 거
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능력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재산기준은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경우 양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로 실제 부양을 안 하는 경우 공무원이 반드
시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급권자 중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
게 하고 부양비 징구는 면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특수사정이 더욱더 고
려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상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학생등이 있
는 경우는 그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되기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재산인정에 있어서 부채분
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부양능력 조사시에도 소득평가액(인정액)개념 도입(적극적
의료비 공제, 부채 공제 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조사가
다른 조사에 비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무
엇보다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일할 전문가 충분히 배치하
기’와 ‘일할 여건 만들어 주기’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더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하여 특례기준을 통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
만 특례기준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수급권자들은 자세한 기준을 잘 몰라 신청하려
하지 않는다. 즉, 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다. 둘째, 특례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조사되
고 있지 않은채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전담공무원이 여러 이유로 인해 변경된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특례기준을 통해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하도록 하는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기준을 개선하고 그것을 수급권자들에
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노력이 있을 때 국민모두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 조금 더 달성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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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h of the Public Supports and the Private
Supports
Huh, Sun
(Assistant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Some poor people in Korea nowadays still live in poverty without governmental
supports in spite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the budget increase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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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S) in
October, 2000.
While only 3% of the total population is protected by the NBLSS, another 4%
even in its most conservative estimate is still not eligible for the governmental
supports.
The huge size of the non-recipients poor, in fact, means that the NBLSS does
not and can not achieve its own goals.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main reason of the existence of
the non-recipients poor would be the criteria of the supporters-on-duty. The
study tries to emphasize that the criteria of supporters-on-duty is in clash with
the right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To achieve these goals, the research focuses on what the public servant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feels as problems on this matter, and then suggests an
alternative for sol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revealed that the scope of supporters-on-duty is
too wide, and the discriminatory criteria of the capable supporters-on-duty are
too harsh.
In conclusion, the study recommends that two measures are needed to achieve
the basic

goals

of

the NBLSS; one

is

the

narrowing of the

scope

of

supporters-on-duty, the other is the lowering of the criteria of the capable
supporters-on-du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