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9권 제4호, 2022, pp.35~75.

기초보장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중차분 분석을 이용해서*

김 동 진**

   1)

** 이 논문은 2022년 5월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 분석” 제목
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20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선
정된 논문을 대폭 수정 보완했습니다.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원진 박사님, 정해식 박사님, 가천대학교 송아영 교수님,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박사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djkim09@snu.ac.kr)

요 약

기초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
던 이유는 비수급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 2018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
보장제도의 주거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비수급 문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
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초보장 수급률이 크게 증가하고 빈곤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8년
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개인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
질성을 고려해서 가구주 학력(저학력/고학력), 노인가구주여부(노인가구주/비노인가구주)를 구분하여 하위집단
별로 이중차분(DID)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 문제가 크게 해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수급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서, 전체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 빈곤갭이 
0.4%p 감소했고, 저학력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빈곤율이 2.2%p 감소, 빈곤갭이 1.1%p 감소했
다. 경제적 취약 집단이 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
으나, 빈곤율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고, 빈곤갭이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히려 비노인 가구주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율이 1.2%p 감소했다. 기초보장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근로 유인 감소로 발생하는 시장소득 감소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수급 문제 해결이 기초보장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기초보장, 빈곤, 비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이중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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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공부조제도의 기원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도입되었던 ‘구빈법’에서 시작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
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정책적 목표였다.

공공부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재정효율성의 측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
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빈곤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공공부조제도가 다양한 이유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입장도 존재한다.

공공부조제도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빈곤의 덫
(poverty trap)’ 혹은 ‘복지 의존(welfare dependency)’과 관련이 있다(Gottschalk and Moffitt, 
1994; Murray, 2008). 공공부조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산조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빈곤층은 근로소득을 의도적으로 높이지 않고 빈곤 상태를 유지함으
로써 공공부조제도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미국은 1960년대 중반에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다양한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
었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복지 의존’ 문제였다. 그래서 1996년 미국의 클린턴 대
통령은 복지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조에서의 개인의 책임과 근로성을 강조한 대
규모의 복지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공공부조제도의 복지의존 문제는 빈곤을 해결하
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Hoynes and Macurdy, 1994; Moffitt, 2003).

공공부조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사적이전소득의 구축(crowding 
out)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손병돈, 2008). 공공부조와 사적이전소득이 대체관계이기 때
문에 공공부조가 증가하면, 사적이전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공공부조제도가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
는 주요 원인으로 비수급(non-take-up) 문제를 꼽을 수 있다(이태진 외, 2020). 공공부조제도
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자에게 급여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하지만 신청 대상자가 스티그마(stigma)나 신청 과정에서의 물리적·심리적 비용, 정보의 부
족으로 인해서 신청조차 하지 않아 공공부조 급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공부조제도
는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Moffitt, 1983; Currie, 2004).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의 이유가 공공부조제도가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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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놓고 보았을 때, 기초보장제도가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은 위의 세 가지 이유 중 비수급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기초보장제도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으로 행정적인 장벽을 경험하여 많은 빈곤 가구가 신청 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기 때문이다(문
혜진 외, 2020).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발생한 비수급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에게 기
초보장 급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충격적인 사망사고1)들을 야기시켰다. 정부는 기초보장제
도의 비수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일례로 2015년에 기
초보장 급여를 맞춤형 급여체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하면서 급
여 대상자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
았는데, 그 이유는 비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개편되지 않고 그
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 추이(2001-2020년)

           자료: KOSIS 국민기초일반수급자 수

정부는 비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
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그림 1]과 같이, 2018년에 수급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에 따라서 신규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신규 수급자가 증가하고 비수급 문제가 해소되
면 빈곤 완화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보장제도에 있어 비수급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비수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반드

1)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문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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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복지 의존 문제와 사적이전소득을 구
축하는 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 감소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기초보장의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사각지대의 주요 원
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한 효과는 검토된 적이 없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이용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얼마
나 많은 대상자들이 신규로 유입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였지만(손
병돈 외, 2013; 손병돈 외, 2016), 실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밝힌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두 시점을 이용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DID)과 추이를 통제한 이중
차분(DID)를 적용하여, 2018년 주거급여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비수급 문제를 얼마나 해결
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를 평가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부조제도 확대로 인한 근로 유인 감소 효과와 사적이전소득 구
축 효과로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2018년 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외에 저소득층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회 정책들의 변화(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절에서는 기초보
장제도의 비수급 문제와 근로 유인 감소 및 사적이전소득 감소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다. 4절은 본 연구의 분석 자료
와 분석대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며, 5절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6절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2. 2018년과 2019년의 사회 정책 변화
1) 기초보장제도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보장의 수급자 선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공공부조의 원

2)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변화로 각 급여마다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지만, 각 급여들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공공부조의 특성이 강하다. 각 급여마다 지원하는 항목이 다르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모두 지급된다는 점에서 현금 급여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 
급여를 공공부조의 현금 급여로서 그 효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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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수급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이용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또한 별도의 기준으로서 적용되어 수급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에 오직 수급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가구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2018년 이전과는 큰 차이가 생겼다.

기초보장의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진다(보건복지
부, 2020a).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급여 제공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물(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의료급여는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
로 현물(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는 거주 유형에 따라서 제공 받는 급여 방식
이 차이가 있다. 수급 가구가 만약에 임차 가구라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
되지만, 자가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로서 주택을 보수하는 금액을 면제(지원) 해주는 현물(서
비스)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 2018).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임차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의 기초보장급여액에 주거급여가 포함이 되지
만, 자가 가구는 현물(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보장급여액에 주거급여(수선유
지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통계청, 2020).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신규로 주거급
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임차료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급여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급여는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소 월 14만원에서 최대 49
만원까지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규 주거급여 수급 가
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주거
급여는 최소 42만원에서 최대 14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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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차 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 임대료(2018년)
(단위: 천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13 187 153 140

2인 245 210 166 152

3인 290 254 198 184

4인 335 297 231 208

5인 346 308 242 218

6-7인 403 364 276 252

8-9인 443 400 303 277

10-11인 487 440 333 304

자료: 2018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 2018)

2)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금(EITC)의 변화

이번 연구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온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회정책들의 변화가 없거나, 그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2018년에 어떤 사회정책이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에 개편된 대표적인 사회정책은 기초연금이 있었고, 2019년에는 근로
장려금(EITC)이 있었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급여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
만원을 증액했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인정액 하위 2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보건복지부, 2020b). 기초연금은 기초보
장제도 자산조사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서, 수급 가구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8
년 9월에 대다수의 노인들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5만원 증가하게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신규로 기초보장 주거 급여를 신청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급여액이 오른 만큼 소득인
정액이 높아져 수급 가구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의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와 빈곤 감소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한편, 이렇게 상승한 기초
연금 급여액 때문에 생계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주거급여와 달리, 생계급여의 경우
에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승한 만큼 생계급여의 급여액이 감소하게 된다(오건호, 2021).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기초보장 급여액을 조사할 때, 생계급여와 주거급
여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2018년에 급여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계급여보다 급여액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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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는 요인과 기초연금 급여액 상승으로 인해서 생계급여 급여액
이 감소하는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후 주요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제도 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근로장려금의 변화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에 이용되는 소득귀속연도와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급하는 연도
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KOSIS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 조사 결과 외에 다른 조
사 자료를 이용할 때,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논의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2018년
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2017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
는 소득 시점을 ‘귀속소득연도’로 정의한다. KOSI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세통계는 귀속소득연
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장려금을 2018년에 신청·수급하지만, 국세통계는 귀속소득연도
인 2017년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통계청, 2022). 하지만 다른 조사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
사에서는 귀속소득연도가 아닌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면, 2018년(소득기준)3)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것으로 조사
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급 연도를 기준으로 정책 변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017년에
서 2018년 사이에는 근로장려금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이 40세에서 30세로 낮춰졌다는 점과 최대 지급액이 2017년에 77만원-230만
원에서 2018년에 85만원-250만원으로 약간 상승한 점밖에 변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준 근로장려금의 수급률과 수급액 또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4) 하지만 근로장려
금은 2019년에 크게 변화하였고, 그 영향도 큰 것으로 확인된다(김현경 외, 2020). 2019년에는 
2018년까지 있었던 연령 요건도 30세 미만 단독가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으며, 소득요
건과 재산요건의 기준도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그리고 최대 지급액 또한 크게 높아졌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65만원, 홑벌이 가구는 60만원, 맞벌이 가구는 50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에
서 2018년의 변화보다 훨씬 급여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도 13%에서 20%로 크게 높아졌고, 수급자의 수급 급여액도 
50만원에서 87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KOSIS의 국세통계를 보아도 2019년의 귀속소득연
도인 2018년의 수급비율과 수급자 수, 총지급액이 큰 규모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정보는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2018년이라고 한다
면, 조사자료 기준으로는 2019년에 해당한다.

4) 하지만 KOSIS의 국세통계를 확인하면, 2018년에 근로장려금 수급자 비율과 수급자 수, 지급액이 크게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KOSIS의 국세통계는 실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
급하는 연도가 아닌, 지급액을 산정하는 연도 기준(귀속소득연도)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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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2018년에는 큰 제도의 변화가 없기때문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 효과를 확인함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2019년까지 분석을 진행한다면, 2019년 근로장려금
의 큰 개편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표 2] 2017년 - 2019년의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내용

구 분 ’17년 신청 ’18년 신청 ’19년 신청

연령 요건
4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 원 미만
* 재산 1억 원 이상 시
  지급금액 50% 감액

가구당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원 이상 시 

지급금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 원)

단독 77 85 150

홑벌이 185 200 260

맞벌이 230 250 300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19. 12. 19.)를 참고하여 저자가 2017년 내용 추가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공공부조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공공부조제도의 운영 과정
에서 비수급(non-take-up)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가능
성이 있다(이태진 외, 2020). 왜냐하면 공공부조 급여가 빈곤층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빈곤층
이 스티그마(stigma), 신청 과정에서의 물리적·심리적 비용, 정보의 부족으로 급여 신청조차 하
지 않는다면 공공부조의 급여가 빈곤층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Moffitt, 1983; Currie, 
2004; Van Oorschot, 1991).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보장의 경우에도 2000년에 도입된 이후부터 꾸준히 비수
급 문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 비수급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꼽았다(허선, 2002; 윤홍식, 2003; 여유진, 2004; 박능후, 2008; 구인회, 백학영, 2008). 
한국의 기초보장은 다른 국가에 없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5) 수급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뿐



기초보장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중차분 분석을 이용해서  43

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친족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자산조사 범위에 포함하
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신청자는 본인에 관한 신청 서류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부
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다른 친족 가족들에 관한 신청 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까지 준비해야 
한다. 다른 친족 가족과 원만한 관계에 있는 수급 신청자는 쉽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친족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다른 친족 가족이 부양의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문혜진 외, 2020). 이처럼 수급 신청
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신청과정에서의 물리
적·심리적 비용을 크게 증가하여 기초보장 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한다(허용창 외, 2020).

한국의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않는 빈곤층은 2015년 기준으로 9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 외, 2017). 2015년의 전체 수급자 수가 약 15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빈곤층 중에
서 약 40%6)가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고, 기초보장의 비수급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비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8
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앞서 [그림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이,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기초보장 수급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직전 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 2019년의 수급자 수는 약 30
만 명이나 증가했다. 2017년의 기존 수급자 대비 2019년에는 약 20%나 증가한 것으로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비수급 문제가 상당히 해소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보장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
초보장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해도,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바로 연결되
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신규 수급자들은 기초
보장의 자산조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로를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Gottschalk 
and Moffitt(1994)와 Moffitt(2003)는 공공부조 자산조사의 특성 상 공공부조 급여와 근로소득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 빈곤층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득을 높
일 수 있는 공공부조 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근로에 대한 유인이 크게 감소한
다고 설명한다. 

한편 기초보장의 확대가 빈곤 완화 효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사적이

5) 다른 국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가구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6) 93만명/(93만명+150만명)*1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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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득의 구축(crowding out) 효과다(Schoeni, 1996; Cox and Raines, 1985). 공공부조 급여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면, 그 동안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가족들이 제공했던 사적이전소득
이 감소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기초보장 급여가 증가했음에도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기초보장의 대상자 확대로 인한 빈곤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
서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신규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
였는데, 그 대상자들의 사적이전소득이 과연 구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공공부조 형태의 프로그램이 도입되거나 개편되었을 때, 
근로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는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다(Hoynes, 1996; Lemieux and Milligan, 
2008; Bargain and Doorley, 2009; 변금선, 2005; 구인회 외, 2010; 김정혁, 2019). 특히 김정혁
(2019)의 연구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기초보장제도가 근로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가장 최근 논문으로, 기초보장제도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최대한 조합하여 여러 개의 
인구집단 셀(cell)을 만들었고, 각 셀별 수급 예상 확률을 계산하여 이중차분 분석을 적용하였
다. 분석 결과, 2000년에 기초보장이 도입된 이후, 기초보장 수급 비율이 1%p 증가하면, 취업
에서 미취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0.22-0.24%p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태
진 외(2020)의 연구에서는 김정혁(2019)의 연구와는 다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태진 외
(2020)는 여러 시기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 집단의 추이를 통
제한 이중차분 분석을 적용하여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근로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태진 외(2020)의 분석 결과,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근로 유인을 감소시키는 확실한 증거는 발
견하지 못했다. 이태진 외(2020)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기초보장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조건들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매우 낮아 근
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수급하기 극히 어렵기 때문에 기초보장제도가 근로 유인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손병돈(2008)은 공공부조에 
의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관계를 확인
했다.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보장제도와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가 보완관계보다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고, 기초보장 급여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
지만 손병돈(2008)의 연구는 인과효과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부조로 인해서 실제
로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했는지는 인과효과모형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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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검토에 앞서, 정책 효과의 결과 변수인 
빈곤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와 빈곤 감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대빈곤선을 이용해서 빈곤여부 및 빈곤율을 계산했으며, 이때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 30%
를 사용했다.7)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선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초보장제도는 극
빈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인 만큼 상대빈곤선을 중위소득 30%로 설정했다. 선행
연구에서 이용하는 빈곤 변수는 대부분 중위소득 50% 기준이거나 중위소득 30%을 이용한다
(구인회 외, 2010; 이태진 외, 2020; Nam and Park, 2020). 앞으로 검토하는 선행연구에서 기
초보장제도의 변화로 빈곤확률이 감소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빈곤확률이 감소했다는 것
의 의미는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빈곤선 아래에 있었던 대상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기초보장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들은 축적되었지만, 빈곤 완화 효
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기초보장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초기 
연구들은 공적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빈곤과 공적이전을 고려한 빈곤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보장이 소득 증가와 빈곤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강병구, 2004; 강신욱, 2016). 
하지만 이러한 초기 연구의 분석 방법은 수급자들의 행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초보
장이 빈곤에 미치는 인과효과(causal effect)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인과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설계와 분석방법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기
초보장이 빈곤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본격적으로 확인한 연구들이 등장했다(구인회 외, 2010; 
이래혁, 남재현, 2020; Nam and Park, 2020; 이태진 외, 2020). 구인회 외(2010)는 1996년 가
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해서 2000년의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강건성(robustness)을 높이기 위해서 학력뿐만 아니라 임차가구 여부도 같이 
고려해서 각각 두 개의 프로그램 집단(저학력, 임차)과 비교집단(고학력, 자가)을 구성했다. 두 
개의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이용해서 삼중차분(triple difference-in-difference, DDD)
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 기초보장 도입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
지만,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태진 외(2020)는 구인회 외(2010)과 
다른 분석자료를 이용해서 2000년의 기초보장 도입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는데, 구인
회 외(2010)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은 증가했지만,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
지 못했다. 이태진 외(2020)는 당시에 소득이 증가한 이유를 기초보장 도입의 효과라기 보다는 
1997년과 1998년의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의 자연 회복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7) 기초보장제도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율로는 그 효과를 확

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극빈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30%기준의 빈곤율도 함
께 고려한다.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율은 이태진 외(2020)의 연구에서도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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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는 2015년에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기초보장제도가 포괄하는 수급대상
자가 확대되었다. 2015년 기초보장제도 개편이라는 외생적인 변화를 이용하여 기초보장이 빈곤
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이래혁, 남재현, 2020; Nam and Park, 2020; 
이태진 외, 2020). 이래혁과 남재현(2020) 그리고 Nam and Park(2020) 두 연구 모두 프로그램 집
단과 비교집단을 기초보장 수급 여부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이용하였다. 두 연구 결과 모두 기초보장이 2015년에 도입된 이후에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am and Park(2020)은 가처분소득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빈곤 여부에 미
친 효과도 추정하였는데, 이중차분 분석만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
6.7%p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이중
차분 분석을 결합하여 분석했을 때에는 통계적인 유의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3.5%p 빈곤
을 완화시키기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태진 외(2020)의 연구는 다년간의 가계동향조사와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해서 추이를 통제한 이중차분 분석을 적용하여 2015년 기초보장 개편이 빈
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5년의 기초보장 개편이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일관되게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계동향조사
와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한 모든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기초보장제도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보장제도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보장제도가 빈
곤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2000년 기초보장제도가 도입했을 때에는 뚜렷하게 확인하기는 어려
웠다. 하지만 2015년 기초보장제도가 개편되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
러 연구를 통해서 일관되게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기존 연구 중에서 2018년 기초보장 주거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0년의 기
초보장제도 도입과 2015년의 기초보장제도 개편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빈곤 문
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서 근로 유인이 감소하거나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되어서 빈곤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비수급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과연 빈곤 완
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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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이번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0년(소득기준 2016년-2019년)8) 자료를 중
심으로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로 2017년(소득기준 2016년) 조사 자료
부터 행정자료를 이용해 소득정보를 보완했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조사 자료보다 소득정보의 
정확성이 높으며, 각 소득의 세부항목들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기초보장급여를 비롯하여 공
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다른 조사 자료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한계
점도 존재한다.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기초보장급여 금액은 조사하지만, 기초보장 수
급여부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보장 수급여부를 기초보장 급
여액이 0을 초과하는 것을 기초보장을 수급한다고 조작적 정의를 한다. 두 번째 한계는 가계금
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하는 기초보장급여 금액은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
급여와 교육급여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급여의 수급 규모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 금액이 주거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초보장 수급률과 급여의 평균 수급액 추이를 확인할 때,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모든 개인이다.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신에, 저소득 가구를 의도적으로 50% 과대 
표집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했다(이래혁, 남재현, 2020; Nam and Park, 2020; 이태진 외, 
2020). 기존 연구에서 표집 오류가 있음에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기초보장제
도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전체 개인 대비 약 7%만 수급하는 제도이기 때문
에, 전국민 자료를 이용할 경우 그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또한 기초보장제도의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주요하

8) 2012년부터 2021년 자료까지 활용 가능하지만, 2017년 이전에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정보가 보완되지 
않아서 2017년 이전과 2017년 이후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2021년 자료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간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온전한 효과를 확인하는데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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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석하되, 가구주 학력과 노인가구주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하위집단별로 추가 분석
을 진행했다. 기존 연구에서 가구주 학력에 따라서 기초보장의 수급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
용해서 이중차분 분석에 이용했기 때문에(이상은, 2004; 변금선, 2005; 구인회 외, 2010; 이태
진 외, 2020), 학력에 따른 기초보장제도의 효과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9) 그리고 한국의 
노인가구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더 빈곤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Ku et al, 
2021), 노인 가구주인지 비노인 가구주인지에 따라서 기초보장제도의 효과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되므로 추가 분석을 진행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중차분(DID) 분석을 적용하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인과 효과를 
확인한다. 이중차분 분석은 현대 성과평가 방법 중 인과 효과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
나로 연구 설계(research design)가 가장 중요하다.10) 따라서 정확한 인과효과를 확인하기 위
한 노력으로서, 본 연구는 외생적인 제도 변화인 2018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활용했으
며, 임차가구/자가가구라는 외생변수를 이용해서 집단 구분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빈곤율은 감소하였는지를 주목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효과에 집중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자가가구에 따라서 급여의 형태가 다르다.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목
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반면, 자가가구는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주거서비스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선 및 보수 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는 현물(서비스) 방식으로 제공 
받는다.11)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를 신규로 수급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주거

9) 하위 집단을 구성할 때, 저학력 가구주 가구는 ‘중학교 졸업 이하’, 고학력 가구주 가구는 ‘고등학교 졸업 이
상’으로 설정한다. 변금선(2005), 구인회 외(2010), 이태진 외(2020)의 연구 모두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기초보장 수급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으로 설정해서 분석했다. 아래 표를 보았
을 때도, 중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수급률의 차이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수급륩(%) 7.4 6.9 9.3 10.0

가구주 학력별 
수급률(%)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9.8 12.2 12.9

중학교 졸업 6.1 6.4 7.8 8.1

고등학교 졸업 2.8 2.6 3.5 3.7

대학교 졸업 이상 0.6 0.6 0.9 1.1

10) 정확한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외생적인 제도 변화와 같은 유사(quasi-experiment) 상황
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은 내생성이 적은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 설정이다. 기초보장제도의 효
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수급지위(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잘못된 추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지위와 빈곤지위의 인과적 선후관계를 파
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박지혜, 이정민, 2018; 이원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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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가 현물(서비스)로 지급받는 자가가구에 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로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 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본 연구는 이런 급여 형태의 차이
를 이용해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설정했다. 

  (1)

수식 (1)은 본 연구의 기본 모델로서 소득기준 2017년과 2018년 두 시점을 이용한 이중차분
(DID) 분석 모형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우선적
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수급확률을 높이는 것에 긍정적인 인과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로서 수급여부를 포함한다. 이후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로 
변화한 수급확률로 인해서 빈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변수인 빈곤여부와 빈곤갭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빈곤 여부를 구분하는 빈
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로 인해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처분소득도 증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로 공적이전소득과 가처분소득도 분석 모형에 포함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 근로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근로 유인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소득(근로
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을 종속변수 에 포함시킨다.12) 또한, 기초보장제도의 변화
로 인해서 기초보장 급여와 대체관계에 있는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적이전소득도 종속변수에 추가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한 값을 이용한다.은 정책 시행 전(0)·후(1)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로 두 시점을 이용한 이중차분
(DID)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은 프로그램 집단(1)과 비교집단
(0)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이다. 정책 시행 전·후 더미변수와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11)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임차료 지원에 대한 급여는 현금 급여로서 조사되지만, 수선유지급여는 현물(서비
스)로서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와 소득 변수와의 시점 차이가 존재한
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 참여 여부 변수 조사 시점이 2020년이라면, 소득 변수 조사 시점은 2019년이다. 
본 연구는 소득의 변화를 주요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 여부 변수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부
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근로 유인이 감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이용한다. 근로 유인이 감소하는 이유가 낮은 시장 소득 상태를 유지해서 수급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시장소득의 변화를 통해서 근로 유인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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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 은 정책 시행이 프로그램 집단에 미친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 그 회귀계수인 가 이중차분 분석의 인과적인 정책 
효과를 의미한다. 통제변수 는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여부,13) 배우자 유무, 가구
원 수, 가구주 학력,14) 노인 가구주 여부에 해당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포함
한다. 

두 시점을 이용할 때,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이중차분(DID) 분석을 주요하게 확인을 하지
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장기적인 효과도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과 2019년 두 시점을 이
용한 이중차분(DID) 분석도 추가로 진행한다.

이중차분(DID) 분석을 할 때, 분석 결과의 인과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통추이
(common trend)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록]과 같이 각 결과 변수 별 
공통추이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관측 시기가 
2016년과 2017년 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추이 가정을 충족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5) Angrist and Pischke (2014)는 이중차분(DID) 분석에서 공통추이 가정을 완
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시기의 자료를 이용해
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 집단의 추이(trend)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통추이 
가정을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충족되지 않았을 상황까지 고려하여 여러 시
점을 이용해서 각 집단의 추이를 통제한 이중차분(DID) 분석도 분석결과에 포함시켰다. 구체적
인 방법은 아래 수식 (2)와 같다.

  (2)

수식 (2)는 각 집단의 고유한 추이(trend)를 통제하기 위해서 수식 (1)에 추이와 집단의 상호
작용항인 을 추가하였고, 여기서 는 각 년도를 1부터 연속된 

13) 주거급여는 거주지역에 따라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뉘어지고, 급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 수준 또한 차
이가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1급지-4급지에 해당하는 지역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가
계금융복지조사는 지역 변수로서 시도를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 여부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1급지(서울)·2
급지(인천, 경기)와 3급지(광역시, 세종)·4급지(그 외 지역)으로 나눠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이지만 가
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용가능한 수도권 여부로 급지에 따른 급여 수준 차이를 통제하고자 했다.

14)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과 같이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15)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소득기준 2016년 이전 자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2016년 이전 자료는 2016년 

이후 자료와 달리, 소득 정보가 행정 자료로 보완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
를 시계열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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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정의된다. 여러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은 정책 시행 전·후가 아닌 
각 연도별 더미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작용항 에서 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의 시점을 더미로 코딩하여, 2018
년과 2019년의 각각의 정책효과 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종속 변수에 미치
는 인과적 효과를 확인했다. 분석 과정의 모든 표준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부분적으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패널 
가구 번호 내 상관관계를 고려한 군집 표준 오차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는 효과는 처치의도효과(ITT)로,16) 과연 집단 구분 변수인 임차가구/자
가가구가 기초보장의 주거급여 수급자격으로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실제 기초보장 수급 여부 변수와 임차가구/자가가
구 집단 구분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다음 절부터는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확인하고, 집단 
구분 변수(임차가구/자가가구)와 기초보장 수급 여부 변수의 회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차분 회귀분석을 통해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빈곤 여부
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를 확인한다.

5. 분석결과
1) 기초 통계

(1) 주요 변수 기초통계

[표 3]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 수급자 급여평균, 전체 급여평균 추이(전체 개인)

16)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인과효과는 처치의도효과(intention-to-treat, ITT)로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e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와 차이가 있다. 처치의도효과(ITT)는 처치받을 자격(eligibility)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인과적 효과이고 평균처치효과(ATT)는 처치받는 사람에 대한 인과적 효과이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수급률(%)

임차가구 7.4 6.9 9.3 10.0

자가가구 0.8 0.8 0.9 1.0

차분 6.6 6.1 8.4 9.0

수급자 
급여평균(만원/연)

임차가구 432 499 397 384

자가가구 284 311 23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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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표 3]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수급률과 수급자 급여 평균, 그리고 전체 대상자 급여 평균
을 보여준다. 수급률의 추이를 보면, 임차가구는 2016년에는 7.4%, 2017년에는 6.9%였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9.3%로 2.4%p 증가했고, 2019년에는 0.7%p 증가한 10.0%가 된다. 반면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0.8%-1.0%로 수급률의 큰 변화가 없다. 임차가
구와 자가가구의 각 연도별 수급률 차분값을 확인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약 6.1-6.6%였다
가, 2018년에 8.4%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
한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기초보장의 비수급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가능성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급자의 급여 평균 추이는 어떨가? [표 3]의 두 번째 행은 수급자의 급여 평균을 
보여준다. 수급자 급여평균은 2016년과 2017년에 증가했고, 2018년부터 갑자기 감소하는 추
이를 보인다. 수급자의 급여가 2018년에 감소한 것은 두 가지 주요한 원인 때문이다. 첫 번째 
원인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초보장 급여를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도 같이 조사한다는 점이
다.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급여는 주거급여만 해당되기 때문에, 2018년에 급격하
게 증가한 수급자 대부분은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급여수준은 생계급여의 급여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의 신규 수급자가 크
게 증가한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기초보장 총급여액은 그 이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서 2018년에 수급자의 급여평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두 번째 원인은 기초연금의 급여가 2018년 9월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한 영향 때
문이다.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여부와 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급여액도 자산조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는 대체 관계에 있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기초연금 금액이 증가한 만큼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들의 기
초보장 생계급여 급여액도 감소하게 되었다.17) 첫 번째 원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계금융복지

17) 생계급여 급여액은 기초연금 급여액 상승으로 감소하지만, 주거급여 급여액은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승해도 
감소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판정 시 기초연금 급여액이 반영되어 수급률에 영향을 미칠 

차분 148 188 161 122

전체 대상자
급여평균(만원/연)

임차가구 32 34 37 38

자가가구 2 3 2 2

차분 30 31 35 36

사례 수(명)
임차가구 16,896 16,420 15,523 14,939

자가가구 32,616 32,166 31,323 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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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기초보장 급여액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급여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 급여액이 감소한 것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2018년 이후 수급자의 기초보장 급여의 수급액이 크게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급여평균은 ‘수급률 × 수급자의 급여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수
급률과 수급자 급여평균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앞서 수급률이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전체 분석 대상자의 급여평균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반대로 2018년에 수
급자의 급여평균이 갑자기 크게 감소한 것은 전체 분석 대상자의 급여평균을 감소시키는데 영
향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에는 전체 분석 대상자 중 임차가구의 급여 평균은 그 전년
도인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차가구의 수급자 급여
평균이 499만원에서 397만원으로 102만원이나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률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전체 분석 대상자의 급여평균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한 급여액은 하위 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율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증가한 급여가 공적이
전소득, 가처분소득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빈곤 감소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이후 이중차분(DID) 회귀분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표 4]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변수의 기초통계로서 그 추이를 보여준다. [표 3]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초보장의 신규 수급률이 크
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우려하듯이 기초보장의 신규 수급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대상자의 근로 유인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Moffitt, 2003). [표 4]의 첫 번째 행을 보았을 
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시장소득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격차는 꾸준히 커
지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2018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결과만으로 정책이 근로 유인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명한 결론
을 내리기는 어렵다.

한편, 기초보장 수급률이 높아지게 되면, 공공부조의 대체 관계에 있는 사적이전소득이 구
축될 가능성도 있는데(손병돈, 2008), [표 4]를 보았을 때, 2018년 이후에도 임차가구와 자가가
구 모두의 사적이전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한 사적이전소득 의 
구축 효과를 표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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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요 결과변수 추이(전체 개인)

구분 2016 2017 2018 2019

균등화 시장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2805 2891 2935 3023

자가가구 3718 3823 3881 3919

차분 -913 -932 -946 -896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45 53 62 60

자가가구 41 45 50 55

차분 4 8 12 5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154 160 185 230

자가가구 207 218 236 280

차분 -53 -58 -51 -50

균등화 가처분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2607 2683 2739 2849

자가가구 3375 3446 3487 3568

차분 -768 -763 -748 -719

중위 30% 빈곤율
(%)

임차가구 9.7 9.9 8.7 8.8

자가가구 5.3 5.5 5.0 4.4

차분 4.4 4.4 3.7 4.4

중위 30% 빈곤갭
(%)

임차가구 3.3 3.3 2.7 2.5

자가가구 1.8 1.8 1.6 1.3

차분 1.5 1.5 1.1 1.2

사례 수(명)
임차가구 16,896 16,420 15,523 14,939

자가가구 32,616 32,166 31,323 30,156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자가가구가 임차가구보다 공적연금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차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자가가구의 공적이전소득보다 적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의 격차가 커졌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그 격차가 좁아졌다. 공적이전소득의 이러한 
변화가 어떤 정책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적이전소득의 세부 소득 항목별로 
그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5]는 공적이전소득에 속한 각 세부 소득 항목별로 임차가구
와 자가가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차분 변화(단순이중차분)를 보았을 때, 기초보장과 기타
정부보조금18)을 제외한 모든 공적이전소득 세부 소득 항목의 차분값 변화는 크지 않다. 특히, 
2018년에 기초연금의 급여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18) 고용보험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농어업 정부보조금(쌀, 수
산 직불금 등), 취업지원 관련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급여 등), 보훈급여금, 긴
급복지 지원금,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 기타 정부보조금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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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차분값 변화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급여 대상
은 노인(만 65세 미만)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만큼 매우 보편적인 급여이기 때
문에,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기초연금 평균 급여액을 모두 증가시켜 차분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차분 변화에서 기초보장과 기타정부보조금의 차분 변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기초보장은 +4만원(35-31), 기타정부보조금은 +4만원(-2-(-6))이 변화했다. 하
지만 기타정부보조금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두드러진 사회정책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서, 해당 정책의 급여 인상이 다른 정책으로 발생한 인과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초보장이 
유일하게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초보장 개
편이 기초보장 급여,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인상의 인과적 효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세부 소득 항목 추이(전체 개인)

구분 2016 2017 2018 2019

균등화 공적연금
(만원/연)

임차가구 49 56 63 64
자가가구 143 153 161 176

차분 -94 -97 -98 -112

균등화 기초연금
(만원/연)

임차가구 28 28 34 42
자가가구 31 32 37 47

차분 -3 -4 -3 -5

균등화 아동수당
(만원/연)

임차가구 12 11 13 25
자가가구 8 6 9 15

차분 4 5 4 10

균등화 장애수당
(만원/연)

임차가구 5 5 5 6
자가가구 2 2 2 2

차분 3 3 3 4

균등화 기초보장
(만원/연)

임차가구 32 34 37 38
자가가구 2 3 2 2

차분 30 31 35 36

균등화 근로장려금
(만원/연)

임차가구 13 13 13 32
자가가구 3 3 3 11

차분 10 10 10 21

균등화 기타정부보조금
(만원/연)

임차가구 14 13 20 23
자가가구 18 19 22 26

차분 -4 -6 -2 -3

사례 수(명)
임차가구 16,896 16,420 15,523 14,939
자가가구 32,616 32,166 31,323 30,156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한편, [표 4]에서 시장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세금을 모두 고려한 가처분소득 
추이를 보았을 때에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차이(차분)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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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과 –763만원이었지만, 2018년에 –748만원으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2019년에도 
격차가 줄어들어 –719만원이 되었다. 2018년부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가처분소득의 격차
가 줄어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 기초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만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소득 하위 분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위소득 30% 이하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의 추이를 보았을 때, 2016년과 
2017년에 임차가구의 빈곤율이 9.7-9.9%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2018년에는 8.7%로 급격
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갭 또한 2016년과 2017년 임차가구 
기준 3.3%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2018년에 2.7%로 갑작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과 빈곤갭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요인
들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평균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인과 효과(causal 
effect)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는 한계가 있다. 인과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
제변수들을 포함한 이중차분(DID) 회귀분석을 진행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두 시점을 
이용한 이중차분(DID) 회귀분석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여러 시점 자료를 이용해서 추이를 통
제하여 공통추이 조건을 완화한 이중차분(DID)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 더 강건한(robust) 결
과를 확인할 것이다.

(2) 집단 구분 변수와 기초보장 수급 변수와의 상관관계

[표 6] 집단 구분 변수(임차가구/자가가구)와 기초보장 수급 변수 회귀분석 결과(전체 개인)

구분 모형1(17년-18년) 모형2(16년-19년)

임차가구/자가가구
(수급 자격)

0.07*** 0.08***

(0.00) (0.00)

통제 변수 ○ ○

연도 더미 ○ ○

관측치(명) 82,588 164,519

R-square 0.082 0.085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2)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3)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가구주 학력, 노인 가구주 여부를 통제하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에 앞서, 이중차분 분석의 집단 구분 변수(임차가구/자가가구)가 기초보
장 수급의 자격(eligibility)으로서 얼마나 실제 기초보장 수급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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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이유는 앞서 분석방법에서 소개하
였듯이, 내생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집단 구분은 기초보장 수급 자격과 가장 관련
이 깊은 외생변수(임차가구/자가가구)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 자격을 가진 대상자
가 실제로 기초보장 수급을 했는지 확인한다.19)

[표 5]에서는 시점 범위를 달리해서 두 가지 모형을 구성했다. 두 가지 모형의 분석 결과는 
일관성이 있게, 임차가구/자가가구 여부와 실제 수급이 통계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상당
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의 이중차분 회귀분석에서의 결과를 인과 효과
(causal effect)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1) 전체 개인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표 7] 이중차분 분석 결과: 기초보장 수급 여부,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전체 개인)

구분
기초보장
수급 여부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A Panel: 두 시점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21*** 29.469 2.081
(0.004) (50.033) (4.006)

통제변수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30*** 76.762 -3.625
(0.004) (65.965) (4.519)

통제변수 ○ ○ ○
B Panel: 여러 시점 자료를 이용해서 추이를 통제한 이중차분 분석

2018년*프로그램집단
(정책효과)

0.028*** 49.931 -3.209
(0.005) (76.977) (6.134)

2019년*프로그램집단
(정책효과)

0.043*** 116.734 -14.177
(0.008) (132.022) (9.567)

통제변수 ○ ○ ○
연도 더미 ○ ○ ○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가구주 학력, 노인 가구주 여부를 통제하였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표 7]은 기초보장 수급여부,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가 종속변수인 이중차분(DID) 분석 결

19) 박지혜, 이정민(2018)과 이태진 외(2020)의 연구에서도 수급 자격와 실제 수급의 관계를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했다. 이때 종속변수가 이변량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로짓분석을 하지 않고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적용했다. Angrist and Pischke(2008)에 따르면, 로짓분석과 선형확률모형(LPM)의 분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선형확률모형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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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준다. A패널은 두 시점을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을 보여주고, B패널은 여러 시점 자료
를 이용해서 추이를 통제한 이중차분 분석을 보여준다. 두 시점을 이용한 A패널의 분석이 타당
하기 위해서는 공통 추이(common trend)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
료가 공통 추이를 보기에는 관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통 추이 가정을 완
화시킬 수 있는 추이를 통제한 이중 차분 분석인 B패널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7]의 첫 번째 열(column)은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비수급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다. 2017년과 2018년 두 시점을 이용한 분석 
결과(A패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기초보장 수급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2.1%p 증가시키는 인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과 2019년의 결과에서도 
3.0%p 수급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이를 통제한 분석 결과(B패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A패널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2018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비수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근로 유인이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소득에 
미친 효과를 보여준다. 두 시점을 이용한 결과(A패널)와 추이를 통제한 결과(B패널)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지만, 시장소득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시장소득이 증가한 것은 전체 개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평균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소득 분
위에 따라서 그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
구의 시장소득을 단순이중차분한 결과를 소득 분위별로 확인했을 때([표 8]참고),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시장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낮은 분위의 근로 유인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결과 빈곤율과 빈곤갭 감소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표 8] 소득 분위별 시장소득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단순이중차분(2017년-2018년)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7-2018 -59 -24 -13 -3 -32 19 -4 91 -40 376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마지막 열은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를 확인한 결과로, 두 시점을 이용한 결과(A패널)와 추
이를 통제한 결과(B패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2018년은 A패널에서는 사적이전
소득이 증가했지만, B패널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은 두 결과 모두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18년 A패널과 B패널의 부호가 바뀐 것은 사적이전소득이 공통추이(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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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적이전소득이 구
축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표 7]의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기초보장의 신
규 수급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비수급 문제가 크게 해소되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시장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전이전소득이 구축된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시장소득이 오
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소득 분위별 시장소득을 확인한 결과, 낮은 분위의 시장소득
이 크게 감소해서, 빈곤율과 빈곤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빈곤율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기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로 공적이전소득과 가처
분소득에 미친 영향을 먼저 확인했다([표 9]). 공적이전소득에 미친 효과를 확인한 결과, 2018년
에는 두 시점을 이용한 분석(A패널)에서는 2만원, 추이를 통제한 분석(B패널)에서는 4만원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2019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A패널에서는 약 8만원, B패널에서는 1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
자 기준 폐지의 결과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초보장제도가 저
소득 가구에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전체 개인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에 미치는 영
향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소득 분위별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인전소득 세부 소득 항목별 변화
를 확인을 통해서 기초보장제도가 저소득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표 10] 참고).

[표 9] 이중차분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갭(전체 개인)

구분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빈곤율

(중위 30%)
빈곤갭

(중위 30%)
A Panel: 두 시점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2.137 41.242 -0.007 -0.004+
(5.748) (41.319) (0.005) (0.002)

통제변수 ○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7.936 75.027 0.003 -0.003
(7.636) (53.415) (0.005) (0.002)

통제변수 ○ ○ ○ ○
B Panel: 여러 시점 자료를 이용해서 추이를 통제한 이중차분 분석

2018년*프로그램집단
(정책효과)

4.532 34.112 -0.007 -0.004
(8.364) (64.740) (0.008) (0.004)

2019년*프로그램집단
(정책효과)

12.632 60.024 0.003 -0.001
(14.434) (108.711) (0.013) (0.006)

통제변수 ○ ○ ○ ○
연도 더미 ○ ○ ○ ○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가구주 학력, 노인 가구주 여부를 통제하였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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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소득분위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세부 소득 항목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단순이중차분(2017년-2018년)
(단위: 만원)

구분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기초보장

근로
장려금

기타정부
보조금

1분위 39 4 1 1 1 24 -1 7

2분위 3 -5 -5 -2 3 7 -3 11

3분위 -16 -8 3 1 -4 -12 -1 5

4분위 -14 -15 -6 2 1 0 1 3

5분위 42 41 10 -9 -2 6 -3 -1

6분위 -5 -14 -1 4 1 2 3 1

7분위 36 35 2 2 2 -2 1 0

8분위 -36 -37 -5 -2 -2 1 1 8

9분위 2 -6 3 -6 0 1 2 8

10분위 -7 -9 -4 4 1 0 -1 2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표 10]은 소득 분위별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세부 소득 항목별 단순이중차분한 값
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39만원으로 다른 분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여기에 기초보장 급여가 24만원으로 가장 큰 기여했다. [표 9]는 
전체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낮은 소득 분
위의 공적이전소득에 미친 효과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표 1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9]에서 2019년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2018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장기적인 효과보다 근로장려금 효과의 가능성이 더 높다. 
[표 11]은 2018년과 2019년의 공적이전소득 세부 소득 항목별 단순이중차분 결과를 보여주는
데, 근로장려금이 2분위에서 8분위까지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급여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기초보장 급여액은 큰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9년의 근로장려금
의 정책 변화가 2019년의 공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소득 분위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세부 소득 항목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단순이중차분(2018년-2019년)

구분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기초보장

근로
장려금

기타정부
보조금

1분위 -7 -5 -8 3 0 -2 8 0

2분위 1 -20 -18 13 2 7 22 -8

3분위 -31 -25 -5 6 3 -1 14 -23

4분위 48 12 -2 8 2 5 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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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표 9]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처분소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면(두 번째 열), 두 시
점을 이용한 분석(A패널)과 추이를 통제한 분석(B패널)의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지만, 2018년과 2019년 모두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에 미친 효과
를 보여주는 회귀계수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표 7]에서 확
인했듯이 시장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표 8]에서 소득 하위 분위일수록 시장소
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분위의 가처분소득도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표10]에서 소득 하위 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 하위 분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소득 하위 분위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곤율과 빈곤갭의 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9]의 세 번째 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통게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두 시점을 이용한 분석(A패널)과 추이를 통제한 분석(B패널) 모두 일관되게 
2018년에는 0.7%p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이 감소한 효과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효과
를 확인한 2019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빈곤율이 0.3%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은 2018년과 달리 빈곤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019년
에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단독 가구의 청년으로 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김현경 외, 2020).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분위의 근로장려금 급여 증가 수준이 크지 
않고, 근로장려금 급여가 2분위부터 8분위까지 상당히 높은 분위까지 지급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 감소에는 기여를 못했지만, 빈곤갭을 줄이는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점을 이용한 분석(A패널)에서 2018년의 빈곤갭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0.4%p 감소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갭이 전체 개인 기준 2-3%인 것을 감
20) Nam and Park(2020)의 연구에서 확인한 빈곤 감소 효과는 3.5-6.7%p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보다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Nam and Park(2020)의 결과에서 효과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이
용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Nam and Park(2020)는 전체 표본 중에서 저소득 가구를 의도적으로 
50% 과대 표집한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5분위 -30 -43 -5 11 2 -2 11 -5

6분위 35 1 1 5 0 3 4 20

7분위 -56 -48 -13 3 -1 -1 7 -3

8분위 -9 -12 1 3 -2 -1 6 -5

9분위 -1 -11 -3 2 0 -1 1 9

10분위 -14 -8 -1 -5 -1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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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0.4%p 감소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추이를 통제한 결과(B패널)에서는 2018
년의 빈곤갭 감소 효과가 통계적 유의수준은 아니지만 0.4%p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2018
년의 빈곤갭 감소효과의 유의 수준이 B패널에서 사라졌지만, A패널에서 유의 수준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빈곤갭 감소 효과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양의무자 기
준 폐지가 빈곤갭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2019년)을 확인한 결과 두 시점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0.3%p 감소했고, 추이를 통제했을 때는 0.1%p 감소한 것으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근로 유인 감소와 사
적이전소득 감소에 미치는 확실한 영향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또한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기초보장제도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만큼 분위별 단순이중차분 결과를 통해서, 소득 하위 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하위 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는 빈곤율을 감소시키지는 못했
지만, 빈곤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률이 전체 개인 대비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개인으로 분석을 했
을 경우, 기초보장제도의 정책 변화 영향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기초보장제도를 연
구한 다수 연구들은 저소득 가구를 50% 과대표집한 한국복지패널을 주로 이용해서 기초보장
제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했다(이래혁, 남재현, 2020; Nam and Park, 2020; 이태진 외, 2020). 
본 연구도 기초보장제도가 경제적 취약 집단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서, 가구주의 학력과 
노인 가구주 여부를 구분하여 추가로 하위 집단별 이중차분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하위 집단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에서 추이를 통제한 분석 결과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
다. 위에서 전체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시점을 이용한 분석 
결과(A패널)와 추이를 통제한 분석 결과(B패널)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하위집단별로 추이를 통제한 이중차분 분석을 따로 진행했지만, 전체 개인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시점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추이를 통제한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정책의 변화 이전 시점(pre-periods)이 
2016년과 2017년으로 단 두 개의 시점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Wolfers(2006)는 추
이를 통제한 이중차분 분석을 한 Friedberg(1998) 연구의 분석에서 정책 변화 이전 시점이 적
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경우에 분석 결과가 정책 변화 이후 시점의 추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정확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한다. 본 연구도 정책 변화 이전 시점이 두 
개의 시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이를 통제했음에도 두 시점을 이용한 분석과 비교해서 의미있
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 하위집단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두 시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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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 결과만 제시한다.

(2) 가구주 학력별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표 12] 이중차분 분석 결과: 기초보장 수급 여부,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가구주 학력별)

구분
기초보장
수급 여부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저학력
가구주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37*** 70.246 -3.937

(0.011) (74.803) (8.871)

통제변수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53*** 69.049 -6.708

(0.013) (83.750) (10.145)

통제변수 ○ ○ ○

고학력
가구주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17*** -3.348 3.611

(0.004) (61.396) (4.662)

통제변수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24*** 37.605 -3.208

(0.004) (82.269) (5.041)

통제변수 ○ ○ ○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노인 가구주 여부를 통제하였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가구주 학력을 저학력 가구주(중학교 졸업 이하) 가구와 고학력 가구주(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두 시점을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학력 가구주 가구와 고학력 가구주 가구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급 확률이 크게 증가했다. 저학력 가구주 가구가 2018년에는 3.7%p, 
2019년에 5.3%p이고 고학력 가구주 가구가 2018년에 1.7%p, 2019년에 2.4%p 증가해서 저학
력 가구주 가구의 비수급 문제가 더 많이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의 두 번째 열은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가 근로 유인 감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시장소득에 미친 효과를 확인한 결과다. 저학력 가구주 가구와 고학력 가구주 가구 모두 시
장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저학력 가구주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
준 폐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은 고학력 가구주 가구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오히려 고학력 가구주 가구의 시장소득이 약간 감소했다. 
하지만 앞서 전체 개인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낮은 소득 분위의 시장소득은 감
소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빈곤율과 빈곤갭에 미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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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는 2018년과 2019년의 저학력 가구주 가구와 2019년의 고학력 가
구주 가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
준 폐지로 사적이전소득이 크게 영향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13] 이중차분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갭(가구주 학력별)

구분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빈곤율

(중위 30%)
빈곤갭

(중위 30%)

저학력
가구주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19.937 75.780 -0.022+ -0.011*

(12.431) (64.912) (0.012) (0.005)

통제변수 ○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23.555+ 82.036 0.003 -0.008

(13.683) (73.112) (0.015) (0.005)

통제변수 ○ ○ ○ ○

고학력
가구주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2.518 17.974 -0.005 -0.003

(6.637) (49.977) (0.005) (0.003)

통제변수 ○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2.868 45.734 0.001 -0.002

(8.749) (65.932) (0.006) (0.003)

통제변수 ○ ○ ○ ○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노인 가구주 여부를 통제하였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표 13]은 가구주 학력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공적이전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빈곤갭에 미친 효과를 보여준다. 고학력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모든 결과 변수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저학력 가
구주 가구의 경우, 2018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율이 2.2%p 감소했고, 빈곤갭도 
1.1%p 감소했다. 앞서 전체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표 9])와 비교했을 때, 빈곤율 감소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효과의 크기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
곤갭도 그 효과의 크기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저학력 가구주 가구와 
같은 취약 계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학력 가구주의 공적이전소득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증가했지만, 2019년에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2019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보
장의 효과라기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와 급여 인상의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전체 개인 대상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9년은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빈곤율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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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학력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기초보장제도가 저소득 가구

를 소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학력 가구주 가구에 의미있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
만, 저학력 가구주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과 빈곤갭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 가구주 여부에 따른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와 비노인인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보장의 변화가 노인에게 더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표 14]의 분석 결과 노인 가구주 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이 2018년에 
5.3%p 증가했고, 2019년에 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수급
률은 2018년에 1.2%p 증가했고, 2019년에는 1.6%p 증가했다. 비노인 가구주 가구에 비해서 노
인 가구주 가구의 비수급 문제 해소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이중차분 분석 결과: 기초보장 수급 여부,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노인 가구주 여부)

구분
기초보장
수급 여부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노인
가구주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53*** -60.410 -11.647

(0.011) (76.785) (14.215)

통제변수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70*** -7.584 -22.950

(0.014) (81.419) (15.637)

통제변수 ○ ○ ○

비노인
가구주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12** 36.469 5.375

(0.004) (58.701) (3.984)

통제변수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16*** 61.723 0.686

(0.005) (80.730) (4.456)

통제변수 ○ ○ ○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가구주 학력을 통제하였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시장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에는 60만원 감소
했고, 2019년에는 약 8만원 감소했다. 노인 가구주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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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짐에 따라 근로 유인이 줄어들어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노인 가구주 
가구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노인 가구주 가구와 달리, 2018년과 2019년 모두 
시장소득이 증가해서, 근로 유인이 감소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노인 가구주 가구와 비노
인 가구주 가구 모두 사적이전소득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노인 가구주 
가구는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했고, 비노인 가구주 가구는 사적이전소득이 약간 증가했다.

노인 가구주 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했으나, 시장
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감소로 가처분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감소 효
과가 소득 분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율과 빈
곤갭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비노인 가구주 가구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수준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약간 증가했다. 앞서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시장소득 또한 증가했
기 때문에 가처분소득도 증가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5] 이중차분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갭(노인 가구주 여부)

구분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빈곤율

(중위 30%)
빈곤갭

(중위 30%)

노인
가구주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24.264 -33.980 -0.002 -0.010+

(16.585) (58.572) (0.014) (0.005)

통제변수 ○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27.476 -3.136 0.019 -0.002

(23.365) (69.044) (0.016) (0.005)

통제변수 ○ ○ ○ ○

비노인
가구주

2017-2018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1.028 52.478 -0.012* -0.004

(5.886) (48.925) (0.005) (0.003)

통제변수 ○ ○ ○ ○

2017-20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11.544 74.135 -0.007 -0.005+

(7.504) (65.236) (0.006) (0.003)

통제변수 ○ ○ ○ ○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가구주 학력을 통제하였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인 가구주 가구와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에 미친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예상과 달리 0.2%p로 그 영향이 적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빈곤갭이 줄어든 효과는 1.0%p로 그 영향이 컸다. 한편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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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갭이 감소한 효과는 그 크기 작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빈곤율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1.2%p 감소했다. 

[표 16] 노인 가구주 여부에 따른 소득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단순이중차분(2017년-2018년)
(단위: 만원)

구분
공적
이전
소득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아동
수당

장애
수당

기초
보장

근로
장려금

기타
정부

보조금

노인
가구주

1분위 16 3 -11 -1 4 11 3 5

2분위 -35 -25 7 -2 -6 7 -1 -16

3분위 -11 -74 5 2 -10 -6 6 68

4분위 55 72 -26 -7 3 -11 -5 29

5분위 238 211 25 1 1 4 -8 5

비노인
가구주

1분위 38 2 -4 3 -2 32 1 7

2분위 30 12 -2 -5 5 5 -4 19

3분위 -9 7 6 1 -3 -13 0 -5

4분위 -17 -17 -2 2 1 2 1 -1

5분위 5 -11 5 -8 -1 7 -2 -2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소득 기준 10분 위 중에서 5분위까지만 제시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인 가구주의 빈곤갭을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빈곤율을 줄
이지 못했고,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갭에 효과가 없었지만,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표 16]은 노인 가구주 가구와 비
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세부 소득 2017년과 2018년 단순이중차분 결과
를 보여준다. 노인 가구주 가구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16만원으로 비노인 가구구 
자구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 소득 증가(38만원)보다 적다. 세부 소득 항목을 확인했을 때, 노인 
가구주 가구의 1분위 기초보장 급여 상승의 효과가 11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1분위 기초보장 급여는 32만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고, 2018년에 기초
보장 수급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 가구주 가구의 기초보장 급여가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급여보다 낮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기초보장 급여가 낮은 이유는 2018년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
로 인상한 영향으로, 기초보장의 생계급여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표 16]에서 소득 1분위 기
초연금의 단순이중차분이 –1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차가구의 기초연금이 감소했다기 
보다는 자가가구의 기초연금이 임차가구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효과 때문이다. 자가가구의 노
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임차가구보다 더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 급여가 임차가구보다 높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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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의 인상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는 생계급여 금액이 감소했고, 그 결과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 감소 효과로 연결되지 못했다. 반면에,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보장 수급률이 증가했고, 소득 하위 분위의 기초보장 급여도 32만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율 감소에 도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기적인 효과(2019년)는 비노인 가구주 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빈곤갭이 0.5%p 감소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보았을 때, 기초보장의 장
기적 효과보다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와 급여 인상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공공부조제도의 정책적 목표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지만, 근로 유인 감소와 사적이전소

득 구축, 비수급 문제로 인해서 그 정책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 동안 한국의 기
초보장제도에서 비수급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적되어 왔다. 2018년 정부
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보장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
지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기초보장 비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리고 궁극적으로 빈곤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이중차분 분석으로 확인했다.

전체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 문제를 
크게 해소했다는 확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근
로 유인이 감소로 시장소득이 감소했거나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
려웠다.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의 분명한 증가 효과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기초보장제도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분위별로 단순이중차분을 한 결과, 낮은 소득 
분위의 시장소득은 감소했고,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보장 급여가 높아져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런 낮은 소득 분위에 미친 영향이 빈곤율을 감소시키기에는 충분한 효과
가 없었지만, 빈곤갭을 0.4%p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에는 근
로장려금의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장기적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는 어려웠다.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가구주 학력과 노인 가구주 여부를 각각 구분해서 추가로 이중
차분 분석을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면서 기초보장 수급할 확률이 

21)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 자가가구의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56-57%인 반면, 임차가구의 노인부부가
구 비율은 31-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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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감소와 빈곤갭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고
학력 가구주 가구에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노인 가구주 가구가 비노인 가구주 가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부양의무
자 기준 폐지로 빈곤율과 빈곤갭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2018년 기초연금 
인상으로 기초보장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빈곤갭만 1.0%p 감소시키는 효과만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에 비노인 가구주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낮은 소득 분위의 기초보장 급여가 
크게 증가하여, 빈곤율을 1.2%p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비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율과 
빈곤갭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보장제도
의 확대로 인해서 근로 유인이 감소하거나 사적이전소득이 구축한 확실한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근로 유인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주거급여의 급여수준이 근로 유인
을 줄일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대부분은 건강
이 좋지 않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초보장제도 수급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참여에 탄
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태진 외, 2020).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확인
할 수 없는 이유로서, 빈곤층은 높은 확률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도미
향, 2006; 임승자, 2019), 기초보장제도를 신규로 수급하기 전부터 사적이전소득이 적었을 것
이고, 신규 수급을 하더라도 사적이전소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 의료급여에 대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혹은 폐지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보장의 비수급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증가해서 빈곤율과 빈곤
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높은 
확률로 의료비 지출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비빈곤 가구의 전체 소비 지출 중 의료비 지출 비중
이 5%인 것에 반해, 빈곤 가구는 그 두 배인 10%에 달한다.22) 결국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여전히 많다면, 다른 급여의 소득 증가 효과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기초보장 중에서 의
료급여의 재정 규모가 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지만(손병돈, 2019), 저소득 가
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
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전체 소비 지출 중 의료비 지출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둘째, 기초보장 제도와 기초연금 제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을 노인 대다수가 
수급하지만 기초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 포함되어서, 

22)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직접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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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가 감액된다. 한국의 인구 집단 중 노인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이러한 
형태의 기초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부정합성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노인 가구주 가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으로 생
계급여의 급여가 감소해서 빈곤 감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오건호(2021)가 제안하는 ‘최저
보장연금’을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고려해볼 수 있다. 최저보장연금은 기초보장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노인에 한해서 적용하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기초보
장과 기초연금의 부정합성을 해결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초보장제도에서 재산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초보장 비수급 문제에서 부양의
무자 기준만큼 많이 지적되었던 원인이 재산기준이다(강신욱, 2016; 정은희, 2019). 기초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특별한 계산 방식과 비율을 적용
해서 소득의 가치로 전환시킨다. 하지만 재산의 가치를 소득의 가치로 전환하는 계산 방식과 
비율 적용 방식이 수급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까지 높은 수준의 소득 가치로 전환
해서 비수급 문제를 야기시킨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빠르게 급증
했음에도 주거용 재산의 인정 수준과 공제액이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정은
희, 2019). 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초보장이 사각지대 없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
로서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경험적 자료를 이용해서 검증되지 않았던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의 효과를 처음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기초보장 주거급여만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조사한 변수만 제공한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된 영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지
급하는 급여인만큼 노인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정책 도입 이전 시기가 2개 연도로 짧아 추이를 통제한 이중차분 분석에서 유
의미한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책 도입 이전 시기가 짧은 경우, 도입 이후의 추이 영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을 하기가 어렵다. 

더 정확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보다 급여 수준도 높고, 정책 도입 이전 시점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연도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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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급률 추이 시장소득 추이

사적이전소득 추이 공적이전소득 추이

가처분소득 추이 빈곤율 추이

빈곤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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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bolishing Family Support Rules on the 
Poverty in Housing Benefi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Dongjin Kim*

23)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NBLSP) is the representative targeting program to support 
poor families in Korea. The NBLSP has applied not only means-test, but also family support rules in 
determining eligibility. This strict rules in NBLSP lead to non-take-up, which is the phenomenon people who 
has enough eligibility to take NBLSP do not receive the benefit. The non-take-up problem indicates the failure 
of targeting program because this problem brings about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program. To 
solve the non-take-up problem, the government abolish the family support rules in housing benefit, one type of 
NBLSP benefit in 2018. Applying difference-in-difference (DID), this paper propose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 
of solving non-take-up problem on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adverse effect 
of this policy change on working motivation and private transfer income, in order to reveal how reforming 
targeting program alleviates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The main sample of this analysis is all of the people. 
In consideration of heterogeneity, I divide the main sample into several subgroups based on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head and the old-age of household head. The main result of DID analysis using entire sample is that 
the take-up rate considerable increase and reforming NBLSP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alleviating poverty 
gap. In DID analysis of subgroups, th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of low-educated household head 
significantly decreased because of increasing take-up rate. I expected that changing NBLSP might greatly affect 
old-age household head because older people in Korea suffer from severe poverty problem. However, the result 
of DID analysis using old-age household head sample presents that the only poverty gap was slightly reduced. On 
the other hand, the poverty rate of non-old-age household head sampl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erms of 
adverse effect of abolishing the family support rules in housing benefit, the change of this program appears to 
have no effect on reducing market income and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lving 
the non-take up issue help targeting program achieve the main goal of this policy.

Keywords: public assistance, poverty, non-take-up, family support rules, difference-in-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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