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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원리와 개선방안
1)엄재성*․정지운**․임병인***

본 연구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과 개념들을 논의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
템(행복e음, 범정부)을 통해서 복지급여 관련 각종 정보를 연계하면, 수급자들의 자격관
리를 비롯한 급여․서비스의 중복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행정 낭비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은 부정수급의 발생 주체 중 수급자(신청자)의 기망 등
에 의한 부정수급 차단 또는 적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연계 방식으로 인적․행정적 오류 등에 의한 착오(과다
및 과소) 지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연계 시점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
아서 발생하는 복지급여 지급의 사후확인 절차인 확인조사 및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
리가 공공재정환수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업무처리 단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 결과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써 중복수급을 비
롯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를 줄여 궁극적으로 예
산을 절감하려면 복지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또는 상시 가능한 연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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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면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6년 도입된 긴급
복지지원제도와 사회서비스제도,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뀐 2008
년 도입 기초노령연금제도, 2010년 장애인연금,1) 2013년 도입된 무상보육인 누리
과정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또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 비중도 급증하여 전체 예산
대비 보건/복지/고용예산의 비중이 2007년 기준 25%였던 것이 2015년에는 처음
으로 전체 예산의 30%(120.4조 원)2)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총예산 428.8조 원
중 144.7조 원으로 33.7%, 2019년 총 469.6조 원 예산 중 161.0조 원으로 34.2%,
2020년 총 512.3조 원 예산 중 180.5조 원으로 35.2%, 2021년에는 총 558조 원 예
산 중 199.7조 원으로 35.7%에 이르렀다.3)
복지사업 확대는 해당 사업 수혜자를 증가시켜 복지급여 관련 업무도 폭발적
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통합급여체계 시기
인 2014년에는 1,329천 명(2009년 1,569천 명)이었지만, 개별급여체계로 변경된
2015년 이후 증가하여 2021년 6월 현재 약 1,891천 명에 이른다(‘복지로’ 홈페이
지 사회보장통계 일반수급자 기준).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813
만 명의 약 69.2%인 약 563만 명에 달하는 기초연금수급자, 이외에도 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 과정 운영, 사회서비스 수혜자 등 복지사업 대상자 수를 일일
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4)
이와 같은 복지대상자의 급증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급증으로 이어져
복지급여 지급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 특히 소득과 자산(재산)조사에
할당해야 할 근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정부가 보유
1)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장애연금, 1990년 장애수당, 1999년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2년 장애아동수당, 2010년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 장애연
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3단계 소득보전급여제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구성된 추가비용 급여제도로 이루어진다”(박진우, 2020, p. 6).
2)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경제․재정수첩, p. 52.
3) 2018년 이후 통계는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경제․재정수첩, p. 67에서 인용.
4) 기초연금 예산은 2021년 14조 9,63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조 7,869억 원(13.6%)이 증가하
였고,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인 수급대상자 수는 2020년 5,688천 명에서 2021년 5,976
천 명으로 2020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이는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것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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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대조하거나 각종 복지사업의 자격기준 판정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높여 왔다. 이는 수급대상자의 의도적인 기망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복지급여 지
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무원의 일탈행위(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5)
따라서 업무량 폭증으로 완벽한 대조 및 점검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대
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었다. 그 대응체계가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
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이다.
본 연구는 복지사업의 급증에 따른 관련 업무의 폭발적인 증가 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실무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
수급의 개념을 논의한 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인 사회보
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범정부)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
지를 상세히 살펴, 두 시스템의 부정수급 차단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Ⅱ절에서는 부정수급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관련 기존 연구들을 논의한다. Ⅲ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부
정수급의 발생 원인들을 복지제도 또는 복지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정
리하고, 공공재정환수법 과 ‘복지로’ 홈페이지에 제시된 부정수급 개념을 살펴본
다. Ⅳ절에서는 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본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Ⅴ절에서
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연계방식을 활용한 부정수급 차단실태를 상세하게
논의한다. Ⅵ절에서는 논의 결과들을 요약하고, 부정수급 차단방식과 복지업무 처
리단계, 해당 사업 등을 연계한 뒤, 부정수급 차단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Ⅱ. 기존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부정수급에 관한 연구는 부정수급의 원인, 개념
5) 수급대상자의 기망은 우리나라의 복지급여제도가 대부분 ‘신청주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
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도 신청한 서류의 기망을
찾아내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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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결방안 등을 다룬 연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또는 성과를
분석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관련 기존 연구

부정수급의 원인, 개념,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오윤섭 외
6인(2009), 유한욱(2010), 권오성 외(2013), 이경태 외 3인(2013), 김문길 외(2015),
황윤원․허만형(2016), 오윤섭 외 8인(2016), 임완섭(2019), 해외 연구로는 Jesilow
and Burton(2017), Herland, Bauder, and Khoshgoftaar(2020) 등이 있다.
오윤섭 외 6인(2009)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리 개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1회성
위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비과학적인 적발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 미국 등 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비리의 개념, 원인, 대책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국가들의 부정, 과실, 부패 등 비리에 대한 개념
은 대부분 유사하였으며, 비리의 원인을 사람, 시스템,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나
누어 대비하고 있고, 비리 대책을 예방, 탐지, 억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들은 이상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예방은 홍보나 지출에 대한 사전검
사 등을 통하여, 탐지는 위험평가를 내재화하고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과학적 탐
지기법을 널리 사용하고, 억제는 처벌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한욱(2010)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2015년 7월부터 시행) 이전
의 통합급여 체계 하에서 생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 파악 및 부정수급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급여누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뒤,
만연되어 있는 생계급여 누수현상이 소득조사 방식 및 제재수단상의 제도적 미
비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그는 부정수급에 대해 급여조정, 급여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부정수급 유인이 여전히 상당히 강하게 작용
하므로 효과적인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오성 외(2013)는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된 부정수급 개념을 정립하고 복지사
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복지사
업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정수급 유형을 공
급자 측면의 고의․착오 기준과 수급자 측면의 제도적 요인인 수급판정의 주요
단계(자격심사․급여심사)와 자격심사의 기준(경제적 기준․비경제적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공급자 측면의 유형화 결과, 담당 공무원의 부패나 태만․부실 또는
부당처리 등과 같은 고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행정시스템 미비나 오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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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의적 요인도 부정수급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행정시스템 간의
연계 및 관리 시스템 완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수
급자 측면의 유형화 결과, 특히 개인과 기관 수급자 모두 고의로 자격조건을 속
이거나 과장함으로써 비경제적인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프로그
램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예
방과 적발, 억제로 구분하여 대책을 제시하였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책
과 제도의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고유 대책으로 종합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경태 외 3인(2013)은 2013년 기준 복지수급 기준 현황을 제시하면서 복지
서비스가 수급자에게 형평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제공되고 있는가라는 문제
의식 하에서 복잡한 복지수급 기준, 복지체계의 복잡성, 소득인정액 범위 및 산정
방식의 다양화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미국, 독일, 스웨덴의 3개국
의 복지제도와 수급기준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단순하므로 복지기준을
명료하고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든 복지사업
의 수급기준을 소득10분위 분류에 의한 복지종합기준 배치표를 제안하였다는 것
이다.
김문길 외(2015)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관리기준을
체계화하고, 각 유형별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
시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식과 그간 정부의 부정수급 대책 추진 성과에 대
한 국민 체감도를 설문조사 결과로 진단하였다. 특히, 이들은 복지재정 효율화 추
진 경과를 정부의 각종 대책과 제도 등과 함께 상술하였다.
황윤원․허만형(2016)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
한 법률” 제정에 대비하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기능을 범정부 ‘공공
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 바꾸어 기능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효과적
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6) 구체적으로 ‘신고센터’가 부정수급 적발 위주의 신고
사건 처리로 그 활동의 범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
적․예방적 체계 구축방안을 제언하였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보조금에
만 집중되어 있고 복지지출은 비켜나 있는데, 이를 ‘신고센터’에서 담당해야 하며,
가칭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은 2019년 4월에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황윤원․허만형(2016)에서 제안한 신고센터는 동 법령에 반영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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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오윤섭 외
6인(2009)
유한욱(2010)

<표 1> 부정수급 관련 기존 국내외 연구 요약

주요 연구 내용
정책제언
․미국 등 6개국의 비리 개념, 원인, ․부정수급 대책을 예방, 탐지, 억제
대책 비교 분석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
․기초생보의 급여누수를 이론적인 접 ․효과적인 소득 파악체계 구축제언
근으로 보임
등으로 구분하여
권오성 외 ․사회복지 지출 부정수급 개념 정립 ․예방․적발․억제
대책
제시
(2013) ․부정수급 사례 유형화
․오윤섭 외(2009)와 유사한 관점
․부정수급은 복잡한 기준과 체계, 소
이경태 외 득인정액 범위와 산정방식의 다양화 ․수급기준을 소득10분위에 기준한
3인(2013) 로 발생
복지종합기준 배치표 제안
․미국, 독일, 스웨덴 사례 논의
대한 국민의식
김문길 외 ․부정수급에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점검과 관리
․정부의
대책과
성과
(2015) ․설문조사 활용 추진
체계 구축
분석
․신고센터 통합
황윤원․허만형 ․분산된 부정신고센터 단일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처리시스템 구
(201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미흡
축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과 연계
관리개선 방안 제안
오윤섭 외 ․사회서비스 분야를 위한 모니터링 ․행정단계별
․정보교류
활성화
8인(2016) 모형 개발 제시
․업무 비효율 해결을 위한 재설계
․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 해결
임완섭(2019) 수급과 사각지대의 규모 및 유형별 ․수급자
필요
현황인식 조사
Jesilow and ․미국의 의료 사기에 불법행위 광범 ․감지 제고방안 필요
Burton(2017) 위 발생
Herland,
학습방법 및 데이터 마이닝
Bauder, and ․의료 사기로 미국의 Medicare에 부 ․기계
전략을
이용한 사기 탐지절차 개선
Khoshgoftaar 정적인 영향
과
조사
(2020)

오윤섭 외 8인(2016)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모형을 개발하고 사회보장제도(사회서비스 분야)에 적
7) 이와 관련하여 정도영(2018)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정부가 2018년 초 발표한 ‘보조
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를 통한 보조금 관리 추진체계 확립과 e-나라도움 기능 강화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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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행정 단계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공급자 측
면에서 현재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회보장기본법 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복지 부정수급의 실질적 관리를 위한 법체계의 정
비가 필요하다는 점, 정보시스템 구축과 부정수급 예방에서 적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업무의 비효율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합리적인 관리
추진 체계의 재설계가 요구된다는 점, 복지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부정수급의 관리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 관련 정보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완섭(2019)은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을 개념적으로 유형화한 뒤, 복지업무 종
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규모 및 유형별 현황에 대해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
고 있으며,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생계급여가 가장 심각한 분
야라고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발생 사유는 수급자의 고의였으며, 공급
자의 부패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응답도 작지 않았지만, 실제 발생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해외 연구 중 Jesilow and Burton(2017)은 미국의 의료 사기에는 광범위한 불
법 행위, 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임상시험을 위
조하는 제약회사의 행위, 부정확하게 처방된 약물이나 사기성 검사 및 보고를 기
반으로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약물로 인한 사망 등도 포함해야 하며, 그로
인해 미국의 총 의료비용에 매년 수십억 달러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지만, 거의
감지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Herland, Bauder, and Khoshgoftaar(2020)는 미국의 Medicare와 같은 프로그
램은 의료 사기로 인해 재원 낭비,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기계 학습방법 및 데이터 마이닝 전략을 적용하
여 사기 탐지 절차의 개선과 조사에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또는 성과 분석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또는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강혜규 외 7
인(2010), 최현수(2013), 함영진(2013), 임영모 외(2015) 등이 있다.
강혜규 외 7인(2010)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 구축 이후 나타난 변화를 주요 사용자인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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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통합관리망에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용
편익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비용은 2011년도 이후 행복e음 시스템 유
지보수 3.7억 원, 행복e음 사업관리비 8.1억 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비 279.4
억 원 등이 지속 투입되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계기준으로 2,949.7억 원이었
고,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편익을 2011년 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면(할인
율 5% 적용)8)9) 약 2.3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순편
익의 규모는 약 1.96조 원으로 추계되어,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이
7.643으로 계산되어 경제성이 매우 높았다고 결론짓고 있다(pp. 179～180).
최현수(2013)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백서 및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5차에 걸
친 확인조사를 통해 2011～2012년의 2년간 부적정 급여대상 약 48만 명이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연간 약 1조 1,33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였다고 제시
하였다. 특히,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수급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파악할
수 있었던 일용근로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한 일용근로소득 자료와 연계하여 반영
한 결과 상당수의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2012년 확인조사 결과에서는 소득
과 재산이 증가하여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약 14만 명(약 10만 가구)의 수급
자격을 중지하였다. 그는 이런 성과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사회보장급여 전체로 확장하여 상시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담당하
는 전담조직을 통해 상시적인 확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고, 최근 확대된
보육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대할 경우, 부
정수급 예방을 통해 추가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함영진(2013)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지자
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한 결과로 유발된 예산과 인력 감축의 정량효과를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2009년 기준 시스템 구축비용 2,560만 달러와 노동비용
990만 달러(합계 3,550만 달러)였고, 매년 3억 2,870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었음
을 보였다. 이외에도 정성효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시간이 50
일에서 17일로 단축, 과거의 재산조사를 위한 징구서류(10개 기관, 15개 자료)가
35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이 보유한 385개 자료와 자동연
8) 여기서 제시한 편익에는 전산망구축 사전작업인 공적자료정비로 인한 예산 절감, 업무의 분
업화와 전문화로 인한 복지대상자 서비스 증가,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 업
무의 신속성 제고로 인한 수급자 책정기간(대기기간) 절감 등이 있다.
9) 비용과 편익의 계산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통상 전산시스템의 감가상각 기간이 10년
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강혜규 외 7인, 2010,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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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기존 연구 요약

연구
강혜규 외 7인
(2010)
최현수(2013)
함영진(2013)
임영모 외 2인
(2015)

주요 연구 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분석 결과, 순편익 1.9조 원, B/C ratio = 7.643
․5차에 걸친 확인조사의 효과: 약 1.13조 원 예산절감
․사후관리 체계 상시화 추진, 전담조직을 통해 상시 확인조사 및 현
장조사 등의 부정수급 예방 가능 추진
․정량효과: 2009년 기준 시스템 구축비용 2,560만 달러와 노동비용
990만 달러(총 3,550만 달러), 예산절감액 연 3억 2,870만 달러
․정성효과: 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시간 축소, 재산조사에 필요한
징구서류 자동화 등
․2010년 이후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 문제점 분석
․2,000억 원 투자로 2.5조 원 재정절감
․재정절감 효과 확대를 위한 시스템적 지원 필요
․업무 효율화와 협업 증대 등을 위한 실행방안 제언

계 등으로 부패, 도용, 중복급여 방지 등을 제시하였다.
임영모 외 2인(2015)은 정부 복지사업 중 많은 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특
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각 부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범정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사업의 증대와 잦은 시스템
변경으로 확장성, 안정성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0년
이후 5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네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시스템 구
축 및 유지보수에 총 2,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부적정 수급방지로만 2.5조 원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절감). 재정절감 효과를 더 높이려면
수급자 관리지표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유사․중복 사
업조정을 위한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조사업무
자동화, 일괄신청 등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정 처리속도는 빨라졌으나 자료의
연계와 공유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지능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업무 효율화). 셋째, 범정부 시스템을 통한 유사
사업의 유형별 관리, 수급자 자격정보 및 변동사항 제공 등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칸막이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연계 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민간으
로 확대하여 복지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협업 증대). 넷째,
개인별․가족별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같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으나 신청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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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수급자 여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대민 서비스 향상 부문).10)
본 연구는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거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등을 다룬 기존 연구들과 달리, 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
복e음과 범정부)의 운용 원리인 정보연계에 기초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차단방
식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시스템으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 또는 방지할
수 있음을 보이고 그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과 개념
1.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

복지제도 또는 복지사업은 원천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의 청구
가 전제되는데, 이후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을 책임진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의 업
무처리로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부정수급은 공급자(정부 부처 또는 공무원)와 수
급자, 복지제도 또는 제도운영 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이
해관계자 관점에서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을 논의해 본다.
먼저, 공급자 측면의 부정수급 발생 원인으로 고의와 착오를 들 수 있다(권오
성 외, 2013).11) 고의는 다시 부패(corruption), 태만 및 부실, 부당처리로 구분한
다. 부패는 담당 공무원의 횡령 또는 유용을 의미하며, 태만 및 부실은 업무 태만
또는 부실한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이미 발생한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부당처리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10) 이외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로는 김현아 외(2015)와 강혜규 외(2018)가 있다.
김현아 외(2015)는 빈곤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복지수급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
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산출통계 사용빈도가 저조하며, 그마저도 사업 실적 중심
의 행정보고에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출통계의 정책 활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제안하였다. 강혜규 외(2018)
는 사회보장 분야 정보시스템에 보다 적합한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제시한 연구이다.
11) 한편, 권오성 외(2013)는 부정수급의 원인을 제도적 요인(복지제도가 가진 자체의 특성(예:
복잡한 집행 과정 및 수급요건) 등), 환경적 요인(한 사회의 불법․부정 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정치․경제 등의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 등), 행태적 요인(개인의 동기나 행동으로 인
한 부정수급) 등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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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착오는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업무처
리가 미숙하여 개인적인 실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둘째, 수급자 측면의 부정
수급의 원인으로 소득, 재산 등 허위자료 제출, 소득 과소신고, 결혼․고용 등 수
급자격과 관련된 변동정보 미통보, 재산증여 미신고,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 제도 또는 전산시스템 악
용(중복청구, 여건 변화 미신고, 가짜신분증 제시와 같은 신분조작 등)과 같은 속
이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수급자들의 신청에 의해 복지급여 자격기준이
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하는
행위이므로 신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제도운영 차원의 원인으로 시
스템 오류를 들 수 있다. 시스템 오류는 복지행정 관련 내부 업무절차나 지침, 관
련 정보시스템 오류 또는 미비 등을 의미한다.
2. 국내외 부정수급 개념의 실태

앞서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부정수급에 관한 명확한 정
의를 찾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를 논의한 뒤, 호주와 미국의 부정수급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회보장기본법 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복지 부정수급의 실질적 관리를 위한 법체
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오윤섭 외 8인, 2016). 이는 아직까지 부정수급, 특
히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의 개념이 단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나마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에서 약간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동
법에서는 ‘부정수급’이라는 명칭 대신에 ‘부정청구’와 ‘부정이익’이란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정의) 6호에 따르면, “부정청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
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
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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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7호에
“부정이익”을 “전술한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정
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상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의 부정청구는 신청자의 사기, 허위 과다청
구, 부정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로 잘못 지급되어 환수대상이 된 것까지도 포
함시킴으로써 부정수급과 관련된 주체 중 수급자(또는 신청자) 관점의 개념 정의
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부정수급 개념과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복지급여와의 연계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에서 규정한 “공공재정지급금”이 복지급여와 관련되는지를
확인해 본다. 동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금의 범위) 6호에 “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법 에 따른 복지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라는 규
정에 비추어 복지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복지급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로’(https://
www. 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제시된 부정수급 개념을 논의해 본다.12) ‘복지
로’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료
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정의 외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보장
기관들의 부정수급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3> 참조).13)
12) ‘복지로’는 후술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 관련된 것으로 동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단일 정부 부처에서 정보를 관리할 때에는 도입할 수 없었던 창구단일화가 가능하게 되어
대(對) 국민포털로 만든 홈페이지이다. 현재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복지정
보 상세 검색, 내게 맞는 복지혜택 시뮬레이션 기능 등이 제공되어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업무의 생산성도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 <표 3>에 제시된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들은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
료급여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영유아보육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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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복지로’ 게시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복지제도
유형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본인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보장제도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비적격자가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
의료급여
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허위․과다 청구
이하의 인력을 배치한 사실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
장기요양보험 ․기준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보다 늘려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국민연금․기초연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사
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
어린이집
비를 지급받는 경우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받는 경우
법인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자와 이용자 간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비용
(장애인활동지원, 노 ․서비스
을
청구하는
경우
인 돌봄서비스 등)
장애인연금․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연금․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장애수당 ․위장이혼, 사실혼 등을 숨기거나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이어서 호주와 미국의 부정수급 정의에 대하여 살펴본다.14) 먼저 호주는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복지사업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비도덕적 의도에
의해 부정하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 1 참조). 여기에는 수급자의 의도적인 기만
(intentional fraud)과 공급자의 행정오류(official error)가 포함된다.15) 다음으로
14) 호주와 미국의 개념을 살펴보는 이유는 호주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반
해, 미국은 공급자 측면도 다루고 있어 부정수급 개념 이해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15) 공급자의 행정오류(official error)를 포함시킨 것은 공급자의 행정오류가 의도된 실책이나
부패라기보다는 행정 인프라(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등)의 미비로 복지행정 업무처리 단계
에서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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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정수급의 개념을 사기와 대리수령인(representative payee)의 부정사용
(misuse), 공무원의 부패 등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연계하여
정의하고 있다.16) 첫째, 사기(fraud)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거짓으로 정
보를 제공하고, 급여지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주는 특정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하고 있거나 직장에 복귀했다는 사실의 미보고, 재소자
사실의 미보고, 수혜자의 사망 미신고로 사망자의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등이다.
둘째, 대리수령인의 급여 오용(misuse)이다.17) 대리수령인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
는 적절한 급여항목에는 음식, 의류, 숙소, 공과금, 의료비와 보험, 개인위생, 교
육, 자활치료비용 등이 있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저축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셋째, 적법하거나 위조된 사회보장카드의 매매이다. 특징적인 것을 테러집
단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보장청 직원 연루 범죄로서 사
회보장청 직원 사칭과 사회보장청 직원에게 뇌물 제공 등이 있다. 다섯째, 산재보
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수급액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상의 개념 정의를 정리하면, 공급자, 수급자, 제도 등 부정수급의 3대 발생
주체 중에서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재정환수
법 과 호주), 사회보장기관의 부정청구(‘복지로’)와 대리수령인(미국)으로 부정수
급 주체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Ⅳ.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부정수급 차단 원리
앞서 정보시스템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행복e음
과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
16) 이하 내용은 https://oig.ssa.gov/what-abuse-fraud-and-waste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17) 대리수령인이란 수급자가 자신의 금융 상황을 직접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를 대신하여 사
회보장급여를 수령하는 친지, 친구, 또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들의
의무에는 “수급자의 전체 욕구 파악과 수급자에게 꼭 맞는 급여의 사용, 수급자와 대리수
령인이 함께 살지 않을 경우 방문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계속하여 수급자의 욕구
와 상태 파악과 인지, 수급자의 사용과 편익을 위해서만 급여 사용, 대리수령인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사회보장청에 알리는 것,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그 사용 내역을 설명하는 서면보고서를 사회보장
청에 제출하는 것 등이 있다. 한편, 대리수령인은 “수급자의 급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
거나 적정 지출항목 이외 항목에 대한 지출, 급여를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정에 입금”하
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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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시스템 기저에 있는 정보연계 원리에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차단이 가능함을 논증해 본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범정부)의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232개)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개인․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
페이지 참조) (<그림 1> 참조).18)19)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직 공무원(약 4만 명)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 공무원들
의 복지급여 관련 업무량이 줄어들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화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함영진, 20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각 부처 및 정보 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
로 복지업무 담당자는 관리정보를 기반으로 민원대응, 업무처리, 복지사업설계 등
효율적 복지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복지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
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
지 참조). 구체적으로 동 시스템은 개별 정부 부처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
18) 이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정의도 있다(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설명자료, p. 6).
19) 시스템 구축과정을 약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4월 국정 핵심 과제에 선정된 뒤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고, 그 추진조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TF 를 구성하였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반 구축 1차 사업을 추진하였
고, 동시에 2009년 4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6월 9일부터 본
격 시행되면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기반 구축 2
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 통합,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를 표준화하
였고(이를 위해 15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그 결과 각종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37종의 서식이 6종으로 축소 정비되었다. 기반 구축 2차 사업 기간 중인 2009년 10월과 11
월 2개월간 개통 전 시스템 기능, 성능, 연계정보(소득․재산․인적정보 공적 자료 연계가
10개 기관 15종에서 18개 기관 49종으로 확대) 등 분야별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2009년 12
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0년 1월 4일 완전 개통되었다. 참고로 2021년
9월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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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요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그림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성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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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급여․서비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정부 부처 복지
사업(약 314개 복지사업군)의 모든 정보를 연계, 통합함으로써 중복수급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2> ‘복지사업 운영기관’ 참조).
동 시스템은 22개 중앙부처와 약 50여 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이용자 약 2
천 명) (<그림 2> ‘이용기관’ 참조).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부정수급 차단 원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인적 정보와 소득재산정보(<그림 1> 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수급대상자 정보, 정부 부처 또는 관련 공공기관
이 보유한 각종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으로 복지
대상자의 급여․서비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두 시스템의 기저에 깔린 원리는
모든 수급자 관련 정보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정부 부처 복지사업(약
314개 복지사업군)의 모든 정보를 연계, 통합함으로써 적어도 중복수급은 확실하
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보연계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또는 방지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정부
나 준정부기관, 심지어 민간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에 근거한 정보를 연계하
여 통합 DB를 구축하여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다. 둘
째, 정부나 민간이 보유한 원천정보와 1차 정보 제공 이후의 변동정보를 적기에
복지공무원과 다른 정부기관(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포함)에 제공하여 수급자의
상황변동에 근거하여 복지급여를 계속 지급 또는 중지하거나, 착오 또는 오류 지
급건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20)
결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격정보, 수혜이력정보,
업무처리정보 등이 필요하다(<표 5> 참조). 소득․재산․인적 정보는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 자료, 자격정보는 타 기관 제공에 필요한 자격정보, 수혜이력
정보는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타 기관 수혜이력정보, 업무처리정보는 기관별 시
스템 간의 업무처리 정보를 말한다. 이상의 4개 유형의 연계정보가 매년 증가하
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황을 보인 것이 <표 5>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연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점차 중복수급을 포함한
20) 이상에서 임영모 외(2015)의 제안이 상당수 도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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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정보 확대 추이

유형/기준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격정보 수혜이력정보 업무처리정보
2017년 말
12
18
3
21
말
12
21
3
26
부처 2018년
2019년 말
14
21
3
28
2020년 말
14
22
4
28
2017년 말
24
20
30
51
말
24
33
5
63
운영기관 2018년
2019년 말
26
34
5
67
2020년 말
26
36
7
71
2017년 말
33
30
7
78
말
33
43
7
94
시스템 2018년
2019년 말
37
45
7
101
2020년 말
37
51
10
107
2017년 말
77
51
18
805
말
79
64
18
974
연계정보 2018년
2019년 말
91
79
18
1,026
2020년 말
92
88
22
1,072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부정수급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 이후 2013년 1월에는 42개 기
관 452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부처에
제공하였고,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81개 기관 1,214종의 자료를 연계하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설명자료, p. 7)(<그림 1>의 ‘정보수집’ 참조).
특히, 금융재산 정보를 민간 금융기관, 즉 은행 17개, 증권 34개, 보험 33개, 상호
저축은행 비회원사 14개, 상호저축은행 회원사 73개, 캐피탈 26개 기관 등 총 139
개 기관 등에서 제공받아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하여 수급대상자들의 기망,
사기 등에 근거한 부정청구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역시 총 39개 기관 620종의 정보가 연계되
어 있는데, 4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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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연계정보 현황

유형
부처
운영기관
자격결정정보
15
36
수혜이력정보
15
37
사후지원정보
10
18
업무처리정보
12
22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2020. 12. 31 기준).

시스템
45
48
21
25

연계정보
137
148
147
188

6>이다. 4개 유형 중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정보는 각각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타 기관 자격결정 수신정보와 수혜이력정보를, 사후지원정보는 변동, 부적정, 중
복 후보군 정보를, 업무처리정보는 기관별 시스템 간의 업무처리정보를 말한다.

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연계 방식을 활용한
부정수급 차단 실태
현재 복지급여 지급업무는 ‘신청-조사-보장결정-급여․서비스 지급-사후관리’
등 5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21) 복지직 공무원들은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
해서 5단계를 거치면서 앞서 설명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연계에 근거한
차단원리를 활용하여 중복수급을 비롯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거나 차단하고 있다.
작동방식에는 사전차단, 사전알림, 사후관리, 사후알림(사후차단) 등이 있고, 이들
을 단독 또는 혼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차단방식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 방
식을 적용하는 복지제도 또는 복지사업을 함께 논의한다.
1. 사전차단 방식 활용

‘사전차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써 부정수급 또는 중복급
21) 현장에서는 조사단계가 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조사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단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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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및 서비스를 자동 중지시키는 것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활용
되는 방식이다.
사전차단은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 5단계 중 세 단계와 관련되는데 신청단계,
보장결정단계, 급여․서비스 지급단계 등이다. 먼저 신청단계에서 신청자가 이미
유사한 성격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어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사전차단
된다. 보육료-양육수당-돌봄서비스-유아학비와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생계비
신청 등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장결정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영유아복지 등 4개(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는 유사한 성격의 복지
서비스 자격이 있는 경우 차단하며, 보조금(시설생계비 등)을 승인할 때 시설입
소 이력이 없는 경우에 차단된다. 급여지급단계에서는 생계급여 등 37종 서비스
에 대해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고, 급여지급 시 가구원의 인적변동 사항에 따라
급여 생성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 연령,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사
망, 장애등급, 해외 체류, 교정시설입소, 군입대 등의 인적사항이 변동될 경우, 사
전에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차단한다. 또한 가구원의 소득정보가 변동되어도
급여지급을 차단(주거유형이 자가 또는 무료임차인 경우와 소득인정액 초과일 경
우)한다.
2. 사전알림 방식 활용

‘사전알림’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알게 된 변동사항들을 복지공무원에게 공
문 또는 시스템에서 자동(문자 포함)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신청단계와 보장결정단계에 적용된다. 신청단계
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사실과 입소아동 보육신청 시 사전에 안내하는 알림서비
스가 작동하며, 보장결정단계에서는 인적사항이 변동할 경우 이 방식을 적용한다.
인적 변동사항이란 사망․말소자와 사망의심자(사망), 사망의심자(미확인), 사망
의심자(확인불가) 등, 해외 출국, 교정시설입소자, 군입대와 부양의무자 미판정,
일반 장애인이 아닌 경우와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등을 말한다.
사전알림 방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처리되는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사업 외 44개 사업에 적용되며, 주로 보장결정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에서 적정수급대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변동정보를 매
일 또는 매월 20일에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자격정보가 변동되면 다음 날 알려주
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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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알림(사후차단) 방식 활용

사후알림 방식은 보장결정단계에서 사후차단 하는 방식인데, 사회보장정보시
스템(범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다. 적용사업으로는 첫째,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사업 외 42개가 있다. 급여서비스 중지에 영향을 주는 사망 등과 같은 정보가 있
음에도 유예 기간(예: 1개월 등)이 지나 지급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의심정보라고 간주하여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매월 20일). 둘째, 재가급여
사업 외 45개 사업이 있는데, 이미 발생한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사후알림을 제공
한다.
4. 사후관리 방식 활용

사후관리는 급여나 서비스가 모두 지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정수
급 여부가 최신 정보로 확인되면 환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보의 시차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6호의 “부정청구”에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라도 잘못
지급된 행위로 인해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해
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방식은 확인조사와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소득․재산 관련 정보와 관련된다.
유의할 것은 사후관리는 지급한 이후 정보의 시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
류를 사후에 점검하는 것이므로 수급자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공급자
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기망에 가깝다고 보아 부정수급 유형
에 해당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1) 확인조사

확인조사는 수급자(부양의무자 포함)의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수급자의 기망
여부와 공급자의 인적․행정적 오류를 재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22) 확인
22) 확인조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과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자료
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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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연계되는 정보의 시차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사후에 확인하
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2021년 소득재산조사의 경우, 2019년 귀속 국세청 종합소
득세 자료를 소명한 자에 대해 2021년 귀속 자료를 재입수하여 2019년에 소명한
내용을 확인하여 급여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이 방식의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제도이다.
확인조사에는 2010년부터 시행된 정기확인조사(조사기간 매년 4～6월(상반기),
10～12월(하반기)), 2016년부터 시작된 월별 확인조사(6회, 1～3월, 7～9월 정비
기간 1개월) 등 두 가지가 있다. 정기확인조사는 13개 보장 자격이 유지되고 있
는 모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재산․인적 자료 79종으로 수행
한다. 13개 적용대상 사업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
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타법의료급여(중요무형문
화재),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 등이 있다.
월별 확인조사는 11개 보장사업 등 소득․재산 변동이 많은 공적 자료(11종)
중 변경이 발생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공적 자료 11종에는 상
시근로소득(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50% 변경자,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및 국민연금 변경자, 취득
세 1종, 자동차 1종, 건설기계 1종 등이 있다. 현재 확인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적 자료는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26개 기관, 91종에 이른다.
한편, 2020년 연간 기준으로 확인조사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약 4,6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23)
(2)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제도는 2013년 감사원이 국세청 소득자료(종합소득)
등을 비롯하여 2년 전 공적 자료 사용으로 인해 해당 소득을 소명한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후에 도입, 시행되었다. 이 방식도 정보의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방식은 확인조사와 동
일하며, 대상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장애인연금 등 현금급여 사업이
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 , p. 173. 참고로 최현수(2013)는 2011～2012
년 2년간 확인조사로 인한 부정수급액 추정액이 약 1.13조 원임을 보였는데, 2020년 기준
으로 약 0.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확인조사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차단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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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4)
5. 사전알림과 사후관리의 동시 활용: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은 화장장, 병원 등 사망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사망신고를 지연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인한 복지급여 과오지급을 방지하는 시스
템으로 사전알림과 사후관리가 동시에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사전알림방식은 사망의심자 정보로써 사전에 급여 생성을 차단할 수
있게 알린다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급된 복지급여를 사후
에 정보 연계를 통하여 확인하여 환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사망의심자 정보는 사망의심자 정보를 보유한 5개 기관(한국장례문화진흥원(e
하늘, 외국인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등)을
행복e음(장제급여) 등과 연계하여 매일 오전 9시에 2020년 말 현재 총 27개 시스
템에 제공하고 있다. 2014년 8월부터는 사망의심자 정보가 입수되면 사망 익월
이후 급여를 생성하지 않는다. 이는 사망신고를 지연 또는 기피함으로써 급여를
<그림 3>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 개념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2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 , p. 173에 따르면, 소명자 사후관리로 인해
총 492건의 환수 예비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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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해 지급된 지급
액을 사후에 확인하여 회수할 수 있게 한다.25)
한편,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수급자의 사망 확인정
보 공유를 통해 발생되는 복지급여 지급 사전예방금액(내부절감액) 156.7억 원과
사망의심자 정보를 제공하여 총 27개 시스템에서 발생한 재정절감액(활용기관에
의한 재정절감) 87.2억 원의 합계인 총 24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26)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과 개념들을 논의한 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서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격정보, 수혜이력정보, 업무처리정보, 정부 부처나 관련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
급 및 지원대상자 정보, 각종 복지사업정보, 수급이력정보 등을 ‘서로 연계’하여
자칫 수작업에 의한 업무처리 과정과 변동사항 추적 및 확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수혜대상자들의 급여․서비스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행정 낭비를 줄
여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정보연계를 이용한 몇 가지 방식으로 중복수급을 포함한 신청자들의 부
정수급 가능성, 더 나아가 정보 시차로 인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후관리, 즉
환수대상 수급자 명세와 해당 금액까지 확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시차
가 비교적 긴 사후관리 방식을 제외하고 업무처리 단계와 그 세부 내용, 활용하
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이에 따르면, 두 사
회보장정보시스템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보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보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와 수급자 수가 더 많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 결과에서 첫째, 현행 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부정수급의 발생
주체 중 수급자(신청자)의 기망 등에 의한 부정수급 차단 또는 적발가능성에 초
25)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④항과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①항 2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 ,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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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정수급 차단방식과 업무처리 단계 및 적용시스템 연계

차단방식 업무처리 단계
세부 내용
중 또는 책정된 동일 성격으로 중복되는 서비
신청단계 신청
스가 존재하는 경우 사전 차단
보장책정 시 동일 성격의 중복서비스 차단에 대한
사전차단
보장결정단계 알림으로
보조금(생계비, 인건비) 승인 시 시설입소 및 입소
여부가 없을 때 사전차단
급여지급 시 가구원의 인적 변동 사항에 대한 급여
사전차단
지급 차단
※ 유형: 대상연령,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사망, 장애
급여․서비스 등급, 해외 체류, 교정시설입소, 군입대 등
지급단계 급여지급 시 가구원의 소득정보 변동사항에 대한 급
여지급 차단
※ 유형: 소득인정액 초과, 주거유형(자가, 무료임차)
등
신청단계 해외 체류 사실, 입소아동 보육신청 사실
보장책정 시 구성된 가구원에 대한 변동 미처리에
대한 알림서비스
․보장책정 시 사망_말소자, 사망의심자(사망), 사망
의심자(미확인), 사망의심자(확인 불가), 출국, 교
사전알림
군입대, 부양의무자 미판정, 일반 장애
보장결정단계 정시설입소,
인이 아닌 경우,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적정수급대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변동
정보 제공(매일, 매월 20일)
복지지킴이 변동(자격): 매일 입수되는 자격정보를
바탕으로 변동정보 발생 시 익일 알림 제공
급여서비스 중지에 영향이 있는(사망 등) 변동 이후
유예 기간(예: 1개월 등)이 지났음에도 지급정보가
발생한 경우에 부적정수급 의심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후알림 보장결정단계 (매월 20일)
복지지킴이 부적정(수급): 이미 발생한 수급정보로
(사후차단)
사후 알림 제공
중복사업으로 등록된 사업 간 수급이력의 중복대상
자를 추출하여 제공(매월 20일)
수급자(부양의무자)의 인적 변동으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
사후차단
․수급자(부양의무자)의 사망, 말소, 거주불명, 사망
의심자, 출국, 교정시설입소, 군입대

활용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

13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원리와 개선방안

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보연계 방식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각종
최신의 행정 정보, 심지어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까지도 두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여 인적․행정적 오류 등에 의한 착오(과다 및 과소)지급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시차가 짧지 않아 발생하는 지급액의 사후확인 절차인 확
인조사 및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는 공공재정환수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중복급여를 비롯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를
집적하여 서로 연계함으로써 신청자의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
하려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집적하고, 그 정보들을 실시간(real time)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복지급여 업무처리 5
단계 중 마지막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와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업무가 불필요하여 업무처리 단계를 4단계로 줄여 공무원들의 업무 경
감과 행정 낭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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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Principle for Blocking Illegal
Welfare Benefits a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wo Types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Korea
28)Jae

Soung Eom*․Jiun Jung**․Byung In Lim***

This study discusses the causes of welfare benefits and a concept of illegal
receipt, and then examines if the linkage of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welfare
benefits, through two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 blocks its double
payments and helps both the administrative cost and the budget to cu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wo current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 focus
on the possibility of blocking or detecting lots of fraudulent claims by a
beneficiary or a applicant who is one of stakeholders. Second, two systems
minimize over-payment or under-payment due to a human and an administrative
errors from the near real-time information linkage method. Third, while both the
confirmation investigation and the follow-up check process for the income and the
property corresponds with the purpos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 , even if the information linkage
is not made in real time, two processes can ultimately be an unnecessary task.
These imply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current scheme for linking various
information in two systems to convert a real-ti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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