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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이에 

해당함

□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저임금, 고질

적인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

다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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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음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는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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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

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소득

보장제도1)임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며,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보전급여체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추가비용급여

체계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소득보전급여체계는 1차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장애가 발생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 

2차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차적으로 저소득층 장애

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단계적으로 운용됨

◦ 추가비용급여체계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독립적

으로 운용됨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2)를 통해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을 살펴

보면 장애인 수급자 비율은 15.0%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동일년도의 전체 국민 중 수급자 비율은 3.2%3)

으로 확인되어 장애인의 수급자 비율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의 결과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수준이 열악한 상황임을 나타

내고 있음 

 또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로 인한 추

가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통한 소득과 추가비용의 지원 유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

보장제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냄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의 여건을 개선하

기 위해 먼저 장애인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1) 변용찬 외,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한국사회보건연구원, 2004. 12.

2)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함

3)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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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의 경제상태

1. 장애인의 소득현황

 『2019년 장애통계연보』4)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 연평균 경상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가구연평균 경

상소득 5,828만원의 71.3%에 불과함

◦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높은데, 이는 장애

인가구의 임금수준이 낮고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을 나타냄

|표 1| 2019년도 경상소득 및 소득별 구성비

(단위: 만원)

구분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1) 사적 이전소득2)

장애인가구
4,153 2,180 795 305 722 152

(100%) (52.5%) (19.1%) (7.3%) (17.4%) (3.7%)

전체가구
5,828 3,781 1,177 380 387 102

(100%) (64.9%) (20.2%) (6.5%) (6.6%) (1.8%)

※ 주: 장애통계연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장애인실태조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함

1) 공적 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2) 사적 이전소득 : 친인척, 민간회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보조금 등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통계연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

득 361.7만원의 66.9%에 불과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에서 242.1만원으로 1

8.6만원 증가하여 수치상 개선되었으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낮은 근로소득을 감안하면 장

애인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낮음

|표 2| 월 평균 가구소득액 변동

(단위: 천원)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장애인 가구 전국 가구 장애인 가구 전국 가구

가구소득액

(전국가구 대비율)

2,235

(62.8%)
3,560

2,421

(66.9%)
3,617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건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4)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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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지출현황

 �2019년 장애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 연평균 지출은 2,022만원으로 전체가구 연평균 지출 

2,692만원의 75.1%의 수준임

◦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의료비의 지출비중은 4.5%p 높고 교육비의 지출비중은 4.7%p 낮으

며, 이는 장애인가구가 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많고 교육비의 낮은 지출수준으로 인해 교육 여건

이 열악함을 나타냄 

|표 3| 2019년도 연평균 지출액 및 지출항목별 구성비

(단위: 만원)

구분 지출액 의료비 교육비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장애인가구
2,022 225 143 625 264 196 122 447

(100%) (11.1%) (7.1%) (30.9%) (13.1%) (9.7%) (6.0%) (22.1%)

전체가구
2,692 177 318 793 315 263 166 660

(100%) (6.6%) (11.8%) (29.4%) (11.7%) (9.8%) (6.2%) (24.5%)

※ 주: 장애통계연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장애인실태조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함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통계연보�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수준도 증가하였으나 전국 가구에 비해 상대적 수준이 많이 

떨어짐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90.8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

구지출 276.1만원의 69.1%의 수준임

|표 4| 월 평균 가구지출액 변동

(단위: 천원)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장애인 가구 전국 가구 장애인 가구 전국 가구

가구지출액

(전국가구 대비율)

1,706

(60.6%)
2,814

1,908

(69.1%)
2,716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건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장애자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2017년 장애인실

태조사를 기준으로 월평균 165.1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 장애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다르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은 소득이 낮은 장애인가구

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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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및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월평균 추가비용 164.2 165.1

교통비 25.6 20.5

의료비 66.0 65.9

보육･교육비 4.1 8.0

보호･간병비 13.6 20.6

재활기관이용료 4.2 4.8

통신비 9.9 9.8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유지비 18.9 7.2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16.8 22.9

기타 5.1 5.4

※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며,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함

◦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과다발생은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킴   

|표 6| 장애정도에 따른 추가비용 변동

(단위: 천원)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월평균 추가비용 215.9 120.5 242.5 104.8

※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3. 장애인의 경제활동현황

 장애인의 경제활동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2019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은 2017년과 비교할 때 모두 악화됨  

◦ 2017년도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1.6%p, 고용률은 2.0%p 감소하고 실업률은 1.2%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지표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근로활동과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수준

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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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

가율1) 고용률2) 실업률3)

계 취업 실업

2019
장애인 2,526,200 941,136 881,890 59,246 1,585,064 37.3 34.9 6.3

전체 44,460,000 28,468,000 27,322,000 1,145,000 15,992,000 64.0 61.5 4.0

2017
장애인 2,522,593 981,028 931,429 49,599 1,541,565 38.9 36.9 5.1

전체 43,899,000 27,993,000 26,919,000 1,074,000 15,906,000 63.8 61.3 3.8

※ 주: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고용률 = (취업자 수/ 15세 이상 인구)*100

3)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취업한 장애인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임금 근로자로 나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임금

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을 나타냄 

|표 8|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단위: %)

구분
2017년도 2019년도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임금근로자 68.9 74.5 71.2 75.0

상용 근로자1) 26.9 49.7 39.9 51.5

임시 근로자2) 22.2 18.9 20.9 18.1

일용 근로자3) 19.8 5.9 10.4 5.4

비임금 근로자 31.1 25.5 28.8 25.0

자영업자(고용주, 노점 포함) 27.3 21.2 25.8 20.8

무급가족종사자4) 3.7 4.3 3.0 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주: 1) 상용 근로자 :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 작성기준으로 임금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임시 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자

3) 일용 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4)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 무급으로 정규근로시간의 1/3이상 근무하는 자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임금수준이 낮음을 나타냄 

◦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근로소득의 특성을 가진 비정규직에 많은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은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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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단위: %)

구분
2017년도 2019년도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1) 40.6 67.1 40.0 63.6

비정규직2) 59.4 32.9 60.0 36.4

※ 주: 1) 정규직 :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뜻함

         2) 비정규직 :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를 뜻함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4. 시사점

 장애인의 경제상황은 소득수준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

를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무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바, 이는 낮은 근로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생활수준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장애가 심해질 경우 소득의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의미함  

Ⅲ.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장애연금, 1990년 장애수당,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2년 장애아동수당, 2010년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3단계 소득보전급여제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구성된 추가비용

급여제도로 이루어짐5)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공하는 급여로서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중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등

급에 해당하는 자이며, 2019년 기준 장애연금의 수급자 수는 약 8만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 

261만 8,918명의 약 3.1%에 해당하고 총 지급액은 약 3,914억 5천8백만 원임

5) 윤상용,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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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을 기준으로 일시보상금을 받는 장애 4급을 제외한 장애1급부터 3급까지 장애연금수급

자는 총 7만 7,204명이고 지급 총액은 3,463억 3천8백만 원으로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 3,830원임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운용되는 무기여식 공공부조제도6)이며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

는 급여로서 소득보전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7) 중 소득인정액8)이 선정기

준액9) 이하인 자이며,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수는 36만 8,716명으로 「장애인연금

법」상 중증장애인 수 52만 1,180명의 70.7%에 해당하고 총 지급액은 약 7,328억 원임

-  장애인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표 10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생활능력이 부

족한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제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10) 대비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

액11) 이하인 국민으로 2019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가구는 20만 4,369가구이고 총 지급

액은 863억 3천4백만 원, 주거급여 수급 장애인가구는 21만 6,170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195

억 4천5백만 원이며 현물 제공 성격의 급여인 의료･교육급여의 장애인 수급가구는 각각 21만 

3,403가구, 1만 1,910가구임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제50조를 근거로 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  장애수당 수급권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

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에 해당하는 자이며, 2019년 기준 장애수당

의 수급자 수는 36만 5,804명으로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등록장애인 수 209만 7,738명의 

17.4%에 해당하고 총 지급액은 약 143억 7천2백만 원임

-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13)에 해당하는 자이며, 2019년 기준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자 수는 1만 

7,99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 261만 8,918명의 0.7%에 해당하고 총 지급액은 약 23억 4천

7백만 원임

6)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를 뜻함

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로 인해 합산 판정받은 중증장애인 

8)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9)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

5.2만원임

10)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며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음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11) 2020년 급여별 지급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임

12)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를 뜻함

1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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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단위: 천원)

구분 제도 수급자격 수급내용

소득

보전

급여

제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중 

「국민연금법」 상 장애등급1)이 1~4급인 자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2)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단위 : 원)

구  분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월300,000

차상위초과자 및 소득하위 70% 월254,760※ 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액 이하인 국민

급여액 = 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급여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름

추가

비용

급여

제도

장애수당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단위 : 원)

구  분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월40,000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월20,000

장애아동

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단위 : 원)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인
월200,000 월150,000 월150,000 월70,000

경증

장애인
월100,000 월100,000 월100,000 월20,000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만 18세이상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단위 : 원)

구  분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8∼64세 월80,000

65세 이상 월380,000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18∼64세 월70,000

65세 이상 월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월20,000

65세 이상 월40,000

※ 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급여는 제외함

1)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과는 다름

2)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산정은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52조에서 각각 규정함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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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각각의 제도들은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적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과 자립생활의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

능을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가. 소득보전 급여제도의 문제점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공통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 3,830원14)이고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는 최대 월30만원으로 각각의 급여액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 2,102원15)보다 낮은 수준임 

-  장애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소득보장을 통

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함

 장애연금은 장애 기준과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불일치가 발생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16)에서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

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로 정의하며, 근로능력의 상실을 장

애로 간주하지만 장애등급은 근로능력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의학적 기준만을 이용하여 4개의 등

급으로 판정하고 있음

-  근로능력 상실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하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함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대상 범위를 축소한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장애인 및 장애정도를 정의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동법의 중증장애인보다 좁은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정하여 장애인연금의 대상 범위가 축소됨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 1~3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중복 3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

지법」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단일 3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2019년 기준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은 98만 5,403명이고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

장애인은 52만 1,180명이며, 서로 다른 기준 적용으로 인해 46만 4,223명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들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됨

14)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총 7만 7,204명이고 지급 총액은 3,463억 3천8백만 원임

15) 2019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707,008원이며,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임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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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의 고려가 부족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자체가 수급상황에서 벗

어날 정도로 많지 않으나 이로 인해 수급액이 감소하게 되거나 수급자격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

을 초래함         

-  수급자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하는 것과 생활수준에는 큰 차

이가 없고 의료급여가 중요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격의 중단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근

로활동을 포기하고 급여 수급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높음 

나. 추가비용 급여제도의 문제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급여수준이 낮으며, 장애아동수

당도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함

◦ 장애수당의 월 최대금액은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월 최대금액은 8만원이고 두 급여는 동시 

수급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급여 수급만으로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165.1천원에 부족한 금

액임

◦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최대 10만원

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242.5천원, 경증장애인의 

104.8천원에 부족한 금액임   

 「장애인복지법」제50조는 각각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수당만이 시행되고 

있고 보호수당은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비장애 가구원은 전일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높으므로 보호

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Ⅳ.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소득보전 급여제도의 개선방향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60%인 현재 지급률을 120%~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17)

이 있음

◦ 장애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2조를 개정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상향 조정

이 가능하며, 동 방안은 기금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18)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

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개선을 가능하게 함

17) 이용하 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국민연금연구원, 2011. 4. 

18) 이용하 외,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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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

란드를 참고하여 기초급여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19)이 있음  

◦ 일본은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의 21~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를 적용하여 기초급여를 2020년 최저임금 50%로 지급할 경우 89만 7,650원20)으로 현재 기초

급여 최대금액인 30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소득보전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동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연동되어 있는 기초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

여만의 새로운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

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중증장애인은 근로활동에 제약이 크고 이로 인해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

므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여 공

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의학적 손상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기준에서 벗어나 근로능력을 평가

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더 나아가 근로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직업 재활서비스

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장애를 판정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21)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설계하고,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하

며 이를 통해 장애급여 지출의 축소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범위에 단일 3급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증가시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정도 외에 소득수준을 심사하는 장애인연금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확대한다고 해서 중

증장애인 모두가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예산확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9만 명으로 단일 3급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28.1만 명

이 추가되어 추가 재정 소요는 약 4,287억 원 정도가 될 것임22)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과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한 장애인의 근로소

득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30%이고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50%로

서 장애인의 근로활동으로 인한 수급자격의 박탈이나 수급액의 감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데 부

족해 보이므로 각각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하여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19) 윤상용,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2019. 6.

20) 8,590원(2020년 최저임금)* 209시간(총 월 근무시간)*1/2 

21) 신화연 외,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2.

22)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내부자료,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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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비용 급여제도의 개선방향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통합하여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은 소득기준을 폐지하

고 장애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장애

인과 장애인가구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적

용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통합

하고 소득기준은 폐지하며,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 제50조를 개정하여 장애아동수당의 소득기준은 폐지하고,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되 보호수당 지급액의 산

정을 위해 외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1| 외국의 장애인 보호수당

구분 보호자 자격 장애인 자격 지급액

영국1) 주 35시간 이상 장애인을 돌보는 16세 

이상인 자

중간 또는 최고 수준의 장애생활수당 

수급자
약 월 296.34유로4)

아일랜드2)

장애인시설 또는 병원에 비거주하는 

장애인을 

전일 돌볼 수 있는 

18세 이상인 자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16세 이상의 

장애인 및 

가정 보호수당을 수급하는 16세 미만 

장애아동

66세 미만 장애인

1인 돌봄 : 월 876유로

2인 돌봄 : 월 1,314유로

66세 이상 장애인

1인 돌봄 : 월 1,028 유로

2인 돌봄 : 월 1,542유로

덴마크3)

장애아동을 돌봄으로써 소득손실을 

겪는 

부모 또는 친척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월 최대 약 4,184유로5)

(소득손실수준에 따라 

급여수준 결정)

※ 주: 1) 영국정부(https://www.gov.uk/carers-allowance) (검색일 : 2020. 3. 31.) 

2) 아일랜드 시민정보 안내(https://www.citizensinformation.ie) (검색일 : 2020. 3. 31.)

3) 덴마크 독립장애상담제도(https://www.dukh.dk) (검색일 : 2020. 3. 31.)

4) 264.6파운드를 환율 적용하여 통화단위를 유로로 변경(기준일 : 2020. 3. 31.)

5) 31,249크로네를 환율 적용하여 통화단위를 유로로 변경(기준일 : 2020. 3. 31.) 

※ 자료: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검색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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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요약

구분 제도 문제점 개선방향

소득

보전

급여

제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낮은 급여수준

장애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2조를 개정하여 

장애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기준인 100%~60%에서 120%~80%로 

상향 조정

장애기준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불일치

의학적 손상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벗어나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장애를 판정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설계하고, 

더 나아가 근로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복귀를 도모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낮은 급여수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참고하여 기초급여 지급액을 인상

 - 일본은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의 

21~70%까지 지급

중증장애인의 대상범위 축소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범위에 단일 3급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증가시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의 고려 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과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

추가

비용

급여

제도

장애수당

낮은 급여수준

장애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통합하고 소득기준은 폐지하며,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

수당
낮은 급여수준

「장애인복지법」 제50조를 개정하여 장애아동수당의 소득기준은 

폐지하고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

보호수당 미시행

보호수당 지급액의 산정을 위해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시행

※ 자료: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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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11년, 2014년,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

구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이었음

◦ 낮은 근로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

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소득보장의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OECD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로 1.9%인 

OECD의 평균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의 약 1/3에 그치는 수준임23)

◦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인 독일(2.1%), 핀란드(3.6%), 덴마크(4.4%) 뿐만 아니

라 이웃 국가인 일본(1.0%)의 장애인 복지지출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하위권에 속해 있음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촉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제도 본연의 역할

과 기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근

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23) OECD Data(www.data.oecd.org, 검색일 :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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