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9, No. 3, 2017. 8, pp. 9-33

－ 9 －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

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

여 살펴보았다.�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대비 3.5%),�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셋째,�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

비용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빈곤,�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 비용 추계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 
A0102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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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빈곤은 어느 국가에서나 상존하며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

리 사회의 미래에 해당하는 아동은 빈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있

으므로 빈곤 문제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4,007 표본의 아동 가구를 

조사한 결과, 최저 생계비 기준의 절대빈곤율은 9.45%이었고, 중위소득의 50%미만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2%로 나타났다(정은희, 2015). 이 중에서 아동가구의 약 4%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 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 가구임을 고려해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아동은 전체 

아동 중 538,000명(5.6%)~651,000명(6.7%)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의 평균 빈곤율인 11%보다 약간 낮은 

10.2%이며 순위로는 14위이긴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빈곤율의 감소폭이 작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아동빈곤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김미숙 외, 2013; 정은희, 2015).  

아동 빈곤은 아동기가 신체, 정서, 인지 발달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성인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김효진, 2008). 특히 빈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현재

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가족, 이웃, 그리고 사

회에까지 파급된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아동 빈곤은 신체

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지속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ooks-Gunn and Duncan, 

1997; Evans and Kim, 2007; Cohen et al., 2010; Ducan et al., 2010). 교육적인 측면에서 낮

은 학업 성취나 낮은 학력, 학업 중퇴율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행동 측면에서 자살, 10대 임

신, 흡연, 청소년 범죄 등의 청소년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Exeter and Boyle, 

2007; Ferguson et al., 2007; Murname, 2007; The Prince’s Trust, 2007; Engle and Black, 

2008). 또한 아동 빈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

나 가정폭력, 이혼 등에 영향을 미친다(장화정ᆞ김광혁, 2006; McGuinness and Schneider, 

2007). 그리고 고용적인 측면에서 생산성 손실, 미취업이나 실직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세대 계

승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수 있다(Gregg and Machin, 2001; Sigle-Rushton, 

2004; Murname, 2007; The Prince's Trust, 2007).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의 빈곤 문

제로 인해 증가된 복지 비용, 범죄 비용, 건강 비용, 그리고 감소된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

에서 매년마다 우리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Duncan et al., 2007).

아동 빈곤이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대 계승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

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

호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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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포함한 국가의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유엔에서는 2000년 9월 밀레니엄 개발목표(UN 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를 정하였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목표가 ‘빈곤퇴치’인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이

재연, 2008). 하지만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사용해야 하는 비용과 아동 빈곤의 부정적

인 영향으로 인한 공적 서비스 비용의 증가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비용을 비용적인 측면에

서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적절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국가의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동빈곤에 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

면 이러한 연구는 아동 빈곤의 장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수량화했을 때 우리 사회가 연간 지불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발전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 감소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와 이러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 비용이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Hirsch, 2008; Holzer et al., 2008; Blanden et al., 2010; Pearce, 2011; Hirsch, 2013; The 

Nippon Foundation, 2015). 이를 통해 각 국가에서는 아동 빈곤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연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수립에 반영하

여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자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적

으로 아동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 주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정책 입안자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

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외의 경우, 아동 빈곤에 관한 연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축적되어 왔지만 최근에

서야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

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수행된 아동 빈곤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아동 빈곤의 현

황 및 정책 방향(정은희, 2015), 아동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김효진, 2008; 구인회 외, 

2009; 정익중, 2009; 장희선ᆞ김기현, 2014), 빈곤 아동의 빈곤 인식(정선욱, 2011; 이수진 외, 

2015) 등이 있다. 그리고 빈곤의 원인 및 영향(김미숙ᆞ배화옥, 2007), 아동 빈곤이 아동학대에 미

치는 영향(장화정ᆞ김광혁, 2006; 이봉주ᆞ김광혁, 2007) 등의 연구를 통해 정책적 제언에 그치고 

있을 뿐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아직까

지 전무하다. 즉, 아동 빈곤 감소를 위한 각종 재정적 투자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 빈곤 비용과 관련한 기초 자료가 오랜 기간 축적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동 빈곤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빈곤에 관한 현황 파악에 중점

을 두었기에 실질적으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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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아동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1%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34개의 OECD국가 중에서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32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 국

가의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계획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미숙 외, 2012; 이

재연 외, 2015). 이러한 실증적 자료는 우리나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

는 경제우선주의 공무원들이나 정책 입안자에게 손익대비의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빈곤 예방

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

하고, 이 비용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량(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파악

하고, 아동 빈곤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과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

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고찰

1) 아동빈곤의 부정적인 영향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은 성인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아동기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에 결정적 시기로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오정수ᆞ정익중, 2013). 특히 아동 빈곤은 개인과 가족적인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빈곤 아동은 생산성 손실이나 미취업/실직할 가능성

이 높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Blanden et al., 2010). 이처럼 아동 빈곤의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건강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범죄적인 측면, 그리고 

고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 빈곤은 아동의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vans and Kim, 2007; Duncan et al., 2010). 아동 빈곤은 아동과 청소년기의 우울 등 내재화 

문제나 반항적 행동,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속적으로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upta et al., 2007; Reiss, 2013). 특히 Evans와 

Cassells(2014)의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폭력, 가족의 혼란, 가족으로부터

의 분리 등의 정서적 요인과 소음, 표준 이하의 주택 거주 등의 물리적 요인 등의 누적적 위험요인

을 매개로 하여 학습된 무력감 등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다시 자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riggs and Walker, 2008; Björkenstam et al., 2017). 이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15세~44세

의 자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 빈곤이 자살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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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다(Exeter and Boyle, 2007).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동 빈곤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장화정ᆞ김광혁, 2006; McGuinness and Schneider, 2007). 부모의 빈곤으로 인

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게 할 가능

성이 높거나 배우자에게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인 반응을 더 많이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김재엽 외, 

2007; Wyatt et al., 2000; Whitfield et al., 2003). 또한 아동 빈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시 

빈곤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Sigle-Rushton,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빈곤은 성

인이 되었을 때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이혼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Conger et al., 2010). 

범죄적인 측면에서 아동 빈곤은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 범죄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 모든 빈곤

한 아동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중의 일부는 아동기의 빈곤으로 인해 

범죄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정익중, 2009; Brooks-Gunn and Duncan, 1997; Griggs and Walker, 

2008; Hirsch, 2008; Holzer et al., 2008; Pearce, 2011). 이와 관련하여 오정수와 정익중(2013)은 

아동 빈곤이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우울 증후를 초래하고 이는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져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행동을 하게 하거나 높은 공격성을 갖게 하여 또래로부터 소외 및 비행친구

와의 교제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행동을 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미국의 초기 성인 

남자 범죄자 733명을 대상한 연구(Ou and Reynolds, 2010)에서 유아 시기의 AFDC의 수급 여부가 

초기 성인기의 범죄 행동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많

은 실증적인 연구들(Brown and Males, 2011; Nikulina et al., 2011)은 아동 빈곤이 청소년이나 성

인기의 범죄의 예측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빈곤은 학업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후 성인기에 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 등 고용적인 측면과도 불가분 관계가 있다(Murname, 2007; Hirsch, 2008). 아동 빈곤

으로 인한 학업의 부실이 고용적인 측면에 이어지는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 빈곤은 낮은 학업 성취, 

학업 중퇴, 무단결석, 특수 학급 배치 등 교육적인 측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rguson et al., 2007; Engle and Black, 2008). 빈곤 아동은 빈곤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보충 수

업이나 특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Hirsch, 2006). 그리고 빈곤한 아동은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장기적으로 성인이 되어 비정규직이나 미취업/실직 등에 처할 가능성을 높여 

소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Murname, 2007). 이러한 학업적인 측면 외에도 아동 빈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대규모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 

빈곤이 질병을 매개로 생산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Ziol-Guest et al., 2012)에서는 아동 빈곤

이 고혈압, 관절염, 일상생활 활동을 제한하여 일하는 시간이나 수입 감소 등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빈곤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세대 계승을 통

해 빈곤한 상황에 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상은, 2008; The Prince’s Tru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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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아동 빈곤이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라고 인식한 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영국

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아동이 삶의 출발만큼은 공평할 수 있도록 빈곤층 아동을 ‘제로’로 만들겠

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빈곤 아동 수는 이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

수의 아동들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그동안의 아동 빈곤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이

르렀다(Blanden et al., 20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아동 빈

곤이 개인과 사회에  장기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비용

을 추계한 후 이 비용이 국내 총생산(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리고 비용 분석적 측면에서 현재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

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간 5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GDP 대비 3.8%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Holzer et 

al., 2008). 이때 추계된 비용 지표는 빈곤으로 인해 감소된 소득 비용, 범죄와 연관된 비용(경찰, 

교도소, 안전 비용 등), 건강 관련 비용(병원 비용, 특수 교육 비용, 빈곤으로 인해 손실된 삶의 질

과 양)이 조사된 비용 지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아동빈곤으로 인한 환경적인 비용이나 공적 지출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빈곤으로 인한 소득, 범죄, 건강 부분도 과소 추정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영국에서는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8/09년 연간 25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Hirsch, 2008). 이는 최소 비용으로서 GDP 대비 최소 2%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

은 가정외 보호 비용(학대나 방임, 낮은 수입, 역기능, 부모의 부재 등), 건강 관련 비용, 특수교육을 

포함한 학교 비용, 주택 지원 등 복지 비용, 지역 환경서비스 비용, 지역 기반 프로그램과 보조금, 

범죄 비용, 생산성 손실이나 실업 급여 등의 비용이 포함되었다.  

2011년 뉴질랜드에서도 연간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최소 63억에서 최대 

166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략 GDP 대비 3.5%에서 9.3%에 해당한다

(Pearce, 2011). 이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한다면 추정치(Point Estimate)는 80억 달러로 GDP의 

4.5%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비용 추계에 포함된 비용으로는 건강 관련 비용, 교육 수준에 따른 

생산성 비용, 청소년과 성인 등의 범죄 비용, 가사수당과 실업 수당 등의 사회복지 비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The Nippon Foundation(2015)에서도 2015년에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

용을 추계하였다. 추계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4조 엔이었는데 이는 2015년 GDP의 0.8%에 해당

한다.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손실된 생애 소득 비용(15세~64세)과 그로 인한 연간 증

가되는 세금 및 사회보장지급액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감

소된 생애 소득비용을 산출하였고, 범죄 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였기에 과소추정되었을 것이라 

논의하였다. 만약 18세 이하 아동 전체를 포괄하여 추계한다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GDP의 

14.4%(0.8% ×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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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아동 빈곤의 감소를 위

해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 비용이 국가의 GDP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를 차

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 분야에 해당하는 미국(Fang et al., 2012; Gelles and 

Perlman, 2012), 캐나다(Bowlus et al., 2003), 호주(Taylor et al., 2008), 일본(Wada and Igarahi, 

2014), 터키(Basak et al., 2013) 등 외국의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역시 빈곤 연구와 같

이 아동보호서비스, 가정외보호, 법집행, 의료, 특수교육, 정신건강서비스, 복지, 범죄, 생산성 손실 

비용 등 추계 항목을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되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비용과 간

접비용을 구분하여 비용 산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항

목의 기초 자료가 축적되었기에 선행 연구 자료를 사용하면서 아동학대 유병율을 근거로 연간 비용

이나 생애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추계

한 비용 지표를 종합하여 살펴보되 외국에서 추계한 공통항목과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특수항목

을 중심으로 비용 항목을 결정하고, 현재 아동 빈곤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인 직접비용과 아

동이 빈곤을 경험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빈곤 연구에서 고려한 가정외보호, 특수교육, 복지, 건강, 범죄, 고용 관련 비용을 

포함하되 국내 상황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서비스와 이혼 비용 등(변화순, 2008; 김선

숙ᆞ유민상, 2012)을 추가하고,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비용 항목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단지 다른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내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비용 항목상으로는 국가별로 큰 질적 차이는 없고 항목 내에서 

양적인 차이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산출된 연간 비용이 2015년 국내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각각의 해당 항목의 비용에 대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초 자료가 많지 않기에 축적된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되 자료가 없는 비용 항목

의 경우에는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델파이 전문가 조사는 어느 누구

구분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가정외 보호 비용 ☓ ● ☓ ☓
건강 관련 비용(신체적, 정신적 비용) ● ● ● ☓
학교 비용(특수 교육 외) ● ● ☓ ☓
복지 비용(주택 지원, 기초생활수급, 장애 수급 등) ☓ ● ● ●

지역환경서비스 비용 ☓ ● ☓ ☓
지역 기반 프로그램과 보조금 ☓ ● ☓ ☓
범죄(청소년 범죄, 성인범죄로 인한 경찰, 사법 비용) ● ● ● ☓
고용(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 등) ● ☓ ● ● 
주1. 비용에 포함됨 : ●,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주2. 미국: Holzer 외(2008), 영국: Hirsch(2008), 뉴질랜드: Pearce(2011), 일본: The Nippon Foundation(2015).

<표 1> 비용 추계 항목 선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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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답을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전종설 외, 2011; 김수정ᆞ정익중, 2016; Uegaki et al., 

2007; Ramos et al., 2016).  

3.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먼저 아동빈곤에 관한 국내외 문헌

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포함된 각각의 비용 산출을 위

해 복지 비용(드림스타트, 기초생활수급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사업, 희망

복지지원단, 임대주택사업), 가정외보호비용(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고용 비용 등은 여성

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의 관할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5년 

예․결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이외의 비용 관련 자료들은 관련 사이트나 국내 선행 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12월에 아동빈곤 관련 연구 경력 10년 이상의 교수 및 

박사 11명과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 14명 등 총 25명을 섭외하여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이때 각 횟수별 설문지는 이전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바탕으

로 도출된 의견이나 분석 결과 등이 첨부되어 재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자살할 확률

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11문항의 질문을 한 후 평균값과 중위값의 결과 제시의 절차

를 3회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된 수치를 직ᆞ간

접비용 산출에 적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추정방법을 선

택하였다. 첫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취합하여 손실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때 

직접비용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 성학대가 발생할 확률, 가정외 보호를 

받을 확률, 보호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특수 교육을 받을 확률과 간접비용에서는 빈곤을 경험

한 아동이 향후 자살할 확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 성인이 되어 이혼할 확률, 범죄자가 될 확률, 

생산성 손실 확률, 미취업/실직을 경험할 확률 등을 델파이 분석 방법을 통해 구하였다. 이 기법은 

특정 분야 전문가의 직관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가 없는 문제에 대한 집단지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황옥경 외, 2014; Hasson et 

al., 2000; Hsu and Sandford, 2007; Keeneyet al., 2014; Slade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보다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17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3차 설문까지 반복 진행하고, 이전 설문 결과를 통계치로 제시하여 피

드백 해 줌으로써 합의된 최종 결과를 본 연구 분석에 적용했다. 둘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총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후 이 비용이 2015년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3)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복지 비용, 아동

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보호 비용,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 고용 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범죄, 생산성 손실 및 미취업/실직 등의 간접비용이 해당한다. 직접비용은 아

동 빈곤으로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고, 간접비용은 직접적인 재정의 손실은 아니지만 아동 빈곤

의 영향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비용 

직접비용은 복지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보호 비용,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 

고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은 절대 빈곤율 4.0%와 상

대 빈곤율 7.5%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① 복지 비용 

복지 비용은 기초생활수급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교실, 교육복

지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관, 임대주택사업 비용 등이 해당한다. 이중에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사업, 임대주택사업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2015

년 전국 운영비 예결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비(생활+교육+의료+주거급여)나 

희망복지지원단 비용은 2015년 예결산 자료에 18세 아동을 가진 빈곤 가정의 비율 20%(보건복지

부, 2015)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돌봄 교실 비용은 2013년 결산 자료(정익중 외, 2013)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곱한 후 사용하였다. 복지관 비용은 2015년 전국 복지관 예결산 비용에 전체 인구에

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17%(2015년 아동 인구수/전체 인구수)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전국 

복지관 총 운영비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유형별 각각 2개 기관씩 무작위로 선정한 후 (가형 평균 

예산☓가형 개수), (나형 평균 예산☓나형 개수), (다형 평균 예산☓다형 개수)를 모두 더하여 추정

하였다. 

②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국의 아동



18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 3호

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총 운영비를 포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 운영비는 정부보

조금과 자부담으로 구성되는데 2015년 정부보조금(중앙정부+지방정부)은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정부 보조금 총액(장화정, 2014)에서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자부담 비용은 평균적으

로 총 운영비에서 41%를 차지하므로 2015년 정부보조금 총액에서 이 비율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

다(보건복지부ᆞ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그리고 2015년 정부 보조금과 자부담 비용을 합한 

후 아동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비율 45%를 곱하여 사용하였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총 운영비용

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획득한 2015년 전국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비 총액에서 18세 이하 아동의 

이용율 37.8%(여성가족부ᆞ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성학대 발생 비율 

0.16(델파이 조사)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운영비와 해바라

기아동센터 총 운영비를 더한 후 아동 빈곤으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③ 가정외보호 비용

가정외보호 비용은 아동 빈곤으로 인해 가정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16개 시도(시군구)의 공무원들로부터 수집한 2015년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

시설의 총 운영비 총액에 아동 빈곤으로 인해 가정외보호를 받을 비율 42%(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산출하였다. 

④ 법 집행 관련 비용

법 집행 관련 비용은 재판 비용, 경찰 관련 비용, 교도소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재판 비용은 

2015년 전체 재판건수(대검찰청, 2016)에 국선변호사 비용 30만원, 아동 빈곤으로 인한 보호자 범

죄 비율 28%(델파이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과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

였다. 경찰 관련 비용은 2014년 경찰 총 비용(경찰청, 2015)과 물가상승률, 아동 빈곤으로 인한 보

호자 범죄 비율 28%(델파이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과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계산하였다. 교도소 비용도 2014년 연간 교도소 관련 총 비용(법무부, 2015)에 물가상승률, 아동 빈

곤으로 인한 보호자 범죄 비율 28%(델파이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과 상대 빈곤율 7.5%

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다.

⑤ 특수교육 비용

특수교육 비용은 2015년 한해 동안 아동 빈곤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

한다. 이 비용은 2015년 교육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결산 총액(교육부, 2016)에 아동 빈곤으로 인

해 특수교육을 받을 비율 19%(델파이 전문가 조사)와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각

각 곱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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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용 비용 

고용 비용은 아동 빈곤으로 인한 고용 문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정보공개청

구를 통해 획득한 2015년 한 해 동안 고용복지센터의 총 운영비에 18세 아동을 가진 가구의 빈곤 

비율 0.20(보건복지부, 2015)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2) 간접비용 

간접비용은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비용, 범죄 비용, 고용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의 경우, 모두 빈곤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에 근

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① 건강 관련 비용

건강 관련 비용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정신 질환에 걸려 병원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과 자살로 인해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우선 빈곤 경험 아동이 성장하여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원 

비용은 2013년 국민의료비 총액(통계청 e-나라지표, 2015)에 물가상승율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향후 정신질환에 걸릴 비율 16%(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자살 비용은 2015년 전체 자살 인구수(국가통계포털, 2016)에 

평균 연봉(GNI), 13.19년(평균 근로 연수-평균 자살 나이), 아동 빈곤으로 인한 향후 자살 비율 

13%(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모두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

출하였다. 

② 이혼 비용 

이혼 비용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결혼 후 이혼하는 데 2015년 한 해 동안 소요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이 비용은 2010년 한 해 동안 이혼에 소요되는 총 비용(안종범 외, 

2011)에 물가상승률과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결혼 후 이혼할 확률 21%(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

한 후 각각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추정하였다. 

③ 범죄 비용 

범죄 비용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자가 되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비용은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총 범죄 비용(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10)에 물가상승률과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

죄 비율 21%(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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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다. 

 

④ 고용 관련 비용: 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 비용 

고용 관련 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후유증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생산성 손실 비용이나 미취업/실직 비용에 해당한다. 생산성 손실 비용은 2015년 총 인

구수(국가통계포털, 2016)에 평균 연봉(GNI),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할 때 

생산성 손실 비율 25%(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

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미취업/실직 비용도 2015년 총 인구수에 평균 연봉(GNI), 빈곤을 경험한 아

동이 후유증으로 성인이 되어 미취업/실직할 비율 31%(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4. 연구결과

1) 아동빈곤으로 인한 연간 직접비용

아동 빈곤으로 인해 2015년에 연간 소요된 직접비용은 복지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

보호 비용, 법집행 비용, 특수교육 비용,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때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

육 비용은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먼저, 복지 비용은 기초생활수급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교실, 

교육복지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관, 홈리스 관련 임대주택사업 운영비를 포함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비 3조6,871억8,200만원, 드림스타트 680억8,300만원, 지역아동센터 2,858

억6,382만9,73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71억8,000만원, 돌봄교실 606억2,238만원, 교육복지사

업 120억8,999만1,930원, 희망복지지원단 9억8,920만원, 복지관 956억3,978만7,373원, 홈리스 

관련 임대주택사업 983억5,539만670원으로 총 4조4,348억1,550만7,073원으로 산출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87억1,630만67원, 해바라

기 아동센터 운영비는 10억8,610만6,317원으로 총 98억240만6,385원으로 추계되었다. 아동 빈곤

으로 인한 가정외 보호 비용은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총 운영비가 포함되는데 이는 1,237

억445만7,702원으로 산출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법 집행 관련 비용은 재판 비용, 경찰비용, 

교도소 비용을 포함하는데 재판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692억5,741만8,720원, 상대 빈곤율 기준 

1,298억5,766만100원이었고, 경찰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680억875만5,706원, 상대 빈곤율 기

준 1,275억1,641만6,949원이었으며, 교도소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22억9,728만4,640원, 상대 

빈곤율 기준 43억740만8,700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법 집행 관련 비용의 총액은 절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 1,395억6,345만9,066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 2,616억8,148만5,749원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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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으로 인한 특수교육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3,006억9,861만8,725원, 상대 빈곤율 기

준 5,638억991만110원으로 계산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고용 비용은 83억1,960만 원으로 산

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의 총액은 절대 빈곤율 기준 5조169억404

만 8,951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 5조4,021억3,336만7,019원으로 추계되었다. 

2)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간접비용

아동 빈곤으로 인해 2015년에 연간 소요된 간접비용은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비용, 범죄 비용, 고

용 관련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건강 관련 비용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 비용, 자살 비용을 

포함하고, 고용 관련 비용은 생산성 손실비용, 미취업/실직 비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

용의 모두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를 적용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경우 절대 빈곤율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건강 관련 비용은 정

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 비용이 5,992억8,960만원, 자살 비용이 290억4,100만8,832원으로 총 

6,283억3,060만8,832원으로 추계되었다. 이혼 비용은 4,253억5,576만4,434원, 범죄 비용은 13조

8,804억5,823만9,600원으로 산출되었다. 고용 관련 비용은 생산성 손실 비용이 15조7,814억7,385

만4,500원이었고, 미취업/실직 비용이 19조5,690억2,757만9,500원으로 총 35조3,505억143만

4,000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있는 간접비용의 총액은 

50조2,840억1,757만9,500원(절대 빈곤율 기준)으로 추산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경우 상대 빈곤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강 관련 비용은 정신질

환으로 인한 병원 비용이 1조1,236억6,800만원, 자살 비용은 544억5,189만1,560원으로 총 1조1,781

억1,989만1,560원으로 추계되었다. 이혼 비용은 7,975억4,205만8,313원이었고, 범죄 비용은 26조

258억5,919만9,300원으로 산출되었다. 고용 관련 비용은 생산성 손실 비용이 29조5,902억6,347만

7,100원, 미취업이나 실직으로 인한 비용이 36조6,919억2,671만1,600원으로 총 66조2,821억9,018만

8,700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빈곤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용의 총액은 94

조2,837억1,133만7,873원(상대 빈곤율 기준)이었다.  

3)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총비용

2015년 아동빈곤의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을 살펴보면, 절대 빈곤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

접비용이 5조169억404만8,951원, 간접비용이 50조2,840억1,757만9,500원으로 총 55조3,009억2,162

만8,451원이었다. 이는 2015년 GDP 1,558조5,916억원에 대비했을 때 3.5%로 아동 빈곤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고용 관련 

비용(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 비용, 복지 비용(기초생활수급, 드림스타트 



22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 3호

등),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비용 순으로 산출되었다. 

상대 빈곤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아동빈곤의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이 5조

4,021억3,336만7,019원, 간접비용이 94조2,837억1,133만7,873원으로 총99조6,858억4,470만4,892원

이었다. 이는 2015년 GDP 1,558조5,916억원에 대비했을 때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 빈곤율

에 비해 상대 빈곤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빈곤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고용 관련 비용(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 비용, 복지 비용(기초생활수급, 드림스타트 등), 건강 관련 비

용, 이혼 비용 순으로 산출되었다. 

<표 2>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연간 총비용(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 기준)

구분 직접비용 총 액 % 구분 간접비용  총 액 %

복지
비용

기초생활수급 3,687,182,000,000원

8.02
건강
관련

정신질환
병원이용

599,289,600,000원

1.14

드림스타트 68,083,000,000원

지역아동센터 285,863,829,730원

청소년방과후 17,180,000,000원

돌봄교실 60,622,380,000원

자살비용 29,041,008,832원

교육복지사업 120,899,919,300원

희망복지지원단 989,200,000원

복지관 95,639,787,373원

홈리스 관련사업 98,355,390,670원 

아동보
호전문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716,300,067원
0.02 이혼 - 425,355,764,434원 0.77

해바라기아동센터 1,086,106,317원

가정외
보호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123,704,457,702원 0.22 범죄 - 13,880,458,239,600원 25.10

법집행
관련

재판 69,257,418,720원

0.25

고용 
관련 

생산성
손실

15,781,473,854,500원 

63.92

경찰 68,008,755,706원

교도소 2,297,284,640원

특수
교육

- 300,698,618,725원 0.54 미취업
/실직

19,569,027,579,500원
고용 - 8,319,600,000원 0.02

총 직접비용 5,016,904,048,951원 총 간접비용 50,284,017,579,500원

2015 아동 빈곤의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절대 빈곤율 기준)     55,300,921,628,4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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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를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 항목의 구성 요소와 점유 비율 등을 파악한 후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에 해당하는 연간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비용이 우리나라 경제의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이 제시한 

절대 빈곤율(4%)을 적용했을 때 총 55조3,009억2,162만8,451원이었고, 상대 빈곤율(7.5%)을 적용

했을 때 총 99조6,858억4,470만4,892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 총생산량인 

GDP에 대비했을 때 각각 3.5%(절대 빈곤율 기준)와 6.4%(상대 빈곤율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아동 빈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절대 빈곤율을 기준(GDP 대비 3.5%)으로 했을 

때 감소된 소득 비용, 범죄 관련 비용, 건강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 등의 항목만을 가지고 아동 

구분 직접비용 총 액 % 구분 간접비용  총 액 %

복지
비용

기초생활수급 3,687,182,000,000원

4.45
건강
관련

정신질환
병원이용

1,123,668,000,000원

1.18

드림스타트 68,083,000,000원

지역아동센터 285,863,829,730원

청소년방과후 17,180,000,000원

돌봄교실 60,622,380,000원

자살비용 54,451,891,560원

교육복지사업 120,899,919,300원

희망복지지원단 989,200,000원 

복지관 95,639,787,373원

홈리스 관련사업 98,355,390,670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716,300,067원

0.01
이혼
비용

- 797,542,058,313원 0.80
해바라기아동센터 1,086,106,317원

가정외
보호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123,704,457,702원 0.12
범죄
비용

- 26,025,859,199,300원 26.11

법집행
관련

재판 129,857,660,100원

0.26

고용 
관련 

 생산성
  손실

29,590,263,477,100원

66.49

경찰 127,516,416,949원

교도소 4,307,408,700원

특수
교육

- 563,809,910,110원 0.57  미취업/
  실직

36,691,926,711,600원
고용 - 8,319,600,000원 0.01

총 직접비용 5,402,133,367,019원 총 간접비용 94,283,711,337,873원 

2015 아동빈곤의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상대 빈곤율 기준)     99,685,844,704,8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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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하였을 때 연간 총 500만 달러로 GDP 대비 3.8%로 추계한 미국의 연

구결과(Holzer et al., 200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 Pearce(2011)가 생산성 손실 

비용, 범죄 비용, 병원 비용, 복지 비용을 가지고 추계했을 때 GDP 대비 최소 3.5%에서 최대 9.3%

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비교적 유사하였다. 영국과 비교해 볼 때 2008/2009년 최소 비용을 기준

으로 GDP 대비 2%로서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율 기준 비용보다 1.7% 정도가 낮지만 

Hirsch(2013)의 주장에 의하면 2020년까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GDP 대비 3%

가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율 기준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

본의 추계한 아동 빈곤 사회경제적 비용(GDP 대비 0.8%)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일본

의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The Nippon Foundation, 2015)의 경우, 15세 한 학년만을 대상

으로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으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상당한 비용이 추계될 것이라 여겨진

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에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절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에 직접비용이 5조169억404

만8,951원, 간접비용이 50조2,840억1,757만9,500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 경우에는 직접비용이 5

조4,021억3,336만7,019원, 간접비용이 94조2,837억1,133만7,873원으로 간접비용이 각각 직접비용의 

10배(절대 빈곤율 기준), 17배(상대 빈곤율 기준)로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와 달리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들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기

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관계를 이들 연구와 비교하기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문유경, 2009; 정익중 외, 

2009; Gelles and Perlman, 2012; Wada and Igarahi, 2014)가 모두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이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에 비해 피해로 

인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 범죄나 생산성 손실 등으로 이어져 간접비용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구인회, 2002; 이상은, 2008; Wagmiller 

and Adelman, 2009)에서 빈곤은 세대간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동은 

빈곤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자가 되면서 빈곤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때문에 범죄자나 새로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빈곤을 조기에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비용 항목의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 등을 포함한 

고용 관련 비용이 절대 빈곤율(64%), 상대 빈곤율(6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전체 항목 중에

서 1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GDP 대비 2.3%(절대 빈곤율 기준)에서 

4.3%(상대 빈곤율 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 항목 중에서 생산성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연구결과(Hirsch, 2008; Holzer et 

al., 2008; Pearce, 2011; The Nippon Foundation, 2015)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수준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계산했을 때 GDP 대비 최소 1.24%에서 최대 

5.79%에 이른다고 보고한 뉴질랜드 Pearce(2011)의 연구결과와 그 범위가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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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체 비용 중에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상당함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한 개인이 아동 빈곤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해서 다시 빈곤의 악

순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심각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The Nippon Foundation(2015)의 경우에는 아동빈곤의 사

회경제적 비용을 다른 항목을 제외하고 생산성 손실과 그로 인해 연간 증가되는 세금 및 사회보장

지급액만을 전체 비용으로 고려한 점에 비추어볼 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피해는 

절대 빈곤율 기준 55조3,009억원, 상대 빈곤율 기준 총 99조6,858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어

마어마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빈곤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빈곤의 세

대 간 전이가 심각하므로 빈곤 아동의 조기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Heckman, 2008; Reynolds et al., 2011)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빈곤한 아동에게 

1불 조기개입에 투자하면 12불이 돌아온다는 식의 투자비용보다 투자비용 자금 회수가 훨씬 더 크

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린 시기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린 시기에 보강해준 인적 자본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므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한

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높은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다(Heckman and Lochner, 2000). 이러한 관

점에서 빈곤한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동복지에 적절한 국가 예산 

배분이다. 하지만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3,151억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6,798억 원의 0.55%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3조 919억 원 

대비 0.95%에 해당한다(최영, 2016).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ᆞ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하였지만 이는 아동관련 보건의료 예산 중 모자보건사업과 어린이예방접종 관련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아동복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2.7%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복지 예산을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비해 보면, 절대 빈곤율 기

준 아동 빈곤 사회경제적 비용(55조3,009억원)의 5.7%에 해당하고, 상대 빈곤율 기준 3.2%(99조

6,858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아동복지 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 아동의 개입을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이세대(two-generation)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

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접비용은 빈곤한 아동이 성장하여 빈곤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서 직접비용에 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빈곤 아동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 아동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개입이 병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빈곤 아동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빈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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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자녀 중심 프로그램이거나 성인 중심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

었다(오정수ᆞ정익중, 2013).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 아동의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세대 프로그램은 가족통합서비스와 비슷하

기는 하지만 좀 더 이론적ᆞ실천적으로 아동개입과 가족개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된 프로그

램으로 현재 외국에서도 빈곤의 세대 계승을 끝내기 위해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Chase-Lansdale and Brooks-Gunn, 2014; The Aspen Institute, 2014).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녀를 위해 가정방문이나, 유아교육, 외상에 노출된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건강과 교육 서비

스를, 부모를 위해 육아,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예방, 정신건강 문제 치료, 직업 훈련 등을 포함한다. 

이세대에 대한 동시적 접근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자활 능력은 물론 양육능력과 가

족자원의 증대를 가져와 자녀 중심 프로그램에서 얻은 효과를 계속 지속시키고, 아동이 건강한 성인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정익중, 2002). 

셋째,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요

청된다. 본 연구결과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의 전체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

준 모두 생산성이나 미취업 등 고용 관련 비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범죄 비용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개인적으로 한 아동이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비용들이 손해를 미치는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

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빈곤 아동과 같은 고위험 집단은 장기적이면서 지속

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통합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현재 드림스타트에는 빈곤 아동으로 

발견된 고위험 집단의 아동들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적 개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드림스타트

에 발굴되어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빈곤 아동들 중 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 아동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빈곤층 외에 의

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분이 급변하고 이주가 

빈번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찾아내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와 IMF 체제와 함께 중산층이 무너지고 다수가 빈곤층으로 급전직하했다. 

새로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빈곤층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하

게 된 이들은 이전에 심각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아 빈곤에 대한 내성과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직장인, 가장 역할을 맡은 여

성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전통적인 빈곤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신빈곤층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는데도 빈곤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계층의 아동은 발견되기 쉽지 않으므로 영유아건강검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통

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빈곤아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서 많은 빈곤 아동들이 드림스타트와 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드림스타트는 12세까지만 개입하여 그 이후에 대한 개입이 부족하므로 그 이후에도 개

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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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빈곤 

아동을 잠재적 범죄자나 이혼자 등으로 언급한 것은 빈곤 아동들이 모두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

니라 실제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본 연구는 이를 줄이기 위한 예

방이 필요하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므로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가 아니라 피해자 옹호하기

(advocating victim)라는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

도되는 아동 빈곤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는 일회성 분석으로 변화의 경향이나 추이

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외국과 같이 이러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는 3

년마다 한 번씩 또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처럼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의 기초 자료 부족으로 인해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 산출을 시도하였기에 과소 추정되었거나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 선정부터 델파이 조사(Uegaki et al., 2007; Ramos et al., 2016)를 통해 선

정하거나 분석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위해 국내 또는 OECD국가의 기초자료(해당 항목의 비용

이나 빈곤으로 인한 해당 항목 발생 확률 등)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비용 산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른 자료 역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한 후 비용 산출

을 시도하고,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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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Kim, Soo Jung
(Ewha Womans University)

Chung, Ick-Jo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stim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organized component categories for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child poverty, and estimated the cost of each category in 2015 

through the collection of existing data and Delphi survey techniques among experts.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were compared to Korea’s GD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in Korea in 2015 ranged from 55 trillion KW(3.5% of GDP) to 99 trillion 

KW(6.5% of GDP). Second, the indirect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are 

much higher than the direct costs. Third, among the total cost categories, costs 

related to productivity loss and unemployment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both the socioeconomic costs based upon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Crime costs are the second larges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in poverty; implementation of 

two-generation program that intervenes simultaneously with parents and children; 

and long-term, continuous and integrated intervention for high-risk groups such as 

poor children.

Keywords : poverty, child poverty, socioeconomic costs, cos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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