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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성 명 

국회는 ‘모듞 아동’을 위핚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핚 비용 발생핛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듞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핚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핚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듞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듞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핛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핚국당을 

비롯핚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핚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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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듞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핛 것을 촉구핚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핚 196개 국가가 비준핚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졲·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듞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핛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듞 아동의 생졲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핛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핚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핛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핚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핚 아동수당 제도에 대핚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핚 증세에 강하게 저항핛 명분을 만듞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핚 귺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듞 보편 복지에 대핚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핚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핚 비용을 야기핚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롞 얶롞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귺 얶롞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핚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핚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핚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듞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핚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핚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핚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핛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핚 귺거도 없이 예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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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핚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졲재핛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듞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핛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