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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소득구간(분위) 산정 및 운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의 한계

  - 소득, 금융자산(부채) 등 파악이 제한되어 정확한 소득

분위 산정 한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세부내역 파악

불가로 민원응대 곤란 및 투명성 약화

  - 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득 산정체계 도출 여론 확산

○ 추진기간: ’14.1월 ~ 현재

○ 총 사업운영비: 603백만 원(’18년 예산 기준)

○ 주요내용

  - 기존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을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서「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범정부 복지표준), 

공정성(금융재산·부채 반영), 투명성(이의처리절차 신설) 제고

○ 추진경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

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14.1.7.)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완료('14.9.30.)

  -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의 체제 구축('14.1.7.~)

  - 교육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MOU 체결('14.3.2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후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방안 정책연구 완료('13.12월 ~ '14.6월)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14.8월)

  - 가구원 사전동의(약 28만명) 및 소득분위 산정 개선 홍보

('14.9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표준)을 활용한 소득‧
재산‧금융정보·부채 반영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및 

시스템 구축('14.11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제도 운영('15.1월~) 



(관련자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4급(차장) 정영준

  - 최종 결재자: 이사장 안양옥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김종순 2급 ‘17.12월~현재
국가장학금 사업,

소득구간(분위) 개선 업무 총괄

팀장 박효진 4급 ‘17.12월~현재
소득구간(분위) 기획 및 

운영 총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장학재단 소득․재산 조사 및 전산연계 담당

추진실적

○ '16~'17년 소득구간(분위) 산정 및 운영 추진 실적

  - 연평균 274.7만 가구의 소득분위 산정(학생 기준)

  

구분 ’16-1학기 ’16-2학기 ’17-1학기 ’17-2학기

산정 가구수 1,455,722 1,343,469 1,388,105 1,305,715

  - 연평균 2.9만 건의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처리

  

구분 ’16-1학기 ’16-2학기 ’17-1학기 ’17-2학기

이의신청 건수 17,908 10,398 14,278 15,370

  - 가구원의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고객을 위한 

오프라인 동의서 접수(연평균 4.2만 건)

  

구분 ’16-1학기 ’16-2학기 ’17-1학기 ’17-2학기

오프라인 동의 33,736 18,018 22,892 9,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