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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프로그램: 부자 아이들도 빠짐 없이
이번 주, 의회에서는 학교 급식을 포함한 아동영양법안의 예산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지
난 아동영양법안 – 건강한, 굶주림 없는 아이 법 (the Healthy, Hunger-Free Kids Act of
2010) - 을 통해 많은 중산층과 부유층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회는 연방 복지 시스템을 농락하는 낭비적인 정책인 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
(CEP)을 끝내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복지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2010년 법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논란 많은
연방 영양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의회 법안은 미국 영부인 미쉘 오
바마의 의해 추진된 권위적인 기준을 지지하는 동시에 현 표준을 어설프게 수정할 것이
다. 그 대신, 정책 입안자들은 부모의 시각에서 본 영양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말은
연방정부가 현지 학교들로 하여금 각 학교 학생과 주민에 맞는 기준을 세워 그나마 명목
적인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부모들에게는 직접 보기 힘든 정부
관료를 만나 논의 하는 것보다 그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
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CEP는 표면적으로는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인 된 급
식 또는 무상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일종의 낙인을 찍어주고 있다. 이 항목을 통해 만
약 한 학교, 여러 학교 또는 학군 전체 학생 중 40 퍼센트의 학생들이 푸드 스탬프 같은
다른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들
을 Identified Student Percentage, ISP 라고 부른다), 모든 학생이 다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들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처럼 자산 조사 결과

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 CEP는 이런 복지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급식비 상환은 “확인된 학생 인구 (Identified student population)”를 1.6로 곱하여 계산한
다. 그 이유는 ”확인된 학생 인구“가 할인 된 급식이나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모두 포함시키진 않기 때문이다. 이 곱하는 수의 역할은 빠진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기
위함인 것이다. 곱하는 수 1.6을 지지할 만한 자료는 없다 – 학생의 40 퍼센트가 정해진
것처럼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큰 곱하는 수를 정함으로써, 연방 납세자들은 거의 대부
분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CEP 정책은 저소득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고소득 학교들조차 무
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교가 소득이 전혀 없
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 이 학교와 확인된 학생 인구가 높은 다
른 학교나 학군을 집합시킴으로써 저소득 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회 법안은 이런 CEP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의 40퍼센트
한계선을 60 퍼센트로 올릴 것이며 이는 지금보다 더 적은 중산층과 부유층 집안들이
복지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급
식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확인된 학생 인구”가 학교-대-학교가 아닌 학교
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 학교들이 중산층과 부유층 학생들이 다니는 고소
득 지역 학교들도 무상급식을 받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 법안은 1.6라는 곱
하는 수 역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CEP는 통틀어 다 제거되어야 한다. 납세자들은 중산층과 부유층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위해 지원을 강요 받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 복지 혜택이 필요치 않을 곳으로 간다면 이
는 납세자들의 혈세를 잘못 관리 하고 있다는 심각한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연방정부가
소득의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퍼준다 해도 그것이 낭비이자 남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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