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序 言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부딪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보상 그리
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서로 다른 보장영역에 대해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근로생애 이후의 노후소
득보장, 의료보험은 일반적 질병과 장애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에 대한
보장, 고용보험은 실업시의 소득보장,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
력과 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각각 고유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회보험에 고유한 급여 및 서비스 업
무를 제외할 경우 보험의 적용 및 적용대상,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는 보험의 적용범위가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통합적으로 운
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통합적인 사회보험체계에 대한 개념이나 계획
없이 도입 당시의 경제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고 도입된 이후에
는 관장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의 기존 행정체계 속에서 각각 별도로
관리운영되어 왔다. 그로 인해서 제도적으로는 사회보험간 연계가 미흡
하거나 기계적이고 관리운영상으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의 독립
적인 수행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다. 따라서 제도
의 전향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사
회보험간의 연계 혹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통합을 통한 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설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원칙은 관리운영 비용의 효율화를 의미하며 이는 관리운영 비용의 최소

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의 제거를 통한
효율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과기준, 적용, 급여, 서비스 등 기
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과 관리조직의 통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관리조직의 통합은 하
나의 대안일 뿐이다. 제도 발전의 원칙은 관리운영의 효율화만이 통합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통합을 통하여 각 사회보험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이 더욱 진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원칙이 중
요한 것은 관리비용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회보험제
도의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보이지 않는 질적인 부분에서의 제도적 비용
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관하고 있다. 이하는 각 논점별 구체적 대안에 관한 것이다.
제2장은 보험료 부과기준의 측면에서 일원화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의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급여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5
장은 관리운영기구의 측면에서 기존의 통합대안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6장은 연구과정에서 참
고가 된 주요국의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 고용보험연구센터 방하남․허재준 박사를 비롯하여
심규범․강현주․안학순 연구원 등의 공동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
구진행과정에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훌륭한 원고를 집필해 준 연구
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1999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朴 烜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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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社會保險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및
統合의 基本方向
방하남․안학순

第1節 序 論

1998년 11월 6일 ｢4대 사회보험통합기획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

치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60년의 공무원연금법을 시작으로 1963년 군인연금,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1975년 사립학교교원연금,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른 여타의 선

진국에 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시기는 비교적 늦었다고 할 수 있으
나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과 함께 보험제도의 도입과정 및 적용범위 확
대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기본적인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우리 나라는 외형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러나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현황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제도의 골격이 형성되는 것과는 달
리 그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체계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
는 특수직역보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들 특수직역종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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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도입이 우선시되고 제도의 내용면에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행정관리가 용이한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우
선적으로 도입되어 사회적 우위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사회보험이 목표로 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열위계층이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역진성
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운영의 주무부처 또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공단이 필요 이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제로 인해 제도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보험자들은 보험료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체 사회보험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
서 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는 과정이 즉자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점
〈표 1-1〉4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시기 및 관리운영기구

연금

의료
보험1)

제 도

시행연도

관장부처

국민연금

198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1960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

1963

국방부

국방부 재정국

사립학교교원

1975

교육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특수
직역

지 역

1989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1979

직 장

1977

산재보상보험

집행기구

직장의료보험조합

1964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
주 : 1)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에 임의적용을 시작하여 1977년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적용이 실시되었고, 1998년 10월 1일부터 지역 및 공교의료보험제도가 통
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조합 227개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
험관리공단을 통합한 형태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새로이 출범하였다.
고용보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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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즉, 행정여건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 보험제도가 개별적
으로 도입되고 독자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보험제도간의 연계 및 종합적
인 사회보험체계의 발달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이 목표로 하는 보호기능에 한계를 지니게 되어 보험의 수혜자
가 중복되거나 어느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나타나게 되고,
복지행정의 비능률이 심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투자가 그 효과를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각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및 제도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수립할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통합논의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은 그것이 당면목표로 설정되어 무리한 제
도적 변화를 통해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기본적으로 현재의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보험 통합
논의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장
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체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을 증진시켜야 한
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현재 4대 사회보험제도가 분립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
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발
전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행 사회보험
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먼저 검토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으로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방향 및 원칙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를 논의하고, 결론부분에서 사회보험 통합논의의 기본방향을 논의함으
로써 글을 맺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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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회보험 통합논의는 4대 사회보험제도가 노동부와 보건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4대 사회보험제도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나
뉘어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이 어떠한 제도적 개선
을 이루어야 하는지, 사회보험 통합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갖는 문제를 적용범위와
급여, 관리운영기구, 재정 등 각각의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적용범위
위험에 대한 보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
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
양한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계층의 사람이 제외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논의
의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층에게 보험의 적용이 집중되어 있는
가도 그 사회의 사회보험의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지
표가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받아
야 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
에 있어서의 수평적 소득재분배 및 그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 체계에
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각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는
사회보험이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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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제도의 도입 이후 적용범위를 급속히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현행 사회보험제
도는 매우 다원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적용과정에서 위험발생시
소득보장의 위협을 덜 받는 집단이 보험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아 왔
다는 적용범위의 역진성, 그리고 하나의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직역별로
제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동일한 적용대상자에 대해서 관
장부처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적용범위의 역진성부터 살펴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도입시
500인 이상의 광공업체부터 도입되었고, 국민연금제도도 이미 법정퇴직

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던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부터 도입되었으
며, 고용보험제도 역시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던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부터 도입되었다.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해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
험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도 5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민연금이 도입되었으며 1999년 4월부
〈표 1-2〉사회보험 적용확대 추이
제 도

도입
시기

도입시 적용대상

1999년 10월
현재 적용대상

국민연금

1988

10인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5인 이상 사업장/농어민/도시
지역가입자)

의료보험1)

1977

500인 이상

전국민
(5인 이상 사업장/지역가입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산재보험

1964

50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1995

30인 이상

전사업장 상용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

주 : 1) 의료보험이 처음 적용된 것은 1963년이었으나 이는 임의적용이었고, 강제적용
이 이루어진 것은 1977년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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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도시자영자까지 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1998년 1월
부터 실업급여는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되었으며, 3월부터는 실업급여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1998년 10월부터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이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전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
로자에게로 확대되었다.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역진성은 직역별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입법화되고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수직역연금제도는 1960년대 초반과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특
수직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훨씬 공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내에서도 일반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자영자
에 대한 제도 내에서의 접근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여타의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험도 제도의 도입이 크게 특수직역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과 일반국민 계층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었고, 일반국민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리되어 보험재정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0월부터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으나 아직 제도의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
황이며, 2000년 1월부터 직장의료보험과도 통합하여 단일한 의료보험제
도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직장 가입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
혀 통합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렇듯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에서 특수직역과 일반계층, 그리고 사업
장 규모별 분리체계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영세사업장 및 불완
전취업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 대한 확대과정을 보면 몇가지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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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이 특수직역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되었
다는 것과, 둘째는 대규모의 사업장에서 점차 소규모의 사업장으로 적용
이 확대되었다는 점, 셋째는 임금근로자 계층에 대한 적용이 먼저 이루
어진 후 농어민과 자영자에게 확대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
은 제도의 보호가 어느 계층에게 더 필요한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재원
마련의 용이성 및 적용의 용이성이 우선시된 행정편의주의적 적용의 결
과이며, 이로 인해 소득이 비교적 안정된 계층이 보험에 의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시장에서의 임금격차와 함께 기업규모에 따른 복
지격차의 심화를 결과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동일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각 관장부처별로 상이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
장 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
고 있으며, 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이들 영세
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 취업계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적용하고 있
어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도간의 연계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9년 10월 현재 의료보험을 제외한 각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

제외자의 현황은 <표 1-3>에서 <표 1-5>까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1999년 6월 30일 현재 적용현황은 <표 1-6>
과 같다. 의료보험은 이미 1989년부터 전국민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
용인원수가 4,466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4
월부터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 가입자
1,119만 명이 새로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었다. 사업장 근로자만을 대상

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
는 산재보험은 23만 개의 사업장에 757만 명의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부터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57만 개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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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국민연금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자(1999. 10. 현재)
적 용 대 상

적 용 제 외

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② 시설․거택보호대상자, 가입을 희망치 않는 자활보호대상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③ 교도소,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3년 이상
1)
국민
수감자, 3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④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별도의 소득
이 없는 자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
자와 사용자
② 주한외국기관
사업장
으로서 상시 5
가입자
인 이상의 한
국인을 사용하
는 사업장의 근
로자와 사용자

① 일용근로자 또는 3개월 이내 기한의 근로자2)
② 소재지가 일정치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③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의 근로자2)
④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 등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
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근로자
⑤ 외국인 근로자
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① 군지역에 거주 ①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
하는 자( 농어
득이 없는 자
촌거주자)
②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
지 역
② 군지역 이외 지
득이 없는 자
가입자
역에 거주하는 ③ 18세 이상 23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별도의
농어민
소득이 없는 자
③ 도시지역자영자
임 의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가입을 원하는 자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가입자
① 휴직등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사업장 가입자로서 납부예외자)
납 부 ② 군복무 중인 자, 학생, 교도소 수감자(3년 미만),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
예외자
호시설 수용자(3년 미만), 행방불명자(3년 미만),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
이 감소되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지역 가입자로서 납부예외자)
주 : 1) 수감 기간이나 행방불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지역 가입자로서 납부예외자가
됨.
2)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적용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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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자(1999. 10. 현재)
적용대상

적용제외

모 든
사업의
사업주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②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
단체 사업주
③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의 사업주
④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⑤ 총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의 공사 또는 주택사업자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치 않은 공사의 사업주
⑥ 위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의 사업주

〈표 1-5〉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자(1999. 10. 현재)
적용대상

적용제외
① 농․임․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적용제외
② 총공사금액이 일정금액(1999년 3억4천만 원) 미만인 건설
사 업 장
공사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모
든
② 일용근로자(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내 기한으로
사업장의
고용되는 근로자)1)
사용자와
③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적용제외
근 로 자
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근 로 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⑦ 외국인 근로자
주 : 1) 1개월 이상 사용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됨.

산재보험보다도 적은 584만 명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보
험은 건설공사에 대해 3억4천만 원 미만 규모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이상,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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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자만 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건설공사
4천만 원 미만의 규모만을 제외하고 있고, 임시․시간제․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 모두 제
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그간 적용범위의 확대를 많이 이루어낸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 1-6>에서 나타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현황의
문제점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
회보험별로 적용대상 사업장의 수 및 적용인구수 등이 서로 다르게 집
계되는 문제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 1-6>에서
보듯이 동일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와
의료보험의 직장의보 그리고 고용보험을 비교해 보면, 각 제도의 적용사
업장수와 피보험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직장 가입의 범위는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업
장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의 수가 국민연금에서는
17만 7천 개소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직장의료보험에서는 18만 6백 개
〈표 1-6〉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 현황(1999. 6. 30. 현재)
구

분

적용범위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료보험

전국민

적용사업장수(개소)

적용인원수(명)

소

계

177,368

16,234,853

직

장

177,368

5,044,200

지

역

－

11,190,650

소

계

190,301

44,661,143

직

장

180,655

16,240,859

공

교

9,646

4,905,242

지

역

－

23,515,042

고 용 보 험

전사업장

570,748

5,844,018

산 재 보 험

5인 이상 사업장

232,667

7,568,35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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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23만 3천 개소로
파악되고 있어 정확한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운영기구가 분리되어 있어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한 적용대상 사업장 및
적용인구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 관리하면서 정확한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제도의 비효과성 및 중복 업무에 따른 인
력 및 시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용확대 과정에서 많은 해결과제들을 안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로 국민연금이 확대됨으로 인해 원

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활동을 하는 국민이 연금의 적용
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시간제 근로자 등의 불완전취업층과 자영자
에게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용확대 과정에서 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그 결과로 1999년 4월 일제신고 마감 결과 국민
연금 도시지역 가입신고 대상자 1,014만 명 중 신고자는 996만 9천 명이
나, 이 중 소득을 신고하고 실제로 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402만 5천 명(45.5%)이며 나머지 481만 3천 명(54.5%)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5).
〈표 1-7〉국민연금 신고현황(1999. 5. 현재)
신고대상자

신고자

적용제외자

1,014

996.9
(98.3%)

113.1
(1.7%)

(단위 : 만명)
가입자(신고자-적용제외자)

소 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883.8
(100%)

402.5
(45.5%)

481.3
(54.5%)

이렇듯 실제 소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가 의
무가입자의 45.5%밖에 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노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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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정적인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소득상실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계에 부
담을 느끼게 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의 발전 과
정과 현황을 보면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더 큰 계층
에게 사회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크고
부담능력이 적은 계층에게는 아직 사회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취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1999년 6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999년 6월 현재 총취업
자는 2,025만 3천 명이며, 이 중 상용근로자는 647만 1천 명, 자영업자
586만 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 221만 8천 명, 임시근로자 398만 2천 명,

일용근로자 171만 8천 명인데, 이들 취업자 중 4대 사회보험제도에 모두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뿐
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포
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도 1999년 4월에 적용확

〈표 1-8〉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제도의 적용현황(1999. 6. 현재)
국민연금
상용근로자
(647.1만명)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인 이상
5인 미만

×

임시근로자(398.2만 명)

일부적용

일용근로자(171.8만 명)

일부적용

×

도시지역

×

×

농어촌지역

×

×

×

×

자영업자
(586.4.7만 명)

무급가족종사자(221.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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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영세사업장 및 불완전취업층 등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부분적용만을 받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규모별로
구분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는 모두
보호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은 사업규모가 아닌 고용형태별로 구별하고 있는데, 전
사업장의 상용 및 임시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
나, 일용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적용을 받
지 못하고 있다.
결국, 1천만 명에 달하는 임시․일용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의 취업
자들이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보호
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행정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
은 앞에서도 기술하였는데,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자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이러한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즉, 각 사회보험제도가 거의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제도별로 적용․징수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동일업무의 중복이
초래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간 정보공유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격변동이 발생하면 개별 가입자는 각각의 제도에 신고해야 하는 등
가입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운영기구가 분리되어 있어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적용대상 사업장 및
적용인구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중복 관리하면서 정확한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제도의 비효과성 및 중복 업무에 따른 인
력 및 시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범위에 있어 한 제도
내에서도 직역별로 분립되어 있으며, 동일한 적용대상자에 대해 보건복
지부의 사회보험과 노동부의 사회보험이 자영자 체계와 피용자 체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거의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제도
별로 별도의 관리운영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적용․징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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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급여체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내용은 <표 1-9>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유족․장해연금 등 세 가지 기본급여를 마
련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은 요양급여와 분만급여의 법정급여와 부가급
여를 마련하고 있고, 산재보험에서는 단기급여로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
여와 장기급여로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는 실직시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제도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999년 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60%로 그 수준이 개정 전 급여대
체율 70%에 비해 매우 낮아졌으며, 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개정
전보다 낮아졌다.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2년간 전액 무상이며, 휴업급여는
재해 전 평균임금의 70% 수준인데, 휴업급여의 이 수준은 소득대체율만
을 놓고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고용보
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로서 다른 나라가
보통 60∼80% 정도를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급여수준과 함께 급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같
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내에서 동일한 보험급여 지급조건
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장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중요한데 우리 나라 사회보험체계는 직역별로 분리된 체계를 바탕으
로 하기에 제도간의 보장수준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적연금체
계에 있어서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
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갖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
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에 있어서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
고 기여연수(20년 이상 가입)만이 연금의 수급요건으로 작용하여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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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4대 사회보험 급여 종류 및 급여수준
구분 급여의 종류

급여의 구성

급여수준

노령연금
장해연금
국민
유족연금
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기본급여 : 0.3×(A+B)×n/401)
40년 가입시 표준소득
(개정전 : 0.4×(A+0.75B)×n/40
월액의 60%
부가급여 :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개정전에는 70%)
정액의 부양가족수당

요양급여
분만급여
의료 요양비
보험 분만비
건강진단
부가급여

- 현물급여 원칙
현금급여는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
유족급여
보상
상병보상연금
보험
장의비
장해․유족
특별급여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요양급여 : 의료비 전액
휴업급여 : 상병수당
장해급여 : 연금 및 일시금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유족급여 : 연금 및 일시금
70% 수준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후 지급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해유족특별급여 : 평균임금 30일분
+α

요양급여기간 330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제한)

- 구직급여 :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
실업급여
라 차등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고용 고용안정사업
- 취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직수당, 직업
50%
보험 직업능력개발
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25만∼90만 원)
사업
활동비, 이주비
주 : 1) A(균등부분) :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B(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가입연수

금의 수급자격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1), 장기급여외에 단기급
여도 지급하여 이것이 공적연금의 재정적자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
1)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심하자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6년 1월 1일 이
후 고용된 자는 60세 이후부터 연금의 지급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16

다.
이상의 급여수준 및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미
비로 인해 하나의 제도내 그리고 제도간 급여지급에 있어서 중복과 탈
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보험 성숙화의 매우 큰 장애요소로 지적
되고 있다.
이의 예로는 특수직역과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
자의 신분 변동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을
들 수 있다. 즉, 특수직역연금에의 가입 기간이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치
못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가입 기간이 산정되지 않아 연금수급을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급여의 중복 지급의 예로는, 장해 발생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
연금 수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사망시에도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지급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도 국민연
금의 연금수급권을 받는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복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병급조정이 이루어져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2
분의 1에 해당하는 액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59조, 제64조).
또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간에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상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
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
을 365로 나눈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용보
험법 시행령 제49조의 2). 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55세 이상 65세 미만
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수급
을 정지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93조의 2). 따라서 양 법에서 모두 병급
조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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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비교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입법연도
(시행)

1973 (1988)

1960 (1960)

1963 (1963)

1973 (1975)

적용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
- 사업장가입자 : 상시
5 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지역가입자 : 농어촌
및 도시지역주민

수급
요건

장
기
급
급
여

여

가입기간(2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장기하사관,
교육공무원, 경찰,
준사관, 장교
소방공무원,
정부기관 상용잡급직,
임시공무원

1)

가입기간
(20년 이상)

- 노령연금
- 퇴직급여
20년 이상 가입하고 20년 이상 : 연금 또
60세 이상 도달
는 일시금
20년 미만 : 일시금
- 장해연금 ( 4 등급 ) : (5년 이상 퇴직가산
연금
금 별도)
- 유족연금
- 장해급여(14등급) ;
(재직 기간별 차등) : 연금 또는 일시금
기본연금액의 40∼6 - 유족급여 :
0% (각 연금에 부양
(퇴직급여와 동일)
(5년 이상 유족급여
가족가급연금가산)
가산금 별도)
- 사망일시금 : 최우선
퇴직수당
순위의 유족에게 반환

사립초․중․고
등학교, 전문대
학, 대학(교)교원
및 사무직원, 학
교법인 사무직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20년 이상)

- 퇴직급여 :
공무원연금과
동일
- 상이연금(7 등
급) 연금 또
는 일시금
- 유족급여 :
( 퇴직급여와
공무원연금과
동일)
동일
- 퇴직수당

일시금 상당액 지급

단기

- 없음

급여

보험요율
(%)

근로자(4.5)
사용자(4.5)

- 공무상 요양비
- 공무상 요양일시금
- 사망조위금
- 재해부조금

공무원(7.5)
국가(7.5)

- 재해부조금
- 재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군인(7.5)
국가(7.5)

공무원연금과
동일
교사(5.5)
학교법인(3.5)
국가(2.0)
사무직원(5.5)
학교법인(5.5)

주 : 1) 1996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자는 60세 이후부터 연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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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병급 조정은 일관된 원
칙 없이 이루어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간에는 국민연금의 해당급여가
50% 감액되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간에는 국민연금의 급여가 아예 지

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장애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
험에서의 장해등급은 14등급이나 국민연금에서는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한 가지 사고에 대한 판정이 이중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 등도
관리운영기구의 분리 및 제도 간의 연계부족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 각 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해 독
립적으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급여를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계층과 아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생애주기
(life stage)에 따라 각 위험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제도간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관리운영기구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는 각각의 사회보험제도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각 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
고, 관리․감독하여 사회보험의 종합적인 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관리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부 등 관장부처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집행기구도 분립적
으로 존재하고 있어 부처간 상호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보험제도 실시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비효율성
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일반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에
대한 관리운영기구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다원화가 더욱

第 1 章 社會保險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및 統合의 基本方向

19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 관장 주무부처가 보
건복지부와 노동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관리공단도 3개(국민연금관리공
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근로복지공단)에 이르
는 등 제도별로 집행기관이 개별화되어 있다.
각 사회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정책의 입안, 제도
설계 및 기금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기관인 공단에서는
각각의 사회보험을 위탁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적용․징수, 피보험
자관리, 급여심사,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제도의 중간 집행기구로서 각 공단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위탁관리에
의한 자율적이고 유연성있는 관리운영을 통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경직
된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현재 공단의 운
영현황을 살펴볼 때 이러한 기능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표 1-11〉사회보험 관리기구(관장부처, 집행기관) 비교
구 분

관장부처

집행기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
직장의료보험
료
지역의료보험
보
공․교의료보험
험

보건복지부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의료보험연합회
－ 직장의료보험조합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보험사무조합
－ 산재의료관리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동부

－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46개)
－ 고용안정센터(116개)
－ 인력은행(20개)
－ 근로복지공단1)

주 : 1) 1999년 10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도 담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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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회보험의 집행기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보험은 각 조합
별 관리로 제도의 운영이 매우 다원화되어 있으나, 현재 공교와 지역의
보의 통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앞으로 직장의료보
험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외에 보험사무
조합에서 보험료 징수 및 관리 행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1997
년 말 현재 보험사무조합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산재적용 사
업장의 3.5% 정도이며(보건복지부, 1998),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
면서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을 통해 직접 업무를 집
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1999년 10월부터 근
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사가 40개에
서 4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관장부처 및 집행기구의 다원화와 함께 각 사회보험별로 심의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15인)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지침 및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15인)에서 보험요율의 결정
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산재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전문위원회를 따로 두어 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고용정책심의회」
(30인 이내)를 두어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시책을

수립․조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비롯한 분야별 3개의 전
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4대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구가 다원화되
어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관련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측면에서 각 사회보험제도가 거의 동일한 대상자
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제도별로 적용․징수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
어져 동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 및 비용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
며, 이렇게 중복적으로 파악된 피보험자의 수도 정확히 집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격관리의 원칙이 부재하여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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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을 자영자
화하여 근로자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이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
와 권리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사회보험의 연계 및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
립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 정보공유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개별 가입자는 각각의 제도에 신고해
야 하고, 보험료도 각기 따로 납부해야 하는 등 가입자의 불편이 큰 상
황이다.
관리운영기구의 상이함은 사회보험제도의 다원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나 또한 그것이 제도의 다원화를 강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는 앞
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험체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이며, 사회보험제도가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데에도 많은 한계를 지우는 것으로서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장
기적인 발전방향 속에서 제도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4. 재 정
사회보험이 다른 공적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구별되는 중요한 점
은 재정에 있어서 ‘기여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 사회
보험제도의 보험요율을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과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국가보조가 없이 사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으로만 이루어
져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은 2자 부담 방식이
며, 산재보상보험은 단일 부담 방식이어서 특수직역과 일반국민 간의 보
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기여체계는 전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순수 근로소득 이외에 재산 및 자동차 등의 능력
비례부분과 가족수 등의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의료보험의 보험
료 부과체계는 근로자의 경우 53등급, 지역가입자의 경우 30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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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져 있고, 부과소득의 하한선이 7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예외적으로 부과소득의 상한선(360만 원)과 하한선
(22만 원)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농어민 자영자에게 동일하게 45등급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근로소득이
3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36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
러한 비용부담 방식은 재원 확보에도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더
〈표 1-12〉사회보험제도 보험요율
제 도
국민연금

적용범위
- 직장 가입자 : 사용주 : 4.5% 근로자 : 4.5%1)
- 지역 가입자 : 농어민 6%
도시지역 자영자 3%
- 국가 : 7.5% 공무원 : 7.5%

공무원연금
특수
군인연금
- 국가 : 7.5% 군 인 : 7.5%
직역
사립학교교원 - 국가 : 2.0% 학 교 : 3.5% 교 사 : 5.5%
조합 정관에 따라 2∼8%
국민의료보험
- 지역 : 주민 50%, 국고보조 50%
(지역․공무원 및
- 공무원 : 공무원 50%. 국가 50%
의료
사립학교교원)
- 사립교원 : 국가 20%, 학교 30%, 피보험자 50%
보험
조합 정관에 따름(1997년 12월의 경우 3.8%)
직 장
- 근로자 50%, 사용주 50%
연금

산재보상보험

사용주 전액 부담, 매년 업종별로 정함.
- 1998년 평균 1.55%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자 : 0.5%, 사용주 : 0.9∼1.5%
고용안정사업
- 사용주 : 0.3%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용주 : 0.1∼0.7%

주 : 1) 국민연금은 이전에는 노사 각각이 3%씩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에서 3%를
부담하였으나, 도시자영자에게로 확대되는 1999년 4월 1일부터 퇴직금전환
금에서의 갹출이 없어지고 노사의 보험료 부담률이 상향조정되었음(국민연
금법 제75조,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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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게 제한하게 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대상 소득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기에 연금에서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의 갹출체계는 갹출부담을 업종별 위험
에 따라 6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5/1000∼299/1000의 범위 내에서 차등
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어 동종업종 내에서의 공동부담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종업종 공동부담 책임은 소수의 영세사업장이나 사
양사업장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여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험요율제는 산재 발생이 높은
사업장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산재 발생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마
련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위험 정도에 따라 부담규모를 결
정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회 위험에 대한 전사회적 공동대처라는
기본이념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행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기준소득체계가 제도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피용
자의 보험료 산정시 노동부 중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을, 의료보험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
고 있다.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은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수 등에 따라 소득(재산)비례 및 정액보험료를 혼
합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에 근거하여 피용자와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월액 등급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의료
보험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추정소득과 국민연금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신고소득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용자는 피용자대로, 자영자는 자영자대로 동일한 대상자
에 대하여 관장부처에 따라 다른 부과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
는 논리적 정당성이 없이 각 부처의 편의에 의한 행정운영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갹출의 계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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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1999년 4월
시행된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가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는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동일하게 대상으로 하는 자영자에 대한 신빙성
있는 부과소득 기준체계가 개발되고 피용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차이가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제도별로 재정방식은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단기성 급여의 성격
에 따라 단기적 재정수지 계산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재정방식
을 취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사고에 대한 치료 및 장해, 사망 등에 대해
연금형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장기적 성격과 단기적 성격이 혼합되
어 있는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기여가
가입기간 동안 누적되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에서 앞으로 재정적자 문
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이미 적자재정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정 건실도(보험급여/보험기금)가 1975년 51.1%에서
1980년 72.7%, 1990년 91.3%, 1993년 103.2%로 보험급여의 지출이 급

증되었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각년도), 군인연금의 재정은 국고지원의
적자보전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1972년에 이미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여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립
학교교원연금의 경우도 연간 보험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보다 크게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금재정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보험은 기존에 조합별 분리체계이던 것이 1998년 10월부터 지역
과 공교 통합을 통해 지역의보의 적자재정을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재정체계를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의 지출
이 1993∼97년간 연평균 20.2%로 높게 증가한 반면에, 보험료 수입은
14.3%에 불과해, 국고에서의 약 11.8% 정도의 지원으로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재정의 적자 문제는 지역의료보험에서 가
장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국고에서 약 5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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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재정의 자립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최병호, 1998).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장의보와의
〈표 1-13〉직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1999. 4. 현재)
구 분

소득범위

소득
재결정
(계속
적용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근로기준법상 통
서 비과세소득 제외
상임금의 개념
- 제외소득
- 평균임금에서
․연장시간근로수당
제외되는 항목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휴일수당
․학자금
․시간외근로수
․현상금,번역료,원고료
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정기적 급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총액

매년 1 회씩 정기적으로 수시로 재결졍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재결정
- 표준보수월액이 - 개산보험료:당해연도 임금총액
재결정
- 대상소득 ; 전년도 소득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3월10
2등급 이상 차이
- 적용기간 ; 당해 연도
일까지 결정
날 경우
4월∼익년도 3월
* 추정액이 전년대비 30% 이내일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
준으로 결정
- 확정보험료 :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3월10일까지 결
정후 정산

최초
당해 연도 소득
적용기준
부과
- 상한선 : 360만 원
소득의
- 하한선 : 22만 원
상․
* 45등급으로 분류
하한선

당월 소득

당해 연도 소득

- 상한선 : 없음
- 하한선 : 7만 원
* 53등급 분류

상한선․하한선 없음

업종별로
정함

- 실업급여 :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1/2씩 부담
전액 부담 - 기타사업 : 사용자 전
액 부담

보험요율

9%

2∼8%
(조합 정관에 의함)

보험료
부담주체

사용자 : 4.5%
근로자 : 4.5%

사용자와 근로자
1/2씩 부담

- 고용안정사업 0.3%
- 직업능력개발사업
0.1∼0.7%
- 실업급여 1.0%

자료 : 보건복지부, 『4대보험통합을 위한 자료집』, 1998. 9, ⅴ면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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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통해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부문별 의료보험제도의
부과체계가 상이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반발이 심해 제도의 관리운영기
구의 통합이 재정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시되
고 있다.
5.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이상에서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
영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용범위, 급여, 관리운영, 재정 부문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
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사회보험 통합이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구체적인 원칙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적용범위의 확대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제도의 도입 이후 그간 많은 제도적 발전
을 경험하였다.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가 1998년 10월 전사업장
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로 확
대됨으로써 의료보험과 함께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보험이 기업규모별, 사업장 특성별
로 적용되어 영세사업장과 불완전취업층 등 비교적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으로 소득 상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층이 가장 늦
게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사회보험의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
을 매우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관리행정상의 문제로 제도의 적용은 확
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영세사업장의 관리 및 자영자의 불완전한 소득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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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문제 등으로 실제로는 제도의 적용대상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가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보다 강화
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직까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의 확

대가 시급하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도 일용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나. 대상위험의 포괄성 확보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산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위
험에 대한 소득 보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실업보험보다 보편적으로 제도화된 가족수당(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
았고, 급여체계에서도 의료보험제도 내에 상병수당 및 출산수당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인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앞으로 구비해야 할 사회보험제도에 대
한 고려를 통해 각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제도의 내실화 강화
현행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각 제도별 접근법으로 ①
적절한 급여수준 보장과 ② 제도의 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적절한 급여수준은 시대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하
고 그 수준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
여수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의 건실화는 각 사회보험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
정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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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료보험제도의 진료수가제도의 개선, 본인 부담률의 하향조정, 요양
급여기간의 철폐 및 장기화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검토되어
야 한다. 또한 동일한 위험인 노령으로 인한 퇴직시의 소득 보장을 현행
과 같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접근하기보다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꾀해야 할 것이며, 재정부담 및 급여수준에 있어
서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라. 서비스의 연계강화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각각의 위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접근
하고 있으므로 급여에 있어서의 중복 및 누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 개선을 위해 현행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개별 피보험자
의 일생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다 견고한 사회안전
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보호기능이 보다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피보험자의 전생애 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회보험의 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
도록 의료보험과 산재의 진료비 심사기구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각 급여
의 연계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마. 장기적인 재정안정
지금까지 사회보험제도의 불안정한 재정운영은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철저히 본인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거의 전무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재정에서의 국가보조
는 특수직역연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여타의 보험제도와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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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각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국가의 재정보조의 확대가 장기적인 관점에
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바. 관리운영상의 효율화 증진
4대 사회보험제도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및 관련공단들에 의해 개별

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각 제도간의 연계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각의 제도를 단일한 체계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한 체
계에 의해 운영한다는 것은 관리운영기구의 완전 통합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적용․징수의 통합과 같은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부과기준의 통일, 개별 제도 내에서의 일원화된 관리(의료보험
의 통합 및 공적연금의 통합)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단계적 접근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 피보험자의 참여 강화
지금까지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에 사회보험의 주체인 피보험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앞으로 일원화된 채널을 통해 피보험자
가 참여하여 사회보험의 운영상의 감독 및 효과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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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현재 통합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사회보험
제도의 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통합의 기대효과 및
기본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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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제도 통합논의 동향
1997년 9월 9일 노사개혁위원회는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의 적용․징수 통합을 추진키로 의결함으로써 사회보험 통합에 관한 논
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8년 2월 9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
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징수 통합방안을 강구키로 합의하였고,
199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기획예산위원회는 4대 사
회보험의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1998년 4월 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 업무를 2000년 1

월부터 통합추진키로 결정하고「고용․산재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
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998년 6월 30일 제2기 노사정위원회
는 사회보장소위원회를 두고 의료보험 통합과 4대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8년 6월 22일 제4차 고
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
하여 사회보험 통합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고, 1998년 11월 6일 국무총
리실 산하에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설치되어 각계의 전문가 및 한
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참여하에 적용․징수분과, 급여
및 재정분과, 관리운영 및 전산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사회보험제도의 통
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통합논의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을 살펴보면, 관련
정부부처는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가장 중요한 효과로 기대하면서
현실적인 단계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직접적
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는 듯한데, 사용주측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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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통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측은 관리운영상의 민주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시에 통합
으로 인한 사회보험제도 관련인력의 고용조정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참
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적 측면
에서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사회보험 통합을 통한 기대효과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
라 그간 사회보험제도가 분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났던 문제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 사회보험체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
을 바탕으로 이를 담보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기대할 수 있
는 효과는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
한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개선 측면이다(유길상, 1998). 즉, 그동안 상
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인력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가입자 중심의
행정을 도모하고, 각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보험제도의 수요자에게 필요
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사회보험 통합의 중요한 기대효과이다. 또
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의 제정비를 통해 피용자와 자영자 간 혹은 피
용자와 자영자 내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비용부담의 형평
성을 제고하며, 직역별․조합별로 분산된 급여의 측면에서 공평한 분배
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비용(cost)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무리한 통합
의 추진으로 인하여 거대한 통합기관이 생겨날 경우, 통합기관의 관료화
와 비대화․경직화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의 통
합이 상호연계된 서비스 이상으로 과잉 통합될 경우 각 사회보험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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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이 훼손되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회보험 통합의 편익 및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ꁯ 통합에 따른 편익(benefit)
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사회보험 통합을 통한 적용․징수의 일
원화는 각 사회보험별 분산적인 적용․징수 체계에 비하여 관리운
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인력의 활용을 기대.
② 수요자 편의 증진：적용․징수 및 부과기준의 일원화에 따른 사회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가능성 제공에 의한 정확하
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
③ 제도의 질적 개선：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사회보험간에 상호연계
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사회보험제도간 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와 상호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여 전체 사회보험제
도의 보호기능을 강화.
④ 사회보험의 공평성 확보：분산된 사회보험제도의 제정비를 통해
피용자와 자영자 간 혹은 피용자와 자영자 내에서 동일한 비용부
담이 이루어지고, 직역별․조합별로 분산된 급여의 측면에서 공평
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
ꁯ 통합에 따른 비용(cost)
① 개별 제도의 전문성 훼손：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상호연계된 서
비스 이상으로 과잉 통합될 경우 각 사회보험의 전문성이 훼손되
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음.
② 관리운영의 효과성 저하：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 및 관련인
력의 절감은 오히려 전달체계상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일선 집행기관만의 통합시 지휘감독체계가 불분명하여 사회보험
상급기관(관련부처 및 공단)간의 갈등 및 일선 집행기관 내에서의
직원간의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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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비용 초래：통합 기관의 관료화․비대화․경직화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3. 사회보험 통합의 원칙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관리운영상
의 효율성과 제도의 질적 개선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수행하고 예상되
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이 설정되어 통합의 기본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원칙들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
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관리운영상의 측면과 제도의 질적 개
선 측면에서 그간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을 위해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중
요한 고려요소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
해 사회보험 통합이 견지해야 할 역할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통합
원칙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통합의 원칙
1) 관리운영의 효율성
관리운영의 효율성이란 관련인력의 절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리운영체계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여 현재의
관리운영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관련공단의
역할 조정과 함께 현재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 체계에 있어서 중복 업
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
다. 이러한 중복 업무의 해소를 통해 한정된 인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피보험자 관리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
로 사회보험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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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운영의 일관성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관리운영 부처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5인 미
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불완전취업층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각
각 자영자 및 피용자 체계로 접근하는 등 일관성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각 사회보험별 부과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도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떠나서 사회보
험제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들이며, 사
회보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각 부처별 장애등급 체계의 분리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러한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일관성 없는 관리운영 체계가 사
회보험 통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요자 중심의 관리행정
지금까지의 사회보험제도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피보험자
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납
부시기, 납부방법 등이 모두 다르고,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
아 피보험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험관련 업무에 있어서의 불편을 초
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리운영 책임의 명확화
사회보험 통합으로 인한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시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성 있는 관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사회보험제도의 접근가능성 제고
보험 수요자가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요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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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일선 전달체계의 긴밀한 연계 및 정보공유를 통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수요자 참여 강화
사회보험 수요자가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제도의 질적 개선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통합원칙
1) 사회보험 급여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제도의 급여가 제공되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예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수준 조정 등이 검토되어
야 한다. 또한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의 수급요건에서도 일관성 있는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2) 급여의 연계 강화를 통한 포괄적인 보호 제공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유사 관련급여의 중복 급여를 방지하고, 관련급
여의 연계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급여가 중복
수급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한편, 그 어느 제도로도 소득 보장을 받지 못
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각 개인의 생애기간 동안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특수직역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입자의
신분 변동시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
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촉진사업 간의 연계방안이 검토되
어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보험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이 보험 가입자간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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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피용자와
자영자 사이에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의 경우 고용보험에
서는 사용주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에서는 이들이 도시지역 자영자 범주에 소속되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용이 충당되고 있는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자영
자 소득파악 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피용자 사이
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추
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들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4) 개별 제도의 전문성 제고
통합논의에서 각 개별 제도의 고유한 업무 및 전문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각 제도의 전
문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운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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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 체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담보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은 성장
과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소극적인 복지급여의 지급이 중심이 되기보
다는 생산적인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긴밀한 연
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통한 사회보장 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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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은 복지 경험이 매우 오래된 선진국에 비해 제도가 아직 덜 공고화
된 이 시점에서 향후 우리 나라의 복지 및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발전의 큰 틀을 구성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은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제도의 질적인
개선이다. 즉, 지난 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제도를 정
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정된 자원
을 통해 필요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 사회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앞으로의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
는지에 대해 각 부문별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관장부처가 이원화되어 있
어 각 사회보험의 연계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관리운
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행정의 비능률과 낭비가 심해 상대
적으로 취약한 복지투자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해 관장부처별로 상이한 접근을 취하는 등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관리운영의 효과성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험 운영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사항이다. 적용․징
수 업무는 보험간에 유사성을 가진 일반행정 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기
존 사회보험 운영에 있어서 적용․징수의 분리가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요인이라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또한 각각의
사회보험별로 보험료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피보험자는 각각의 사
회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적용․징수의 통합은 관련인력의 중복 업무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노력에 인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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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통합징수기관을 어디서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할 경우 의료보험조합과 국세청
또는 제3의 통합기관에서 적용․징수 업무를 담당할 것이 논의되고 있
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자는 근
로복지공단에서, 그리고 자영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담당하게 하자는
안이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자를 분리하여 적용․징수함을 의미
한다.
어느 통합징수기관이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
적일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
라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보다 적절히 할 수 있는 통합징수기관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적용․징수 통합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
일, 관리단위 및 적용대상자의 통일, 보험료 납입일 및 징수방법의 통일,
기구 및 인원조정과 전산망 연계, 통합 적용․징수기관의 선정 등이 결
정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는 급여의 완전통합 방안이다. 이는 각 급여체계가 사회보험제도별로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같이 전급여체계가 국민보험제
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현행 사회보험제도
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계가 가능한 급여체계를 검토하여 급여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한 급여에서는 병급 조정을
하는 방안이다.
이상의 두 가지 안이 사회보험 급여의 통합논의의 큰 테두리인데, 첫
번째의 급여의 완전통합 안은 향후 사회보험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의 완전통합 및 관리운영기구의 완전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서는 실현되기가 어렵다. 즉, 사회보험간의 구별을 없애고 급여를 지급
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사회보험 재정을 국민보험료로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여야 하며, 급여를 관리하는 기구도 영국의 급여사무소
(Benefi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심사 및 지급하여야 급여의 완전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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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안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
은 두 번째 안으로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각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하
여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작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및 장해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간
의 조정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와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 서비스 간의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산
정시의 기준소득과 급여 지급시의 기준소득의 일치 및 개별 사회보험제
도 내의 질적인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급여 심사
및 진료비 심사 업무의 통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는 가장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운영기구는 적용․징수, 급여, 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
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
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 관
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보험급여 및 서비스
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따
라서 사회보험의 질적인 개선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 논의시 사회보험만이 아닌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제도와의 관계성 설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생활보호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보험과의 연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및 한시적 생활보호
제도가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난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부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계 체계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통합,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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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일치성에서 나온다. 즉,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처 내의
통합은 관리운영기구의 다원화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통합으
로 인한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통합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개별 사회보험제
도의 고유한 서비스 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직업안정 기능 및 직업훈련 기능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인 접근하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독립적
인 일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고려사항과 함께 지금까지 사회보험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
던 수요자의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가 지금까지의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에서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
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요자들이 보험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그림 1-1] 사회보험 통합의 단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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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제도 통합의 전체적인 방향 및 각 부문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
다.
앞으로 사회보험제도 통합논의를 통해 제도간의 연계와 제도 내의 질
적인 개선방안을 추구하고, 사회보험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벗어나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징수와 급여, 재정, 관리운영기
구 등의 통합논의가 서로 연관되어 진행되어 그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통합 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리운영상의 효율성만을 강조
한 나머지 급격한 변화만을 꾀하고, 관련조직 및 인력의 절감만을 추구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보험의 발전을 저해하게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사회보
험 통합을 통해 관련인력의 절감을 꾀할 것이 아니라 기존인력을 최대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보험의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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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사회보험을 도입한 시기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이
있지만 그 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 내용의 확충
등을 이루어 왔다. 문제는 그 과정이 사회보험 체계의 전체적인 조망이
나 관련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보험별로 즉자
적․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지는 것과는 달
리 내용면에서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컨대 확보된 재원을 기초로 마련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떠한 내용의 급여로 지출하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보험료
를 갹출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
는 것이다. 연대성과 재정통합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보험의 특성상 이것
은 매우 중요한 검토과제이다.
‘비용부담의 형평성’은 제외국이나 ILO 기준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

도 현 사회보장기본법(1995) 제24조에서 중요한 운영원칙의 하나로 명
시하고 있다. 물론 ‘형평성’의 내용 자체가 논란거리이다. 제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갹출하고 소득에 연계하여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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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서
강하게 나타남),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갹출하되 균등급여를 지급하
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의료보험에서 강하게 나타남), 소득과 관
계없이 균등하게 보험료를 갹출하고 위험에 대해 균등한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영국 모델),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 그
러나 보험료를 부과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면에서는 4대 사회보험 공히
소득비례적 갹출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적용대상자 간에 소득비례원칙
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98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

단」1)”의 통합논의 과정에서도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물론 여기서의 관심은 ‘통합’이라는 표현에
서도 드러나듯이 4대 사회보험의 업무 또는 조직의 일부 또는 전부의 통
합일원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 역시 4대 사회보
험의 적용징수 업무 내지 그 조직의 통합 가능성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
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형평성’이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비교하는 과정
에서 확인하게 된 것은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최근 국민연금(1998.
12. 31. 법률 제5623호)의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용확대 과정이나

통합 지역의료보험(국민의료보험법 1998. 6. 3. 법률 제5448호)의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야기된 바와 같이 근로자와 자영
자 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동일한 근로자 지위에 있는 자 간에도, 또한 동일한 자영자 지위에 있
는 자 간에도 각 보험별로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다.
1) 이것은 19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재 분리운영되고 있는 4대 사회보
험의 통합일원화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합의사항으로 채택된 이래(합
의사항 52항 이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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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는 각 적용대상별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면
밀히 검토함으로써 현 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
에서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2 節 社會保險의 適用對象 및 適用對象者에 대한
管理方式

통상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와 ‘자영자’로 전제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보험이 설정하고 있는 보험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러한 분류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자를 분류해
내야 하는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먼저 이 점을 살펴본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즉 ‘보험가
입자’가 적용대상이지만 보험급여의 지급대상면에서 보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내지 ‘피보험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바, 양자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예는 없다.
고용보험(1998. 9. 17. 법률 제5566호)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
와 ‘근로자’이지만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근로자’만이고 사업주는 자신
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여와 실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일부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산재보험(1998. 1. 13.
법률 제5505호)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지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와 그 ‘유족’으로 양자가 완전히 분리된다.
국민연금(1998. 12. 31. 법률 제5623호)의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대체
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지역거주자’이다. 그러나 유족연금
의 경우는 ‘유족’이 수급권자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보험은 세대 단위의 적용으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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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외에 피부양자로까지 확대된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의료보험법
1998. 6. 3. 법률 제5548호)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그 ‘피부양자’이며,

공무원․교원 및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의 경우(국민의료
보험법 1998. 6. 3. 법률 제5448호)는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가입자’
와 각각의 ‘피부양자’이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 책임분도 실은 자신의 소득이 아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에 부과한다. 사업주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경우도 사업주의 소득이 아닌 보험급여를 받
는 근로자의 소득인 임금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피부양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의료보험의 경우도 당해 보험가입자인 근로
자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뿐이고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세대 전체의
재산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관계없이 ‘누구를 위한’ 보험료 납
부인지, ‘누구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인지 하는 측면에서 적용대상
을 정의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용대상은 대체로 <표 2-1>과
같이 근로자, 사업주2), 지역가입자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개념이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각 보험의 관리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분류 틀이다. 이러한 ‘지역가입자’ 체계
에 속하는 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자영자’ 즉,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그 자신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 체계를 ‘사업장가입
2)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사업주’를 ‘사용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근로기
준법상의 ‘사업주’ 개념과 일치한다. ‘사업주’는 개인 기업의 경우는 기업주, 법인인
경우는 법인 자체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사업주 이외에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예,
상무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국민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은 실무상 사업주 이외
의 사업주의 이익대표자 등을 모두 ‘근로자’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합 과정
에서 ‘사업주’로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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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근로자

○

○

○

○

사업주

×

×

○

○

×

×

○

○

×

×

×

○

지역가입자
1)

공무원․교직원

주 : 1) 공무원․교직원은 의료보험에서만 통합되어 고려되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에 의해 별도 규율되고 있으므로 이하 논의에서는
제외함.

자’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포함시키는 틀로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본래
적 의미의 자영자 이외에도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
고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로 분류되는 자들이다.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사업

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
자는 물론 시간제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의 대부분을 당연히 ‘근로자’
로서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그 비용의 절반을 부
담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는 아직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적
용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적용제
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없고 사업주는 당연히 이들의 보험료를 부담
한다.
요컨대 4대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자에 대한 관리방식의 차이로 <표
2-2>와 같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은 보험료 부과의 측면에서는 ①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근로자, ② 지역가입자로서의 근로자, ③ 지역가입자로서
의 자영자, ④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업주, ⑤ 지역가입자로서의 자영자
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第 2 章 社會保險料 賦課基準의 一元化 方案

47

〈표 2-2〉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4대 사회보험의 적용․관리방식 비교
(1999. 9. 현재)
구
종사상지위

정규직
근로자

분
관리방식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5인
이상

당연
사업장가입

○

○

○

○

4인
이하

사업장가입

○

－

×

×

지역가입

－

－

○

○

△(1월이상)

○

－

－

△(1월이상)

○

－

－

○

○

△(월 80시
간 이상)

○

×

×

－

－

○

○

일용직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임시직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시간제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2월이상) △(3월이상)
○

○

△(3월이상) △(3월이상)

주：○ (적용), × (적용제외), △ (일부적용), － (적용대상 아님)

적용대상별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로
서의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업주의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대별하여 살펴봄으로써
위 다섯 가지 유형의 적용대상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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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各 適用對象別 保險料 賦課基準의 內容
1.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비교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
구 분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
근로자 부담분：
당해 보험연도 자
신의 임금총액
사업주 부담분：
당해 사업 근로자
의 임금총액
(일용근로자 제외)
(일정 경우 기준
임금 적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업주 부담： 표준소득월액
표준보수월액
당해 보험연도 (근기법상 임금 (근기법상 통상
당해 사업 또는 총액에서 소득 임금 상당액을
사업장 근로자 세법상의 비과 등급화)
세소득 제외하
의 임금총액
고 산출된 액
(건설, 벌목, 위
수탁화물운수 을 등급화)
업 별도 고시)

등급 및
－ 등급 및 상․하한 없음
상하한
－ 당년도 소득기준으로 매년 1회
정기 재결정
결정방법 ∙당해 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 부과
및 시기
∙당해 연도말 임금총액 확정후
확정보험료로 정산

－ 45등급
－ 53등급
－ 상․하한 있음 － 하한만 있음
－ 전년도 소득기 － 당월 소득기준
준으로 매년 1
으로 수시로
회 정기재결정
재결정(2등급
－ 당해 연도 4월 이상 차이가
∼익년도 3월
날 경우 등)
적용

가. 고용보험의 경우(실업급여 부분) : 임금총액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부분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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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부담하며 각각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보험연도 자신의 임금총액’과
‘보험연도 당해 사업 근로자의 임금총액’이다.3)

1) 일반적 기준
여기서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및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 장관이 정하
는 금품’을 말하고, 그것의 총합이 곧 임금‘총액’이다(제2조).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
기준법 제18조)을 말한다. 이상의 임금의 범위는「통상임금 산정지침」
(노동부예규 제327호, 1997. 3. 28.)의 별표 ‘임금예시’를 준용하면 <표
2-4>와 같이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대별해 볼 수 있

다.
〈표 2-4〉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구 분

항 목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① 기본급
② 연월차유급휴가수당
③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④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⑤ 임원, 직책수당
⑥ 일․숙직수당
⑦ 장려, 개근수당
⑧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
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
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다음의 것

3) 물론 고용보험은 개산․확정방식에 의해 당초 개산보험료 납부시에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하지만 확정보험료를 통해 정산함으로써 결국 ‘당해 연도(당해 월)의 임
금총액’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개산보험료 납부시라도 그 추정액이 전년도 임
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전년도 임금총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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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구 분

항 목

포함되는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정기승차권)
다) 사택수당
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마) 월동비, 연료수당
바) 지역수당(냉․한․벽지수당)
사) 교육수당
아) 별거수당
자) 물가수당
차) 조정수당
⑨ 가족수당
가)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
룰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
나) 다만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
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
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사업주가 의무
적으로 지급하는 것
⑩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가. 근로의 질과 양 또는 근로여건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
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예 : 급식비(현물급식 포함),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정기
승차권 포함), 사택수당(사택제공 포함), 월동연료수당, 김장수
포 함 되 지
당 등 위 ⑧에 해당하는 수당)
않는 것
나. 상여금의 경우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
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예 : 경조금, 위문금, QC활동 등에 대한 공로금이나 회사창립
일 등 축일에 지급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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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구 분

항 목

포함되지
않는 것

라. 실비변상적인 금품
(예 : 보안장비구입비, 제복구입비, 작업복구입비, 작업용품대(기
구손실금, 작업화, 작업복 등),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활동비), 차량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
라. 각종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마. 휴업보상,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바.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
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일이 불명확, 무기한 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
(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다음으로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 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
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③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말한다(노
동부고시 제1997-25, 1997. 10. 1.부터 시행).4)
그런데 고용보험법은 당해 사업5)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다
4) 이것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해 일정한 피보험 단위기간, 즉 보험료 납부기간을 요
하는 고용보험법의 특성상 임금으로 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임금의 일
부를 지급받는 기간이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자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에
불과하다.
5) 고용보험법의 적용 단위는 ‘사업’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업’은 하나의 경영조직으
로서 독립성을 가진 것,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을 토대로 하여 유기적으
로 서로 관련되어 행해지는 일체의 경영적인 경영단위를 의미하므로(고용보험업무
편람, 1쪽) 해석상․실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적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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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0조,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칙 제3조 등).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
함)
② 65세 이상인 자
③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
간 미만인 자)
④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⑧ 선원법에 의한 선원(단, 안정적인 원양어업을 행하는 어업의 선원은 적용)
⑨ 외국인 근로자(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
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
⑩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제8조, 제30조, 시행령 제3조 제2
항, 규칙 제3조 등 참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이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근거하
여 산정되므로 이러한 적용제외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분은 보험료 산정
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 법의 적용으로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문
제되는 것은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이다. 일용근
로자는 시행령에서 적용제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마련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형태상 실업의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실업급여 및 실업
급여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
하고 있다(제30조). 따라서 현재 일용근로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2사업만 적용을 받는다.6)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주 역시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의 보험료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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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 부분
은 제외하고 납부하게 된다.
2) 예외적인 기준
한편 고용보험은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휴․폐업, 도산,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한 사업장 소재불명, 고
용․임금자료 미비 등의 경우나 4인 이하 사업의 경우는 실제 임금의 확
인 또는 산정이 곤란할 수 있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을 적용
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조의 2).7) 그러나 이러
한 기준은 사업장의 휴․폐업, 도산,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한 사업장 소
재불명, 고용․임금자료 미비 등의 경우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세무자
료,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4인 이하 사
업장의 경우는 사업주가 실제임금과 기준임금 중 선택 가능토록 함으로
써 실제임금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도록 하는 탄력적 개념이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
고 정확한 임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총공사금액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한 액을 임금으로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제56조 제4항).8)
6)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일용근로
자라 하더라도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는 3사업 모두의 적용을 받는
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7) 1998년 10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기준임금은 시간급 3,050원, 일
급(8시간 근로 기준) 24,400원, 월급(226시간 기준) 690,000원이다(노동부고시 제
98-57호. 1998. 10. 7). 이것은 상시 5∼9인 사업장의 전산업의 평균 월금여액(733,
000원)보다는 낮고 정규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이 되도록 조정
한 것이다.
8) 1999년 현재 고용보험에 있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다(노동부고시
제97-59호).
일반건설공사(갑)：총공사금액의 29%
일반건설공사(을)：총공사금액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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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재보험의 경우 : 임금총액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전액 사업
주가 부담하나 그 혜택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기준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
에 의한다(제5조, 제62조 제1항). 그리고 이때 ‘임금’은 고용보험과 마찬
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의미하고(제4조 제2호) 그것의 총합
이 곧 임금‘총액’이다.
다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적용제외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당
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자이면 그 지위가 일용근로자, 시간제근
로자이더라도 그들이 지급 또는 지급받기로 한 임금(확정보험료에 있어
서는 지급된 임금) 역시 임금‘총액’에 포함되게 된다. 이 점에서 고용보
험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
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보도록 하여(제4조 제2
호 단서) 위수탁화물운수업의 보험료 산정기초임금이 차종별․직종별로
고시되어 있다(노동부고시 제97-58호 부록 1 참조). 건설업이나 벌목업
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결정한다(제62조 제2항).9)

중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 27%
철도․궤도 신설공사：총공사금액의 28%
9)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다(노동부고시 제97-59호).
일반건설공사(갑)：총공사금액의 29%
일반건설공사(을)：총공사금액의 24%
중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 27%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총공사금액의 30%
한편 벌목업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 1㎡당 6,390원으로 한다(노동부고시 제9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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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연금의 경우 : 표준소득월액
국민연금에 있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종래 본인의 기여금, 사용자
의 부담금, 퇴직금전환금에서 각 3%씩 충당되었으나 1999년 4월 1일부
터 퇴직금전환금이 폐지됨에 따라 노사의 기여금, 부담금만으로 각
4.5%씩 충당된다(제75조, 부칙 제1조).

여기서 근로자 본인 및 사용자의 부담분은 공히 당해 근로자의 ‘표준
소득월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당해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의
총합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을
하한선 22만 원부터 상한선 360만 원까지 45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제3
조 제1항 제5호).
1) 소득의 범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수입을
말하지만(법 제3조 제3항), 그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번역료․원고
료, 소득세법(제12조)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
로소득(일부 제외)은 제외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여기서 소득세법에
의해 제외되는 항목 및 일부 포함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2) 표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이상의 소득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소득월액(시행령 제
6조)10)을 기초로 상한 3,600,000원, 하한 220,000원의 45등급의 표준소

득월액을 결정한다(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부표 2 참조). 이것은 일반적
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재결정하여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
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 자격취득시에는 다음에 의해 소득월액을
산출하고 그에 의해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시행령 제7조)

10) 통상은 12월로 나누면 되나 20일 미만의 근로를 한 월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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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되는 항목 및 포함되는 항목
구분

제외되는
것

항

목

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
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 등이 받는 수당
②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③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
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
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포함)
④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
복․제모 및 제화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
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
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⑦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보건급여, 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또는 공무
원, 군인 및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⑧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
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
서만 착용하는 피복
⑨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⑩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제외)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⑪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임금총액에 유사한 개념)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⑫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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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의 계속
구 분

항

목

⑬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⑭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나. 기타 비과세소득
①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상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③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④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제외되는
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
것
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⑥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
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시행령 제11조)
⑦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및
학자금
⑧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국
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⑨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
물 및 월 5만 원 이하의 식사대(시행령 제17조의 2)
가. 비과세소득이지만 포함되는 것(국민연금법 제3조 제4호)
① 공장 또는 광산근로자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및 어업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가 받
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으로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포함되는
②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것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
만 원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나. 과세수당으로 포함되는 것
① 비과세되는 5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비
② 실비변상 수준을 넘는 금액(예 : 교통비 2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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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소득액/그 기간의 총일수)×30
②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자격취득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피보험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③ 위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 :
자격취득 월의 전 1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또한 위 규정에 의해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근로형태의 상
이, 보수체계의 차이 등으로 타업종 피보험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보험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또한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관련 자료도 없는 경
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
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
하여 표준소득월액으로 한다(시행령 제9조 제3항).
라. 의료보험의 경우 : 표준보수월액
의료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각각 2분
의 1씩 부담하되(제52조 제1항) 근로자의 부담분은 그의 보수로부터 공
제하여 사용자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제54조). 이때 보험
요율은 각 조합의 정관으로 2∼8%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8년 9월 현재 평균 3.24% 수준이다.

여기서 양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당해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이다
(제49조 제2항). 표준보수월액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인 보수월

액을 기준으로 하한선 75,000원부터 53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제50조).
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은 1995년 폐지되고 다만 보수월액이 1,9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만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동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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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의 범위
‘보수’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여하

한 명목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지만(법 제3조 제4호), 일
정한 금품은 제외된다(시행령 제2조).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표
2-6>과 같은데, 대체로 변동급과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고정급만을

대상 소득으로 삼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개념에 가깝다.11)
이는 월납 체계의 특성상 매월 지급 여부가 변동되는 급여 내지 금품을
포함할 경우 보험료 징수의 형평을 기하기 어렵고 관리상의 부담도 크
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0년 1월부터 지역 및 공무원․교원에 대한 국민의료보험과
함께 통합되어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표준보수월액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대상 임금의 내용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변화될 것
이라는 언급이 있다.12) 그러나 법령 내용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
이상 당해 월에 받은 보수의 총합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
액을 정하되, 피보험자 자격취득시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보수월액을 정
한 뒤(시행령 제28조) 이를 기초로 표준보수월액을 정한다(부록 3 참조).
①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보수액/그 기간의 총일수)×30
②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피
보험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
한액
11)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시행령 제85조).
12) 최병호(1998), 「의료보험 통합추진 현황」(한국노동연구원 내부회의자료), 27쪽
참조.

60

〈표 2-6〉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구 분

항

목

① 퇴직금
② 학자금
③ 상여금(다만,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조
합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음)
④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⑤ 일직수당․숙직수당․교통비 및 여비
⑥ 근로기준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및 휴
1)
일근로수당 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

로수당2), 연월차수당
⑦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급여금
3)
⑧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급식보조비 와 그가
지급받는 제복․작업복․제모 및 제화 등
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지역 또는 근무부서의 특수성으
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의 보상으로 특별히 지급받는 수당(벽지
수당․지방수당4), 입갱수당, 위해․위험수당5))
⑩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 또는 보조금
⑪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
이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수당 또는 여비 등
⑫ 판공비 기타 임시로 지급받는 금품
주 : 1) 휴일근로수당도 예컨대 근무일수에 따라(27일 이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면 포함.
2)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도 각 월에 정기적으로 기본급의 일률 또는 일정액으
로 지급받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근무사정 또는 작업형태에 비추어 월별 또
는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수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월간 어느 정도 계속
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
3) 급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수준을 넘어 현저하게 과다한 금액인 경우는 포함.
4) 벽지수당․지방수당도 예컨대 일정 직급에 해당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경우는 포함.
5) 입갱수당, 위해․위험수당도 명목상의 수당에 불과하거나(예 : 실제 입갱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근로자에 비해 현
저한 위험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정 부서, 일정 지역, 일정 직책 해당자
전원에게 지급되면 포함.

第 2 章 社會保險料 賦課基準의 一元化 方案

61

③ 위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자가 받은 보수액을 평균한 액

이것에 의해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근로형태의 상이, 보수
체계의 차이 등으로 타업종 피보험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결정하는 예외가 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한편 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
일 이상인 월에 한함) 지급받은 보수가 적용하고 있는 표준보수월액에
비해 2등급 이상 차이가 날 때13), ② 표준보수월액과 보수월액의 차이가
보수의 인상, 승진 또는 승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
생된 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적용한다(시행령 제83조). 또한 이것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보험자가 정관에 따라 결정(시행령 제84조)한다.
다만, 이 경우 보수산정의 기초가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은 해당기
간에서 제외토록 하여(시행령 제83조) 현저히 근로시간이 낮아 보수가
적어진 경우는 변동의 요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업주의 보험료 부과기준
사업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
금과 의료보험의 경우이고, 그 내용은 <표 2-7>과 같다.
가. 국민연금의 경우 : 표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사업주를 사업장가입자로 하면서 근로자와 같은 표준보수
월액표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상 당해 사

13) 다만, 단순히 계절에 기인한 작업시간의 증감, 도급단가의 잠정적 증감, 결근, 임
시휴가, 병가로 인한 휴직, 휴무 등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기인하여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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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사업주의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
구 분

사업주

국민연금

의료보험

표준소득월액
표준보수월액
(실무상 당해 사업장 최고임금 (가입근거 규정도 없으나 실무상
이상의 신고소득을 처리)

포함.1) 실사 및 특례결정에 의존)

등급 및 상․하한

각 근로자와 동일

결정방법 및 시기

각 근로자와 동일

주 : 다만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가입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업장 최고임금 이상의 소득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구체적인 소득 파악은 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식
적으로 사업주의 보험요율은 9%일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도 명
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밖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
일하다.
나. 의료보험의 경우 : 표준보수월액
의료보험의 경우는 현재 사업주를 사업장가입자로 한다는 명문규정조
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실무상 사업주를 사업장가입자로 처리하여 근
로자와 동일한 등급체계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료보
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소득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지역사무소의 실시나 특
례결정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
험요율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다. 기타 그 밖의 내용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를 사

업장가입자로 하는 명문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주의 표준보수
월액 산정방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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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대별해 보면 <표 2-8>과 같다. 이

것은 앞의 <표 2-2>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특수한
구분체계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의
상당수가 그 종사상지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야 한다.
〈표 2-8〉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
구 분

지
역
가
입
자

군,
농림수산업

기타
도시지역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농림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제시된
소득신고기준에 의한 신고소득)
표준소득월액
(과세자료, 의료보험부과자료 등
공적자료에 의한 신고권장소득,
자료 미보유자는 중위수 소득)

등급 및
상․하한

근로자와 동일

결정방법 및
시기

근로자와 동일

의료보험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재산+자동차)비례보험료
를 일정비율(배분율)로 합산

－ 소득비례보험료(과세소득
50등급/평가소득 30등급)
－ 재산비례보험료(재산 50등
급, 자동차 7등급)
연간결정(보험료별로 전년도
내지 전전년도 기준)
*납부는 매월

가. 국민연금의 경우 : 표준소득월액
군지역 거주자 및 농림수산업 종사 또는 경영자는 물론, 1999년 4월부
터 적용확대된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표준소득월액이다. 다만, 구체적 소득원에 있어서, 또한 비용을 전
액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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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지역 거주자 및 농림수산업 종사 또는 경영자(이하 ‘농어촌지역
가입자’)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45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되 6%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2000년 1월 1일부터 9%의 보험요
율을 적용받으며 월 2,200원의 국고보조가 있다. 여기서 소득은 각 농업
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말하며, 이상의 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액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다만, 이것은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시된
일정한 소득신고기준(소득신고기준표)에 의해 가입자가 계산․신고한
것이다. 소득기준 제시, 가입자 소득신고와 등급 결정, 보험료 부과 및
사후조정관리의 3단계로 진행된다.
소득신고기준표는 농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 임금소득의 4개 업
종을 21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업종별 소득산출 단위를 표시하고 이
러한 소득산출 단위에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통계자료를 이용하
여 고시하는 업종별 소득산출 단위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가입자 자신의
연․월 소득을 계산한다.14) 이를 기초로 각 개인이 신고한 소득이 해당
하는 표준소득의 등급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이 결정된다.
2) 도시지역 가입자
1999년도 4월부터 적용대상이 된 도시지역 가입자도 기본적으로는 표

준소득월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 파악에 있어 종래 농어촌지역 가입자
의 소득 파악 방법이 지나친 하향신고 경향을 가져오는 등 문제가 있다
는 판단에 따라 신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직권결정방식을 가미한 ‘신고
권장소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도시지역 가입자 10,140천 명 중 약 72% 정도만 과세자료
(47%), 의료보험 부과자료(25%) 등의 공적 자료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
14) 근로복지공단편(1999), 『사회보험통합방안에 관한 연구(Ⅱ)』,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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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 파악 대신 기술적인 방
법을 도입, 지역가입자의 유사집단별 평균소득에 개별 가입자의 상대적
인 소득 위치 및 부담능력(조정계수)을 지역가입자가 소속된 집단별 소
득수준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소득수준(기준소득)에 대입하여 산출한
신고권장소득15)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그 결과 그것은 과세보유자에 대해서는 업종별․입지별 평균사업소득
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에 기초하여 재평가한 소득을, 의료보
험 자료보유자의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였다.16) 자료
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중위수에 해당하는 99만 원을 적용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2-9>와 같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가입대상자
의 45.5%만이 가입하는 등 가입기피 현상이 나타나자 미가입자에 대해
서는 납부예외자로 처리하고 권장소득의 80% 선에서 신고금액을 그대
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17) 또한
이들의 월 평균소득도 842,000원으로 직장인의 57% 수준으로 집계되어
소득하향 신고 경향은 그대로 나타났다.18) 결국 상대적 불이익을 입게
된직장가입자들의 집단적 납부 거부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아직까지 도시지역 가입자의 부담비율(보험요율)은 3%이다(2000년 6
월까지). 매년 1%씩 상향조정하여 2006년 7월 9%로 부담비율을 근로자
와 맞추게 설계되어 있다(부칙 제4조).
15) 앞주 참조.
16) 업종별 기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1,196개 업종) 중 자영자의
과세자료, 즉 사업소득 자료가 있는 100개 업종으로 재분류하고, 각 업종별 사업
장 입지조건에 따른 소득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보유자를 공시
지가 수준에 따라 업종별로 사업장 소재지역을 5급지로 분류한 다음, 국가기관에
신고된 1997년도 귀속분 사업소득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급지별 평균사업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17) 또 이들 중 43%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전체 가입대
상자의 22.2%만이 보험료를 납부한 셈이었다 (조선일보 1999. 5. 17.).
18) 조선일보 199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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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자료보유형태별 신고권장소득 산정방법
자료보유형태

(단위：만명, %)

신고권장소득월액 산정방법
◦ 사업소득이 345만 원(45등급) 미만인 자 :
업종별 기준소득표의 기준금액×조정계수
- 조정계수=개인별․사업소득금액÷동일업종 평균
사업소득금액
- 조정계수의 최저값：1.0
◦ 사업소득이 345만원 이상인 자(45등급 이상인 자) :
최고 등급으로 결정

대상자

누계

94
(9.2)

94
(9.2)

없는
사업자등록
자영자

◦ 업종별․급지별 기분소득표의 기준금액을 신고권
장소득으로 제시

149
(14.7)

243
(23.9)

근로소득자

◦ 연간근로소득 수입금액 ÷ 근무월수

228
(22.5)

471
(46.5)

◦ 해당지역(동단위) 거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평
균소득×조정계수
- 조정계수=개인의
의료보험료÷해당지역(동단위)
의료보험료 평균액
- 조정계수의 최저값：0.7

254
(25.0)

725
(71.5)

◦ 권장소득 최저액：중위수 표준소득월액(99만원)

289
1,014
(28.5) (100.0)

사업소득
있는
사업자등록
자영자
과세
자료
보유자 사업소득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보유자
자료 미보유자등

자료：근로복지공단(1999), 『사회보험통합방안에 관한 연구(Ⅱ)』, 18쪽 ; 김용하(1999),
「사회보험제도 보험료 부과기준소득 단일화 방안」, 15쪽.

나. 의료보험의 경우 : 소득비례 및 재산비례 보험료를 일정 배분율로
합산
개별 지역조합에 의하여 관리운영되어 온 지역의료보험이 1998년 10
월부터 공무원 및 교원 대상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
단으로 통합운영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변화가 있었다.
개정된 보험료 부과기준은 가구 및 피보험자수당이 부과되던 정액 보
험료(기본 보험료)가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 능력비
례보험료만을 부과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지역별로 과세자료 확보율
에 따라 기본 및 능력 보험료 배분비율에 차이를 두어 왔던 것을 전국적
으로 동일한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개정 내용을 요
약하면 <표 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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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지역의료보험 개정 전․후 비교
1차 통합법(1998.10.)

기 존

－ 소득(과세소득 50등급/ － 4,200∼151,700원
－ 1,600∼101,000원
평가소득 30등급)
－ 1,200∼18,800원
－ 재산(50등급)
－ 자동차(7등급)
－ 폐지
－ 폐지

－ 소득
－
－
－
－

보험료 상하한

재산
자동차
세대당 정액
세대원당 정액

배분율：조합별로 차등부과

※ 전지역의 부과기준 통일

자료：최병호(1999), 「자영자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가능성」에서 수정.

요컨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림 2-1]과 같이 소득비례 보험료와
재산비례 보험료 구성되며 각각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평가점수로 산
정, 등급별로 구분하여 그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배분율(표 2-11)에
따라 합산한 것이다.
[그림 2-1] 보험료 부과요소
세대별 보험료

소득비례 보험료
평가소득 보험료
(30등급) ①

재산비례 보험료

소득 보험료
(50등급) ②

재산 보험료
(50등급) ③

자동차 보험료
(7등급) ④

〈표 2-11〉부과요소별 표준 배분율
구 분

계

배분율(%)

100

소득 보험료

재산 보험료

소계

평가소득

과세소득

소계

재산

자동차

66

50

16

34

27

7

자료：최병호(1999),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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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세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소득에 따
른 소득 보험료를 적용받고,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과세소득
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501만 원 이상)과 20% 평가율
을 적용한 연금소득, 농지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고(시행령
제4조 제1항), 그 기준연도는 전전연도일 수밖에 없다. 반면 평가소득은
피보험자의 성, 연령, 세대당 재산, 자동차를 평가점수로 산정하여 30등
급으로 구분하여 <표 2-12>의 기준표에 의해 평가소득을 결정한다. 다
만, 평가소득의 적용을 받는 자가 일부 과세소득(500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가산한다(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
〈표 2-12〉평가소득 요소의 기준구간표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19세이하
20∼29세
피보험
남성
60∼64세
30∼49세
65세이상
50∼59세
자의
성 및
19세이하
25∼29세 20∼24세
연령별 여성 65세이상 60∼64세 50∼59세 30∼49세
재산정도

0∼200

201∼600

601∼
1,000

자동차
연간세액
(만원)

8만원
이하

12만원
이하

24만원
이하

5구간

6구간

7구간

－

－

－

－

－

－

1 , 0 0 1 ∼ 2 , 001 ∼ 5,001∼ 10,000
2,000
5,000 10,000 초과
44만원
이하

62.5만원 93만원
이하
이하

93만원
초과

주：위 4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과세자료가 없는 세대의 기본점수를 산정하여 평가
소득점수를 결정.

한편 재산비례 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며, ① 지방세
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
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종중 재

산․마을 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②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③ 지방세법 제196조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장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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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제외),
④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500만 원 초
과시 그 금액(500만원 이하 제외)를 합산한 금액을 50등급으로 구분한
금액이다(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단, 자동차 보험
료는 차종, 배기량, 적재량, 사용연수로 구분, 지방세법상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재산비례 부
분을 없애고 소득비례 부분만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재산비례 부분이 소득으로 환가처리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
고19) 세대별 산정방식은 그대로 유지하여 세대의 연간 소득을 월평균한
액인 평균소득월액에 근거,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법 제64조, 제62조).

第 4 節 保險料 賦課基準의 問題點 및 諸外國과의
比較를 통한 一元化 方案

1. 현 기준의 문제점
이미 내용 검토를 통해 상당 부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리라 생각되
지만 이를 다시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에 대한 다원화된 기준 및 그 기준의 비형
평성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4대
19) 최병호(1999), 앞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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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각 보험별로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① 부과대상이 되는 임금(내지 소득)은 물론 ② 기준시점 내지 산정시기,
③ 등급제의 유무, ④ 보험료 부과의 상․하한선 설정 유무가 모두 다르다.
기준시점 내지 산정시기, 등급제의 유무, 보험료 부과의 상․하한선
설정 문제 등은 다른 가입자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항이므
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임금(내지 소득)이 이
처럼 달라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또 그로 인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형평성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화
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총액을, 국민연금은 소
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표준소득월액을, 의료보
험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개념에 가까운 임금소득을 등급화한
표준보수월액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 보험별
로 도입․발전해 온 역사적 이유 이외에 이처럼 달라야 할 논리적 근거
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현
임금체계의 복잡성에 비추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과세대상소득’은 임금(근로소득)이 총액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본급이나 과세대상소득 비율이 높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많은 보험
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의 <표 2-5>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사무직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비과세 항목이
더 많을 수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보험료 탈루의 소지나 임금구조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도 있다.
한편 의료보험의 기준 역시 통상임금의 개념에 가까운 결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의료보험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한 것은 매
월 임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특성상 매월 임금변동폭이 클 경우 그때
마다 보험료를 조정해야 하는 행정상의 불편함 때문이다. 행정편의가 형
평성 측면보다 우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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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인 이하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료 전액 부담과 적용
제외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에 있어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다.20)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도 이들 전부
를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은 대체로 행정관리상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실제 4인 이하 사업
장 종사자 중 70∼80%가 고용주,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이며, 20∼
30%가 상시 및 임시․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1) 업종별로

는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61.5%, 사
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이다. 문제는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특례
과세대상자들로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표 2-13〉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별 종사자지위별 분포

산업

전산업

(단위：명, %)

농림
전기
도소매 운수창 금융 사회개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어업
가스
음식숙박 고통신 서비스 서비스

종사자수 3,266,825 773 2,502 381,613 771 66,086 2,008,695 27,479 127,654 650,252
구성비(%)

100.0

0.02 0.08

11.7

0.02

2.0

61.5

0.8

3.9

19.9

자료：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2년.

그러나 기술적으로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일단 소득이 파악
된 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할 것인지 지역가입자로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자영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하여야
20) 이러한 역진성은 4대 사회보험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각
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부터 출발하였다.
21) 최병호(1996),『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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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을 자영자로 몰아버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비용부담의 형평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상 급여수
준이 낮아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다원화된 기준 및 재산비례 보험료의 문제점
같은 지역가입자 체계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가입대상자를 아우르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역시 각각 다르다. 국민연
금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단일기준인 데 비하여 의료보험은 ‘세대’ 단
위의 산정방식으로 이러한 ‘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부분까지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나로 고려한다.22) 요컨대 의료보험은 개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보험이 세대 단위의 산정방식으로 재산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은 소득 포착이 거의 100% 이루어지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
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등이 있기는 하나 동 제도 내에서도 직장가입자
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것임은 분
명하다.
물론 세대 전체의 재산에 대한 평가가 소득수준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동일 보험제도 내에서 직장가입자의 경
우는 그의 소득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억대 재산가가 직장가입자인 자녀
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
을 수 있다. 반면, 소득수준이 매우 미미함에도 예컨대 유산으로 상속한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부분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된다.
의료보험은 의료보호법의 적용대상자(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를 제외
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비례 원칙에서 볼 때 의료보험의 태도 변화가 요
구된다.
22) 물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피보험자 관리 및 소득산출방법을 달리 행하고 있는
결과 이러한 ‘소득’조차 다를 수밖에 없다.

第 2 章 社會保險料 賦課基準의 一元化 方案

73

라. 기준시점의 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
험은 ‘당해 연도(당해 월)’의 임금총액에 의하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전
년도’ 소득기준으로, 의료보험은 ‘당해 월’의 보수기준으로 보험료를 부
과한다. 대상소득을 일치시킨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 자체
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일원화의 의미가 적다.
확실히 전년도 소득기준에 의해 1회 신고로 정산되는 국민연금의 경
우 관리면에서 편의성이 적지 않다. 또한 보험가입자 측면에서도 국민연
금의 경우는 장기간의 저축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타
사회보험에 비해 적시성에 집착할 필요가 크지 않다. 당월(당해 연도) 소
득기준의 채택에 따른 비용이 과다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시점을 채택한다면 가능한 당월(내지 당해 연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임금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특히 부
과방식을 취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중요하다. 임금 적시성이 높을수록 임
금 정보의 활용이나 건설사업, 일용근로자나 연도 중 중도취업자 등의 보
험료 징수에 있어 매우 용이해진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들을 사업장가
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
지 않고 있지만, 사업장가입자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
다면 심각히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이다.
마. 보험료 부과에 있어 등급 설정의 무의미성
현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등급제는 일본을 모방
한 것으로서 단순히 계산 편의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표면상
으로는 상당히 간편한 듯이 보이지만 앞서 소득(보수) 월액산정에서 보
았듯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처럼 수시로 등급
을 재결정할 경우 오히려 행정적 불편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다. 전산화
의 진전에 따라 현 시점에서 행정상 큰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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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험료 부과 상․하한 설정이 갖는 문제점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하한선이 각 360만 원, 22만 원으로 설
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전체 적
용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의료보험은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만 75,000원
의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23)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한 설정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들의 최저 기여수준을 의미하므로 그
것이 합리적인 이상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여만 해도 위험에 비례하는 균
등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 의료보
호를 받는 자는 적용제외되므로 하한의 설정액이 합리적인 이상 문제의
소지가 적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월 22만 원 이하의 소득인 자가 최소한
의 기여만 하면 소득비례적인 부분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고려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기준이 합리적이면 족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부과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하
면 그 수준의 합리성 문제를 떠나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의 하한과 함께 보험료 부과의 상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하한을 설정하여 저소득자들도 최저한의 기
여를 요구하는 입법 태도하에서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정소득 이상을 묻
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과시에는 상한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급여
23) 종래 의료보험의 경우도 상한선이 있었으나 1995년도에 폐지되고 현재 1,900,000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는 만 단위에서 반올림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상한이
없는 상태다. 의료보험 내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과 그에 따른
상․하한이 있으나 이것은 소득과 재산 모두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는 특성상
각각의 합산을 위한 등급이므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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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에만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임금일액기준 7만원, 법 제35조, 시
행령 제48조), 의료보험은 보험료 부과시 전혀 상한이 없고 위험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강한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급여와
의 관계에서 보면 특히 고용보험이 이들 보험(내지 통합 보험)에 있어
급여지급의 상한만을 정하고 보험료 부과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실업에 대한 위험분산적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
에 있어서 반드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
기는 어렵다.
결국 이 문제는 제외국의 경험을 참조하되 급여지급 기준과의 관계에
서보다는 하한의 문제와 함께 일관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2. 주요국의 보험료 부과기준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에게 비교적 참고가 될 만한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입법 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구체적 논의는 생략하
나 각국은 국가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24)
가. 영 국
영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바 보험료의 징
수는 1999년 4월부터 내국세청으로 이전되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서 통합 징수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보험 기금을 위해 징수되는 세

금(Tax)의 부과기준은 개인의 ‘근로소득(earnings)’ 단일기준이다. 근로자
의 경우는 ‘임금’, 자영자 및 사업주의 경우는 ‘수입’ 그 자체를 의미한다.

24) 이하의 논의는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SA, 1998 ; A Short Survey of Social Security in the Netherlands, 1998 ; UK Inland
Revenue, Leaflet CA 01,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for Employees, 1999 등을 참조
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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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국은 개인의 소득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라 Class1, 1A, 2, 3, 4
의 다섯 종류로 분류하여 부과한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재평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는데 특히 근로자가 속할 수 있는 등급인 Class 1과 Class
3를 구분하는 소득액인 66파운드(주급)는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액이다.

납부 상한액도 함께 변동된다.
19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적용되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표
2-14>와 같다.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인 66파운드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Class1에 속하여 66파운드를 초과하는 임금분의 10%를 보험료로 납부

한다. 다만, 임금이 5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이상의 소득은 묻
지 않고 500파운드의 10%만을 부담하면 된다(납부 상한). 한편 사업주
도 당해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데 66파운드 이상
83파운드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83파운드를 초과하는 임금분의
12.2%를 일률적으로 부담한다. 그리고 사업주 부담에 있어 상한은 존재

하지 않는다.
요컨대 Class1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보험료 납부에 있어 각 500파운
드와 66파운드의 부담 상․하한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담 상한은
근로자 본인의 납부 상한일 뿐 동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
험료 납부 상한의 의미는 아니다(사업주 부담분의 경우는 납부 하한(83
파운드)만이 정하여져 있다). 즉 고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
실상 이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는 셈이어서 보험료를 부
과․징수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보험료 납부의 상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하한의 경우는 영국의 국민보험이 사실상 실업
부조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 설
정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하한
을 정하되 그 이상 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덕
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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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1999/2000년도 국민보험료 부과기준1)
분류

적용대상

1998/2000현재 보험료 부과기준

Class 1

－ 주급 기준 66파운드 이상 － 근로자 부담분
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주급 66파운드 이상 주급 500파운드 이하의 소
득자는 주급 66파운드 초과분의 10%
∙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500파운드의
10% 부담(부담상한)
－ 사업주 부담분
∙83파운드 이상(임금 한계점)의 소득분에 대해
Class1A
서만 부담
∙83파운드 초과분의 12.2% 부담(부담 상한 없음)
－ 근로자에게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Class1B
연료비를 제공하는 사업주만 부담(일정액)
－ 연말에 특정한 비용과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
하는 사업주만 부담(일정액)
Class 2 － 연간 3 , 7 7 0 파운드 이상 － 정액으로 주당 6.55파운드 납부
7,530파운드 이하의 소득 － 연간 소득이 3,770파운드 이하인 자는 본 등급에
을 가진 자영자
서 적용제외되며 임의로 Class 3에 가입 가능
－ 연간 3,770파운드 이상의 － 연간 7,53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는
소득을 가진 자영자
Class 2의 보험료 외에 그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Class 4의 보험료를 납부
Class 3 － 타등급에서 적용제외되는 － 정액으로 주당 6.45파운드
자(연금지급을 위한 임의
가입체계)

∙근로하고 있지 않은 자
(실업자 등)
∙Class 1 또는 Class 2에
가입되지 못한 자
∙연금 수령을 위한 기여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Class 4

－ 연간 7,530파운드 이상 － 연간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분의 6%
의 소득을 가진 자영자 － 단, 2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26,000파
운드의 6%만 부담(부담 상한)

주：1) 여기서 소개하는 영국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엄밀히 말해 Social Security Tax 로 징
수되는 액의 산출기준임. 또한 영국은 이러한 체계에서 적용제외(contracted-out) 되
어 개별 기업별로 별도의 펀드를 형성, 기업연금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contracted-out salary related(COSR) 체계와 contracted-out money purchase(COMP) 체계가 그것임. 정부는 이 경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연금액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함.
자료：UK Inland Revenu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for Employe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aeries CA01, 1999 ;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S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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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파운드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연금에 한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임
의가입 체계인 Class 3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 Class 3는 기타 실업자
등 근로하고 있지 않은 자, 이하에서 살펴볼 자영자로서 Class 2에 가입
되지 못하는 자영자, 연금 수령을 위한 기여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해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 이 경우 정액 6.45파운
드만 납부하면 된다.
자영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Class 2에 속하여 여기서 요구하는 보험
료만을 납부하거나 고소득자로서 Class 4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Class 2에만 속하는 자영자는 연간 3,770파운드 이상 7,530파
운드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영자이다. 이들은 정액으로 주당 6.55파운드
를 부담하면 된다. Class 2와 함께 Class 4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
는 연간 7,53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영자로서 이들은 7,530파운
드 이하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Class 2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Class 4의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Class 4는 연간 7,53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6%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단, 이때에도 연간 26,000파운드를 초과
하는 소득자는 그 이상의 소득을 묻지 않고 26,000파운드의 6%만 보험
료로 납부하면 된다. 자영자로서 Class 4는 물론 Class 2에도 속하지 못
하는 자영자는 당연히 3,770파운드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영자가 되고
이들은 앞서 본 Class 3에 속할 수 있을 뿐이다. 사업주의 경우는 자영자
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나. 독 일
독일은 산재를 제외한 연금․의료․실업 보험료를 총사회보험료로 징
수한다.25) 여기서 총사회보험료도 ‘근로소득(earnings)’ 단일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즉 근로자의 경우는 ‘총임금’, 자영자 및 사업주의 경우는 자
25) 여기에는 장기 간병보험료도 포함되지만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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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총수입’ 그 자체이다.
조합주의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경우는 납부 상․하한의 문제와 관련
하여 우리와는 물론 영국과도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고소득자
들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연금 및 실업보험의
경우는 연 98,400 독일마르크 이상(동독 85,200 독일마르크), 의료보험의
경우는 연 73,800 독일마르크 이상(동독 63,900 독일마르크), 산재보험의
경우는 연 144,000 독일마르크 이상의 소득자) 그것은 납부 상한으로서
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 즉 의무가입 상
한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 고소득자들은 임의가입을 통해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의가입을 통해 일단
동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소득, 예컨대 임금에 비례하여 상한 없
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독일은 일정소득 이하의 자(월 610 독일마르크, 동독 지역의 경
우는 520 독일마르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최
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받는 면제
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요컨대 이러한 저소득자들은 보험에 가입되
기는 하지만 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받고 대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다(결국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업주는 자신의 부담분을 포함
하여 약 2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사실상 상한은
물론 하한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월 610 독일마르크는 1997년 현재
독일의 최저임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의무가입 상한과 함께 매년 변
동되며 이 점은 영국의 경우와 같다.
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부과기준이 되는 대상소득도 ‘근로소득’ 단일기준이다. 네
덜란드는 대체로 사회보험이 근로자를 위한 보험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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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는 장애시를 대비한 장애보험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대체로 ‘임금
총액’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급여별로 볼 때는 연금의 경우에 비
해 의료(산재를 통합) 및 실업보험 등에 있어 사업주 부담분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상․하한과 관련하여 급여별로 각 보험료 납부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기본 연금 등에 대해서는 연간 45,960
길더(단, 부가연금의 경우는 1일 289길더), 의료(산재 포함)에 대해서는
1일 199길더, 예외적 의료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45,960길더, 실업에

대해서는 1일 289길더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의 하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연금에 한해
독일식의 저소득자 면제점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네덜란드는
기본 연금의 경우 사업주의 기여를 요구하지 않는바 저소득 면제점 이
하의 자들의 경우는 사업주의 부담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독일과 차이를 보인다. 급여 지급시 그 액이 최저임금액 수준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정부보조를 통해 그 수준 이상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제
도를 설계해 놓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것
은 적어도 기본 연금에 한정하여 볼 때 저소득자 보험료 납부 면제 및
국가의 보조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영국 및 독
일과 마찬가지로 매년 최저임금 등에 연동하여 변하게 된다.
3.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방안
가.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으로 일원화 및 급여지급
기준과 일치
1) 형평성, 포괄성, 안정성, 간결․명확성 측면에서 각 보험료 부과기
준의 평가
동일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임금총액’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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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 외에 ‘임금총액’ 기준은 일원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타기준에 비해 우월하다.
첫째, 보험료 부과기준은 가능한 포괄적이어서 실제소득에 근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임금총액’ 기준이 가장 포괄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표 2-15 참조).
이러한 측면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급여지급 기준과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6)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되는 임금 내지 소득의 범위가 적을 경우 예컨
대 부과시에는 보험요율의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실제 급여 수령시 가입자에 대한 지급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
한 결과의 평가는 보험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
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낮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저축적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가 특별히 중요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해야 하는 산재보
험에 있어 사업주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산재보험에 의해 보장되
지 않는 부분을 직접 보상하게 되는 액이 많아지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
다.
또한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임금 여부는 유동적이기는 하나 확
정적인 개념인 데 비하여 과세․비과세 여부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달
라지는 매우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징수
하는 것이 반드시 행정적으로나 가입자 측면에 편의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의료보험의 부과기준 역시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통상임
금 개념에 가까운 관계로 현 임금체계의 복잡성만큼이나 보험료 산정
작업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간결․명확성면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크다.
26) 물론 이 경우 전체적인 부담수준은 보험요율의 조정을 통해 유지한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재정적 필요 외에 보험료 부과기준의 정비만으로 국민연금이나 의
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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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임금 대비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포함 항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

고용․ 의료
산재보험 보험

국민
연금

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한 후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임금

○

○

○

금융․출납 등 직무수당, 반장․과장 등 직책수
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

○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

○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
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

○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
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
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
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일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기타 제1호 내지 제16호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 ?

② 일․주․월, 기타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기간
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일급․주급․월급 등
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

③ 실제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지급되는 금품
과 1임금 산정기간외 지급되는 금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
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
로수당․연차휴가수당․월차휴가수당․생리휴가수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
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일률적인
경우 포함)

○

(단 연월차
수당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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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의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
상여금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성과급적
상여금)

고용․ 의료
산재보험 보험

국민
연금

○

×

○

×

×

×

근무일에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항공
수당․항해수당․입항수당 등

○

×

○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장려가급․
능률수당 등

○

×

○

월차․연차휴가수당 개념의 개근수당․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

×(20만원

일․숙직수당
봉사료(팁)
‧ 사용자가 일괄 관리 배분하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넘으면 포함 )

○

×

○

④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호적․복리후
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통근수당․사택수당․월동연료수당․김장수당으
로서

○

×(20만원 ×(20만원
초과 포함 ) 초과 포함 )

‧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족수당․교육수당으로서
‧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
급하는 경우
‧ 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 본인 또는 자녀교육비
부담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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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소득(보수)의 계산이나 등급 적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이를 고지 납부케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비용이 들고
〈표 2-15〉의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

고용․ 의료
산재보험 보험

국민
연금

급식 및 급식비로서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
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단순히 후생적인 현물급식
별거수당

○

×( 5만원 ×( 5만원
초과 포함 ) 넘으면 포함 )

○

×

○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경조비(결혼축의금․조의금․재
해위로금)․피복비․의료비․체력단련비, 일시적
으로 지급하는 급식․통근차 이용․기숙사, 주택제공

×

×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 무기
한 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
예 : 결혼수당, 死傷病手當

×

×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정보비(활동비)․
작업용품대(기구손실금․작업복․작업화 등), 차량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등 기타 연구보조
비(20만원), 취재비(20만원)

×

×

×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운전자보험․산재보험
등), 의료보험․국민연금․재해보상금 등

×

⑤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휴업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

( 실비수준
넘으면
포함 )

×

×

주：1) 기타 국민연금,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포함)은 현상금․번역료․원고료, 법
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을 제외
하고 있음.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고시임금․기준임금 등은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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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그러한 등급을 반영한 소득(보수)이 실제 같은 구간 내에 있
는 자들의 중위수도 아니다. 임금총액 채택시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사
라지게 된다.
2) ‘임금총액’ 기준으로 일원화
이상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듯이 형평성, 포괄성, 안정성 및 간결․명
확성 모든 측면에서 ‘임금총액’ 방식이 우월하다.27)
다만,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임금총액기준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좁게 잡음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보
험료 부담의 형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28) 그러나 이 점은 ‘자영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심
각하게 고려될 수 있겠으나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
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임
금총액기준을 포기할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자영자와 관련된 부
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
로 해결되어야지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좁게 잡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양자간 재정 분리로
의 정책선회가 없는 이상, 또한 한시적으로 양자의 재정통합 자체를 유
보하더라도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고, 장
기적으로는 양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근로소득’ 단일기준으로 접근케
27) 한편 ‘표준임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김수곤(1999),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위
한 기준임금 단일화 방안」참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지는 않았다.
28) 김용하(1999),「사회보험제도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단일화 방안」, 1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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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설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외국의 일반적 기
준이다.
다만 영국과 같이 하한 설정 이상의 소득, 즉 자신의 실제소득과 하한
설정액과의 차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급여지급기준에 대한 제언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부과시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위험 발생시 급여지급은 근로자 개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기준과 급여지급기준이 명료하게 연계되지 못한다
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보험료 납부시점에서는 피보험자 관리를 행하지
않는 시스템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어찌되었든 급여지급기준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일치함이 바람직하다.
사실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은 대상소득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기준기간이 후자의 경우 직전 ‘3개월’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급여지급기준을 직전 3개월로 한다는 것은 직전의 소득을 보상해 준다
는 의미이므로 중요한 정책 선택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소득비례적인 급여에 있어서 기여만큼 보상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적다. 따라서 급여지급기준을 보험료 납부의 ‘전
기간의 기여’ 등으로 하여 일치시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과 연계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에 의한 보상을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직접 보상은 산재보험을 마련한
이상 장기적으로는 삭제됨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로준법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손해 전부가 보상되지 않을
경우 민사배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여전히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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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적용확대
이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개인별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근로자와
자영자를 구분하는 기준 마련에서 찾아야 한다.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게 되면 사업주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
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명
쾌한 해결이 어렵다. 물론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약 70% 가량이 건
설부문에서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건설사업에
대한 노무비율의 적용을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그리
고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는 기준임금이라는 탄력적 개념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
나 이것은 오히려 사업장 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개인별 관리시스템에 의하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도 이 문제
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보
험카드를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체크하게 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임금 정보의 허위신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은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 전체 대상자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적용․징수 부문에 관한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
이다. 근로자와 자영자의 구별기준 역시 적용․징수 부문에서 다룬다.
다.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실제소득’ 단일기준으로 일원화
첫째, 자영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 자체에서부터 곤
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물론
이고, 의료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무원 및 교
직원 대상의 의료보험이 각각 존재하였고 같은 의료보험 내에서도 개별
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소득 파악 및 보험요율 결정을 행해 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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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10월 지역가입자 및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의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법(1998. 6. 3. 법률 제5448호)이라는 이름하에 통합관리하
고29) 조합도 전국단위로 통합하였다. 국민연금과 달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부문도 보험료 결정요소의 하나로 고려하는 의료보험의 특성상
이와 같은 관리 집중이 이루어지자 거주지외 지역의 부동산 등이 노출
되게 된 데다가 단일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게 되었고 올해 보험료를 평
균 18.4% 인상하면서 경우에 따라 2배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30) 그리고 소득비례 보험료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그대
로 보여주었다.
최근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영자에 대한 세무 강화
등 세정 개혁과 함께 이들에 대한 소득 포착률이 직장가입자의 80% 이
상 수준이 될 때까지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거나, 일본과 같이 기초 연금
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재정 분리가 필
요하다는 주장 등이 거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
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소득 파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다느니, 올해 처음 연금이 지급되는 직장가입자의 손실분을 연금기금에
서 보전하겠다느니 하는 일련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이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자영자의 비율이 우리에 비해 비교적 낮
기도 하거니와 임금근로자 보험과 구별되는 별도의 국민보험 체계 내에
포섭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네덜란드), 소득비례 부분은 근로자
에게만 적용하고 기초 부분은 근로자와 자영자 공히 소득과 무관하게

29) 한편 직장의료보험은 현재 의료보험법(1998. 6. 3. 법률 제5548호)의 규율을 받고
있으나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
험법과 완전통합될 예정이다(재정의 완전통합은 2002년 1월 1일).
30) 전체 793만 가구 중 41만 가구는 100% 이상, 60만 가구는 50∼100%, 330만 가구
는 50% 이하의 인상이 이루어졌고 평균 26.1%의 인상률을 나타내었다(한국경제
1999. 5. 25.).

第 2 章 社會保險料 賦課基準의 一元化 方案

89

정액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재정 분리의 원칙에 서 있는 경우도 있
다(일본).31)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행하지 않는다. 재정 분리로의 정책 선회가 없
는 이상 근로자와 자영자가 하나의 보험제도 내에서 하나의 재정으로
통합되거나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을 높이
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32) 각국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근로자든, 자
영자든, 사업주든 ‘근로소득’ 단일기준이라는 점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재산 부분을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나로 삼는 예는 찾아보기 힘
든 입법례로서 재고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중 적어도 국민연
금 가입자가 되는 경제활동인구는 개인단위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하
고 이들의 소득(소득의 범위에 따라서는 재산 부분이 소득으로 환가되는
부분. 예 : 임대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
다.
라. 사업주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자영자와 일치
사업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를
보면 현행법상 또는 실무상 이들을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가입자’로 분
류하여 근로자와 같은 등급별 표준소득(보수)월액표에 의해 보험료를 납
부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분이나 소득 파악이 어떻
31) 일본은 1985년 연금개혁에 의해 종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후생연금과 자
영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중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재편하고
후생연금은 임금근로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비하였다. 여기서 기
초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정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전체 급여지출액의 1/3에
상당하는 기여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후생연금은 임금근로자의 소득비
례에 의한 보험료 갹출에 의해 운영되고 기여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되게 된다. 대
략적인 내용 및 최근의 동향은 http://www.npc.co.kr/maga/new/9905_04spe.html
참조.
32) 현재 신용카드사용 의무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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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이
다.
특히 소득 파악에 있어 국민연금의 경우는 현행 등급표상 상한이 존
재하므로 당해 사업장 최고임금 이상의 소득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해결
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경우는 상한이 없는
관계로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로 처리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자영
자’에 더 친한 자들이다. 이 점에서 자영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 대한
소득 파악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것은 비단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사업주들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논의와
관련하여 향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지적해 둔다.
마. 기준시점을 가능한 한 ‘당해 월’로 일치
사업장가입자만을 놓고 볼 때 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당해 연도’
(당월) 임금총액에 의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의료보험은
‘당월’ 보수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한 지역가입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의
료보험은 소득 부분은 ‘전년도’, 재산 부분은 ‘전전년도’ 기준에 의해 보
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제소득’ 단일기준을 채택할 경우 기준시점 역
시 일원화되어야 한다. 판단컨대 가능한 한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 내지 ‘당해 월’의 임금 내지 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을 채택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연도 중간에 고
용관계가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업이 성립
되었다가 소멸되는 경우(건설업 등)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의 성립
과 소멸 등 보험연도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 등에 보다 탄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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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설득력을
갖는 기준이기도 하다. 구체적 논의는 적용․징수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바. 등급제의 폐지
문제점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과 같은 등급제는 앞서 언급
한 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의 경우를 등급제로 이해하고 있
는 경우도 많지만 영국도 원칙적으로 소득비례에 의하며 등급제를 취하
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사. 보험료 납부 상․하한 설정의 전면적 재고
그간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에 대해서는 이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고 그것은 급여의 상․하한 설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컨대 급여의 상한과 함께 보험료 납부의 상한을 설정
하는 국민연금의 예는 합리적이고, 급여의 상한은 있으면서 보험료 납부
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고용보험의 예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가해
져 왔다.
제외국의 입법 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
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인다. 그러나 제외국은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정한 결과 당연히 급여의 상․하한이 두어진 것이
지, 급여의 상․하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좀더 단정적으로 말하면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과 급여의
상․하한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보험료 납부의 상한은 하한
과, 그리고 보험료 납부의 하한은 상한과 관련성이 있다. 보험료 납부의
상한, 즉 부담 상한이 있는 경우는 하한을 저소득 면제점으로 설정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을 묻지 않는 대신 저소득자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대로 우리 나라와 같은 최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을 설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상한없이 보험료 징수의 대상으
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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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의미의 보험료 납부의 상․하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국은 하한에 해당하는 자들도 Class 3 체계를 통
해 본인이 최소한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 국민보험에 가입하든
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든지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국
민보험이 사실상 실업부조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기여
수준으로서의 하한 설정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측면
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영국은 상한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납부 상한은 두고 있지만
동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상한의 의미로 기
능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고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실상
이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는 셈이다. 보험료를 부과․징수하
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보험료 납부의 상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출발한 전통 때문에 영국과는 반
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오히려 임
의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그
리고 임의가입 대상인 고소득자들도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
를 면제받은 저소득자들의 경우는 본인 부담분만 없을 뿐 이러한 근로
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이들의 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
료를 부과․징수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사실상 상한은 물론 하한도 인
정하지 않는 셈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연금에 한해서는 사업주에게 기여를 요하지 않지만 저소득자 보험
료 납부 면제를 전제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상한 설정의
의미는 그것이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면제를 전제로 국가가 일
정한 기여를 한다는 전제에서 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통해 보험료 납부 상
․하한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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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서 설정하고 있는 최저 기여수준
으로서의 보험료 납부 하한을 유지할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안 중 어
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의 상한 설정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폐지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안은 근로자에 한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한을 설정하고 대신 그 부
담은 사업주가 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서 설정하고 있는 부
담 상한으로서의 상한을 유지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최저 기여수준으
로서의 보험료 납부 하한은 보험료 납부 면제점으로 그 성격을 변경하
고 사업주 또는 국가(영세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후자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방안을 채택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영세사업장 등의 가입을 보
다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어 관리면에서 보다 긍정적이라는 점 때문이
다. 그리고 그 기준은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하여 변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第 5 節 맺음말

이상 현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
선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일원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
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가지는 합리성은
물론, 그로 인한 적용징수 업무 내지 조직의 통합 가능성을 매우 높이게
된다.
적용․징수 부분의 통합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지 않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33)
거대한 공단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이 적용․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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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인력이다.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세
워 놓고 중복적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통합시
사회적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인력을 지역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력으로 재배치할 경우 사회보험의 내실화에도 긍정
적일 수 있다.
한편 4대 사회보험간 피보험자 관리도 일원화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현재와 같이 자격 변동시 각각의 제도에 신고해야 하는 불
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
직 근로자 문제를 통해 확인했듯이 4대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에만 그것
도 잘못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소외 가능성이
나 열악한 보호수준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논의는 너무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반면 너무나 추상적인
목표 속에서 출발한 결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완전통합 그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편익손실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용․징수 부분,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
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는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제 한 단계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지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회보험 통합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고용조정이라는
희생을 감수하는 대신 요구하고 합의했던 본래의 목적일 것이다.

33) 고용보험은 적용․징수의 대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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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表

〈부표 1〉1998년도 위․수탁화물운수업 차종별․직종별 월임금
업종

차 종

규격(톤수․용적)

직종별 임금(원)
기 사

조 수

카고형

2미만
2이상∼4미만
4이상∼6미만
6이상∼8미만
8이상∼11미만
11이상

1,051,500
1,151,430
1,151,430
1,317,390
1,317,390
1,431,060

－
－
1,115,700
1,115,700
1,177,620
1,177,620

덤프형

4미만
4∼8미만
8∼11미만
11이상

1,173,310
1,308,070
1,425,330
1,583,940

－
－
1,313,870
1,317,650

트랙터

10미만
10이상∼21미만
21이상∼31미만
31이상∼51미만
51이상

1,620,780
1,620,250
1,691,800
1,729,110
1,729,110

－
－
－
－
－

탱크로리

7미만
7이상∼10미만
10이상

1,331,390
1,518,240
1,566,550

－
－
－

냉동차

6미만
6이상

1,210,700
1,270,940

－
－

1,202,800

－

화물자동차
운수업

레카차

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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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국민연금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소득월액(이상∼미만)
∼ 225,000
225,000 ∼ 235,000
235,000 ∼ 245,000
245,000 ∼ 255,000
255,000 ∼ 265,000
265,000 ∼ 280,000
280,000 ∼ 300,000
300,000 ∼ 325,000
325,000 ∼ 355,000
355,000 ∼ 385,000
385,000 ∼ 420,000
420,000 ∼ 460,000
460,000 ∼ 500,000
500,000 ∼ 545,000
545,000 ∼ 595,000
595,000 ∼ 645,000
645,000 ∼ 700,000
700,000 ∼ 760,000
760,000 ∼ 820,000
820,000 ∼ 885,000
885,000 ∼ 955,000
955,000 ∼1,025,000
1,025,000 ∼1,095,000
1,095,000 ∼1,170,000
1,170,000 ∼1,250,000
1,250,000 ∼1,335,000
1,335,000 ∼1,425,000
1,425,000 ∼1,515,000
1,515,000 ∼1,610,000
1,610,000 ∼1,710,000
1,710,000 ∼1,810,000
1,810,000 ∼1,915,000
1,915,000 ∼2,030,000
2,030,000 ∼2,135,000
2,135,000 ∼2,245,000
2,245,000 ∼2,360,000
2,360,000 ∼2,475,000
2,475,000 ∼2,600,000
2,600,000 ∼2,730,000
2,730,000 ∼2,870,000
2,870,000 ∼3,010,000
3,010,000 ∼3,150,000
3,150,000 ∼3,310,000
3,310,000 ∼3,450,000
3,450,000 이상

(단위：원)
표준소득월액
220,000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70,000
290,000
310,000
340,000
370,000
400,000
440,000
480,000
520,000
570,000
620,000
670,000
730,000
790,000
850,000
920,000
990,000
1,060,000
1,130,000
1,210,000
1,290,000
1,380,000
1,470,000
1,560,000
1,660,000
1,760,000
1,860,000
1,970,000
2,080,000
2,190,000
2,300,000
2,420,000
2,540,000
2,670,000
2,800,000
2,940,000
3,080,000
3,230,000
3,380,000
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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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직장의료보험의 표준보수월액
등
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보수월액
74,999까지
75,000 ∼ 84,999
85,000 ∼ 94,999
95,000 ∼ 104,999
105,000 ∼ 114,999
115,000 ∼ 124,999
125,000 ∼ 134,999
135,000 ∼ 144,999
145,000 ∼ 154,999
155,000 ∼ 164,999
165,000 ∼ 174,999
175,000 ∼ 184,999
185,000 ∼ 194,999
195,000 ∼ 204,999
205,000 ∼ 214,999
215,000 ∼ 224,999
225,000 ∼ 234,999
235,000 ∼ 244,999
245,000 ∼ 259,999
260,000 ∼ 279,999
280,000 ∼ 299,999
300,000 ∼ 319,999
320,000 ∼ 339,999
340,000 ∼ 359,999
360,000 ∼ 379,999
380,000 ∼ 399,999
400,000 ∼ 419,999
420,000 ∼ 439,999
440,000 ∼ 464,999
465,000 ∼ 494,999
495,000 ∼ 524,999
525,000 ∼ 554,999
555,000 ∼ 584,999
585,000 ∼ 614,999
615,000 ∼ 644,999
645,000 ∼ 674,999
675,000 ∼ 704,999
705,000 ∼ 734,999
735,000 ∼ 794,999
795,000 ∼ 844,999
845,000 ∼ 894,999
895,000 ∼ 944,999
945,000 ∼ 994,999
995,000 ∼1,054,999
1,055,000∼1,124,999

표준보수 등급
월액
70,000 46
80,000 47
90,000 48
100,000 49
110,000 50
120,000 51
130,000 52
140,000 53
150,000 53-1
160,000
2
170,000
3
180,000
4
190,000
5
200,000
6
210,000
7
220,000
8
230,000
9
240,000 10
250,000 11
270,000 12
290,000 13
310,000 14
330,000 15
350,000 16
370,000 17
390,000 18
410,000 19
430,000 20
450,000 21
480,000 22
510,000 23
540,000 24
570,000 25
600,000 26
630,000 27
660,000 28
690,000 29
720,000 30
770,000 31
820,000 32
870,000 33
920,000 34
970,000 35
1,020,000
1,090,000

보수월액
1,125,000
1,195,000
1,265,000
1,350,000
1,450,000
1,550,000
1,700,000
1,900,000
1,950,000
2,050,000
2,150,000
2,250,000
2,350,000
2,450,000
2,550,000
2,650,000
2,750,000
2,850,000
2,950,000
3,050,000
3,150,000
3,250,000
3,350,000
3,450,000
3,550,000
3,650,000
3,750,000
3,850,000
3,950,000
4,050,000
4,150,000
4,250,000
4,350,000
4,450,000
4,550,000
4,650,000
4,750,000
4,850,000
4,950,000
5,050,000
5,150,000
5,250,000
5,350,000

∼1,194,999
∼1,264,999
∼1,349,999
∼1,449,999
∼1,549,999
∼1,699,999
∼1,899,999
∼1,949,999
∼2,049,999
∼2,149,999
∼2,249,999
∼2,349,999
∼2,449,999
∼2,549,999
∼2,649,999
∼2,749,999
∼2,849,999
∼2,949,999
∼3,049,999
∼3,149,999
∼3,249,999
∼3,349,999
∼3,449,999
∼3,549,999
∼3,649,999
∼3,749,999
∼3,849,999
∼3,949,999
∼4,049,999
∼4,149,999
∼4,249,999
∼4,349,999
∼4,449,999
∼4,549,999
∼4,649,999
∼4,749,999
∼4,849,999
∼4,949,999
∼5,049,999
∼5,149,999
∼5,249,999
∼5,349,999
∼5,449,999

표준보수
월액
1,160,000
1,23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1,800,000
1,900,000
2,000,000
2,100,000
2,200,000
2,300,000
2,400,000
2,500,000
2,600,000
2,700,000
2,800,000
2,900,000
3,000,000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3,600,000
3,700,000
3,800,000
3,900,000
4,000,000
4,100,000
4,200,000
4,300,000
4,400,000
4,500,000
4,600,000
4,700,000
4,800,000
4,900,000
5,000,000
5,100,000
5,200,000
5,300,000
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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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社會保險의 適用 및 徵收 統合方案
심규범

第 1 節 社會保險의 指向點과 適用 및 徵收 統合의 必要性

사회보험이란 산업사회에서 질병, 노령, 재해, 실업 등의 위험에 의해
생활이 곤란해질 때 국가가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생활수단을 보장하는
체계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관련 법체계는 필요한 제도의 출현 때
마다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개별 법간에 체계적인
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과 사회보장기
본법(1995)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
이고 연계의 체계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공무원연금법(1961), 군인연금법
(1963), 선원보험법(1962), 군인보험법(1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국민복지연금법(1973),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공
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77), 고용보험법(1995) 등이 각각
보험사업과 대상자에 대해 개별 법으로 성립되어 있다.
위의 제도와 법들이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개별 영역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와 법률들의 보완관계가 미약하여 업무의 중복과 자원의 낭비라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 징수체계가 독립적이어서 행정
의 중복과 가입자의 관련업무 중복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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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조정 및 체계화가 미흡하다.
이 장에서는 현행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징수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문
제의식하에서 이러한 업무의 중복 및 자원의 낭비를 개선하는 방안 중
적용 및 징수의 통합 문제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통
합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합논의 이전에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의 지향점
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합 여부의 판단
및 통합방안의 도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사회보험의 정의 및 원칙
프리드랜더(W. Friedlander)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social welfare)
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으
로 생기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
하여 주는 법과 프로그램, 물질적 지원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1980, p. 4.)를 의미하며, 그 중 사회보장제

도(social security program)는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또는 사
고로 인한 불구 상태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
적 입법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Ibid., pp. 4∼5)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
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인데, 사회보험제도는 “평상시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종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1)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가입의 강제성, 사회적 연대성, 소득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 개인보
험과는 다른 특색을 띤다.
사회보장제도가 지녀야 할 원칙에 대하여 베버리지는 국민 최저수준의
동액급여 혜택, 동액갹출, 사회보험 행정체제의 통합, 급여수준의 적절성,
사회보험의 포괄성, 적용대상자의 범주화 등 6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인경석(1999),『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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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53년 ILO의「국제사회보장회의」에서는 만민평등의 사회적 권리
성, 보장대상사고의 포괄성, 적용대상자의 보편성, 전국민 무료의료보장,
노동자 무기여(無寄與), 피보험자의 관리․운영 참여, 급여수준의 적절․
충분성, 사회보장 수급권의 지속성 등 8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2)
상술된 정의와 제원칙으로부터 우리 나라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지향해
야 할 방향을 추출하여 정립하되, 적용 및 징수 부분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의 지향점
사회보험의 정의 및 제원칙에 비추어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의 일환
으로서 사회보험의 통합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계기로서 사회보험 통합의 지향점
▶ 수혜대상자의 보편성(universiality)
◦ 제외된 적용대상의 포괄
▶ 대상사고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 제외된 적용대상의 포괄
◦ 누락된 보험사고의 포괄
▶ 보험급여의 적절성(adequacy)
◦ 수요자의 편의성
- 업무의 경감 - 접근 용이성
◦ 급여의 적절․충분성
- 급여수준의 적절성 - 서비스의 전문성 - 서비스의 신속성
◦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 급여 수급의 형평성 - 부과 및 급여기준의 일치
◦ 연대성 강화 및 소득재분배
◦ 급여산출의 효과성
- 업무의 전문성 - 업무의 일관성 - 업무의 연계성 - 업무처리의 신속성
- 민주성
- 조직배치의 적절성
- 책임의 명확성
◦ 관리운영의 효율성
- 중복 업무의 일원화
- 적용 및 징수의 기준 통일

2) 인경석(1999), 앞의 책, 77∼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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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이 견지해야 할 지
향점으로서 크게 수혜대상자의 보편성, 보호대상 사고의 포괄성, 보험급
여의 적절성 등을 들 수 있다.
수혜대상자의 보편성이란 모든 생애단계 및 신분의 사람이 포괄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태아, 신생아, 어린이, 청년, 장년, 중년, 고령자 등
모든 생애단계의 사람이 포괄되어야 함은 물론 정규․비정규 근로자(임
시․일용․시간제 등),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견습공, 학
생․주부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등 모든 신분의 사람이 타당한 이유
없이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보호대상 사고의 포괄성이란 모든 생애단계 및 신분의 사람이 직면하
게 될 사고가 포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탁아, 육아, 가족의 부양,
교육, 임신, 출산, 장애, 질병, 산재, 실업, 노령, 사망 등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급여의 적절성이란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정상 수준에 가까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는 나아가 보다 적극적
인 의미에서 미연에 보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금, 현물 등 적합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의미한다. 단, 사회보험 급여를 새로운 소득
증대원으로 하여 보험사고 이전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도록 함은
사회보험의 ‘소득보전’이라는 원리상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3) 즉, 사
회보험의 내실화를 통한 양질의 급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급
여 전달자인 관리운영기구의 체계화․효율화․민주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지향점들 중 이 장의 주제인 적용 및 징수 통합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추려 보면 수혜대상자의 보편성과 연대성 강화
및 소득재분배 추구를 위한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보험급여의 적절성
중 수요자의 편의성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중복 업무의 일
원화 등이 중요하다. 적용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제3절에서 직접적으로
3)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는 사회구성원의 수입의 중단 또는 예외적인
지출의 시기에 중단된 수입을 보충하거나 예외적인 지출을 보상하여 소득을 보장
해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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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로 하고, 4대 사회보험간 적용 및 징수 업무의 중복요소가 무엇인
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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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흐름을 비교하여 공통 업무
와 고유한 업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4대 사회보험은 적용 및 징수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표 3-1>은 보험자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비교한 것이고, <표 3-2>는 가입자(또는 피보험자)
의 관련 업무를 비교한 것이다.
〈표 3-1〉4대 사회보험 보험자의 적용 및 징수 업무 비교
업 무 내 역

적
용

징
수

－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직권처리 포함)
－ 누락사업장 신고 독려 및 직권 성립
－ 사업종류 조사결정(보험요율 결정 관련)
－ 보험관계 성립시 사업장별 보험요율 결정
－ 피보험자 자격 취득․변동․상실
－ 사업장관련 신고서 입력
－ 피보험자관련 신고서 입력
－ 사업장별 보험요율 산정(경험요율)
－ 피보험자별 임금정보 관리
－ 보험자의 보험료액 산정
－ 납부고지서 발송(월 1회)
－ 납부안내서 발송(연 1회 또는 4회)
－ 보험료 신고서 입력
－ 보험료 수납상황 확인 및 입력
－ 국고 수납처리 및 월계대사
－ 체납 처분 및 독려

고용

산재

의료

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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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대 사회보험 가입자(또는 피보험자)의 적용 및 징수관련 업무
비교
업 무 내 역

고용

산재

의료

연금

－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서 제출
적
－ 피보험자격 취득․변동․상실 신고서 제출
용
－ 임금변경시 임금정보 즉시 신고

○

○

○

○

○

-

○

○

×

×

○

×

징 －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및 보고
수 － 보험료 납부

○

○

×

×

○

○

○

○

<표 3-1>에 나타난 보험자의 적용 및 징수 업무 중 보험관계 성립․

변경․소멸, 누락사업장 신고 독려 및 직권 성립, 사업장관련 신고서 입
력, 보험료 신고서 입력, 보험료 수납상황 확인 및 입력, 국고 수납처리
및 월계대사, 체납 처분 및 독려 등의 업무는 4대 사회보험 모두의 공통
적인 업무로 보인다.
한편 보험요율 결정과 관련된 사업종류 조사 결정이나 보험료 납부
안내서 발송(연 1회 또는 4회) 업무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만 공통적인
반면, 피보험자별 임금정보 관리, 보험자의 보험료액 산정, 납부고지서
발송(월 1회) 등의 업무는 의료 및 연금보험에만 공통적이다. 그리고 피
보험자자격 취득․변동․상실, 피보험자관련 신고서 입력 등의 업무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에는 공통적인 반면, 보험관계 성립시
사업장별 보험요율 결정과 경험요율제도에 의한 사업장별 보험요율 산
정 업무는 산재보험에 고유하다.
<표 3-2>에 나타난 가입자(또는 피보험자)의 적용 및 징수관련 업무

중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서 제출 및 보험료 납부 업무는 4대
사회보험 모두에 공통적이다.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고 업무는 보
험료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만 공통적이다.
피보험자격 취득․변동․상실 신고서 제출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에는 공통적인 반면, 실업급여와 관련한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고용
보험에만 고유하며, 임금 변경시 임금정보 즉시신고 업무는 의료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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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유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각 보험에 고유한 업무보다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공통적인 업
무가 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보험체계는 각각 분립적
으로 존재하고 있어 4대 보험자가 동일한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
여 유사한 내용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적․물적 요소가 중복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낭비
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입장에
서도 동일한 사업장 또는 피보험자 내역을 상이한 4개의 보험자에게 따
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납부도 동일한 피보험자의 임금에 대해
각각 다른 부과기준, 납입시기, 납입절차에 의거해 납부하고 있어 수요
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보험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
다.4)
따라서 중복적인 공통 업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어 적용 및 징수의 통합대상으로 삼아야 한
다. 또한 4대 사회보험 모두에 공통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제도의 발전
적인 변형을 통해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러나 외견상 공통적이라 하더라도 앞 절에서 보았듯이 업무의 전문성
또는 일관성을 훼손하여 보험급여의 적절성을 감소시키지 않는가에 대
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통합에 의한 낭비적 요소 제거 및 수요자 편의성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발전적 방향으로
의 제도 변형을 통해 4대 사회보험 전체의 중복요소 제거가 가능한 것인
지 또는 일부의 사회보험간에만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및 징수 통
합의 수평적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중복요소 제거에 의
한 효율성 증대 및 수요자 편의성 증진 효과는 통합의 수평적 범위가 클
4) 여기에서는 사회보험의 적용․징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자를 ‘공급자’로 칭
하고자 한다. 이는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혜자를 통칭하는 '수요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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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극대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및 징수 업무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적용범위의 통일이
다. 적용범위가 동일해야만 동일한 서식 및 기준에 의한 적용 및 징수
업무의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먼저 적용범위의 문제
에 대하여 다루고 난 후, 각 적용 및 징수 분야별로 세분하여 통합 가능
성 및 통합의 전제조건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第 3 節 適用 및 徵收分野別 統合方案

본 절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업무 중 중복적 요소가 가장 많다고 지적
되고 있는 적용 및 징수 업무의 통합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업무의
내용을 분야별로 세분하여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통합의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통합 가능성 및 선행조건 검토, 통합모형에 대한 시사점 등의 순
으로 서술한다.
1.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적용범위란 사회보험이 보호하는 인적 범위를 말한다. 적용범위에 관
한 사항은 사회보험 통합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기보
다는 사회보험의 발전 과제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합논의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보
험 통합논의 역시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출발되었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합논의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둘째,
통합에 의해 중복업무를 제거함으로써 발생된 여유인력 및 설비를 활용
한다면 그동안 적용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행정능력의 부족이
라는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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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력의 활용은 감원의 두려움에 기인하는 각 보험자의 근로자나 노
조측의 반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넷째, 통합논의
와 적용범위 확대논의를 동시에 거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사회보
험 통합의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2001년 7월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각
보험이 적용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가.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통합의 필요성
적용범위는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제도 적용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가늠하는 척도
로서 각 사회보험의 절대적 포괄범위와 관련된다. 이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해 사
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둘째, 보험급여의 적절성(adequacy) 제고에 기여할 공급자 측면의 효
율성(efficiency) 크기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각 사회보험간 상대적 포괄
범위와 관련된다.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된다면 공급자는
각 보험의 각종 신고서식, 시기, 행위 등을 일원적으로 처리하여야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때 보험간의 적용대상의 편차가 최소화
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을 통한 국민적 연대성(national solidarity) 또는 국민의
수평적 소득재분배 기제로서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간의 사고발생 확률
과 관련된다. 사회보험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 차원의 대응이
아닌 사회 차원의 대응으로 그 위험을 분산 또는 재분배하려는 이념이
배어 있다. 따라서 전체 국민 중 특정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집단―예컨대, 실업위험이 낮은 공무원―과 높은 집단―예
컨대, 실업에 항상적으로 직면해 있는 일용근로자―이 공히 포괄되어야
위험에 대한 전국민 연대체제의 구축 또는 수평적 소득재분배 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포괄성, 효율성, 연대성 등의 사회보험 지향점을 제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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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을 사
회보험의 틀 내로 포괄하고 그 범위 또한 일치시킬 필요성이 존재하는
데,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의 통합을 그 계기로서 활용할 수 있다.
나. 현황 및 문제점
4대 사회보험의 현행 적용범위가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보험의

도입 취지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가입제도를 두고 있는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규정상으로 전국
민에 대하여 당연적용 또는 임의가입을 통한 가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연금보험은 1999년 4월 1일 이후). 다만, 적용 규정상 임금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이 일정기간 미만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적용시키고
있다.5)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사
업주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보험사고인 실업 및 산업재해의
위험이 약하거나 다른 보호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교원․군인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등도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한편 1999년 10월의 전면 적용확대로 고용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아
직 5인 이상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반대로 임시․일용․시간제근로자
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기간을 적용대상 요건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산재보험은 근로기간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를 산
5)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규정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해야 할 일정기간 이상 근로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피보험자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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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 외 고용 및 산재보험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3억 4천만 원 미만 및 4천만 원 미
만 규모는 적용제외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벌목적재량이 800m3 미만
인 벌목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표 3-3〉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1999. 4. 1. 현재)
구

분

5인이상(사업장가입)

근로자

5인
미만

자영자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사업장가입

×

×

○

×

지역가입

○

○

－

－

사업장가입 △(원하는 경우)

○

×

×

△(원하는 경우)

○

－

－

도 시(지역가입)

○

○

×

×

농어촌(지역가입)

○

○

×

×

△(2월 이상)

△(3월 이상)

△(1월 이상)

○

사업주
경
제
활
동
인
구

의료보험

지역가입

일용직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사업장가입

불완전
임시직
취업자
지역가입
시간제

○

○

－

－

△(3월 이상)

△(3월 이상)

△(1월 이상)

○

○

○

－

－

사업장가입

×

×

△(월80 시간 이상)

○

지역가입

○

○

－

－

○

○

×

×

○

×

－

－

공무원․교원․군인
(사업장가입)
비경제활동인구(지역가입)

주：○ (당연적용), × (적용제외), △ (일부적용), － (적용대상 아님)

위와 같은 4대 사회보험의 현행 적용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첫째,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이나 지역
가입자로 적용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임금근로자는 노사간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적용 및 징수의 통합 측면에서는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서 적용시키고 있는 고용보험과 차이가 있어 통합을 통한 공급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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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제고를 위해 양자간의 일치가 요구된다.
둘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용제외되어 있는 공무원․교
원․군인과 사업주 그리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들도 해당 보험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과 이들의
적용제외는 국민적 연대성 이념을 해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의 지향점에 다가가기 위
해서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각 적용범위간 편
차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4대 사회보험 적
용범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가능한지와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자.
다. 통합 가능성 및 선행조건 검토
사업장가입자 중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의 공통적인
적용대상이므로 현행 적용범위 규정에 의해서도 적용 및 징수 업무의
효율적 통합이 가능하다. 물론 산재보험에서만 적용제외되어 있는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등에
대한 적용확대가 선행되어 범위가 일치될 것을 요구한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되어 있는 공무원․교원․군인의 경우에는 사용
주가 국가이거나 다른 보장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 피보험자에
비해 위험의 발생확률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의 확실성 측면에서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할 때에는 통근재해
의 범위도 확대하여 사업장 이외에서의 재해에 대한 보상조치를 먼저
마련함으로써 새로이 적용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수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6)
6)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교통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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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999년 1월 현재 고용보험에만 사업장 가

입자로서 적용되어 있는데, 통합에 앞서 다른 사회보험의 당연적용 범위
를 확대하여 이들을 모두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래야만 임금근로자로서 보험료를 노사간 반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부
합하게 된다.
한편 임시․일용․시간제근로자 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현재 산재보
험의 보호만을 받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부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도
임금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야 한다. 또한 현재는 근로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어
느 사업장에서건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적합한 피보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데, 의료나 연금보험이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서 관리하기를 포기한 것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이 매우 저조
한 것은 이직이 잦은 불완전취업자에게 적합한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이
다. 특히 이들에 대한 적용체계의 구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이 가
속화됨에 따라 더욱 더 절실해지게 된다. 향후 비정규직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관리
는 사업주를 통해서가 아닌 피보험자 중심으로 하는 관리방식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연금과 의료보험에 당연 또는 임의로 사업장가입자로서 보
호되나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제외되
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라 하더라도 실업이나 산재
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도 당연(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험사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4대 보험의 적용범위
편차를 줄여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적용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불완전취업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적용받
도록 하고, 자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의료 및 연금보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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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징수체계를 통합한다.
라. 통합 모형에 대한 시사점
4대 사회보험의 모든 적용범위를 확대 및 통일함으로써 ‘제외된 적용

범위의 포괄’(보편성), ‘수평적 소득재분배’(연대성), ‘적용 및 징수 통합
업무의 효율성 제고’(효율성) 등 통합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범위의 통일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고
용 및 산재보험 간 또는 의료 및 연금보험 간 적용범위만을 일치시키는
일부 보험들간의 적용범위 일치는 통합에 의한 효과를 일부는 제고시킬
수 있으나 극대화하는 방안은 아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
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로서 적용되나 의료 및 연금보
험에서는 자영자로 적용되는 불합리가 그대로 남게 된다.
마. 독일 사례
독일의 경우 1881년 비스마르크 시대에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
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연금보험이 1883년, 실업보험이 1927년, 간호
보험이 1995년에 도입되었다. 연금보험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사회보험
은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의료보험에 위탁하였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의
경우 많은 지역에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금의 경우 생산노동자는
주별로 그리고 사무직은 연방에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 의료보험이었다. 이러한 접근 용이성과 적
용 및 징수 업무의 비고유성이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근거였다.
또 다른 통합징수의 여건이 바로 적용범위의 일치였다. 독일은 사회보
험의 적용범위 확대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전체 근로자에
게 적용되어 오던 공제 기능을 단순히 제도화시킴으로써 적용 초기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의
료 및 산재보험을 도입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자치적인 공제 조직들이
있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보험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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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법제화 및 의무화되었을 뿐이다.
물론 독일에도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근로자가 아닌 집단을 가려 내는 정도이다. 예
컨대, 실업보험은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만을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일하더
라도 1년으로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면 적용대상에서 제
외된다. 한편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업보험으로부터 제외시
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사용자의 경우 큰 기업의 사용자는 다른 보험에 임의로 가입하
지만 소기업의 사용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들의 부과기준
은 1년 동안의 총수입(이윤)의 11.7%이며, 최저 월 3,000 독일마르크에
서 최고 6,375 독일마르크까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자유의지에 의해 가
입하는 자영업자의 서식은 따로 존재한다.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과 관련하여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지역가입
자 또는 고용 및 산재로부터 제외되는 자영업자를 가려내는 장치가 필
요해진다. 독일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심각해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발 사례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법정에
서의 판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준들은 누가 자영업자이고 근로자인지
그리고 누가 사회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는 사회법 및 노동법에 추가되었다. 4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두 가지에 해당되면 가짜 자영자 즉,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사용주가 사회보험료 및 사회복지기금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자신의 자본금 또는 생산수단이 없는 경우(kein Betriebskapital)
② 고용인이 없는 경우(keine Beschft)
③ 기업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keine Werbung)：직원채용 공고 및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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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자가 하나인 경우, 즉 도급을 계속 한 사람으로부터만 받는 경
우(nur Auftraggelba)
2. 관리단위의 통일 및 관리번호의 일원화
관리단위란 사회보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
는 개인별 또는 사업장별 최소단위를 의미하며, 관리번호란 각 단위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관리단위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
한다.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차이가 나
고 있는 관리단위에 대한 통일 및 관리번호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적
용 및 징수 업무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가.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통합의 필요성
사회보험이 보장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대
하여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급여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나 급여의 생산 과정인 적용 및 징수 과정을
효율화함으로써 그에 기여하게 된다. 사회보험의 모든 신고행위를 일원
화하여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거나 중복되어 존재하던 적용 및 징
수업무를 일원화하여 국가 전체 차원에서 급여 산출에 따르는 투입요소
를 최소화하고 그 여력을 직접적인 급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화를 위하여 적용 및 징수 업무의 대상이 되는 관리단위의 통일과
보험관리번호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각 사회보험의 관리단위는 각각의 적용․징수, 보험요율 결정,
급여 등의 업무단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상이하다. <표 3-4>에서 보듯이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적용단위는 고용․의료․연금보험의 경우 사업장
및 개인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만을 관리단위로 하고 있다. 지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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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은 세대로, 연금보험은 개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징수단위는 4개 보험 모두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세대로, 연금보험은 개인으로 하
고 있다.
적용 및 징수단위 외에 관리단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험요율 결정
단위와 급여단위이다.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
할 때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며, 산재보험
은 사업장별로 경험요율을 적용하고, 직장의료보험은 사업장이 속한 조
합별로 보험요율이 결정된다. 한편 급여단위는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및 개인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며, 산재보험과 연금보험은 개인단위로, 의
료보험은 세대단위로 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관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은 최소한의 관
리단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피보험자관리가 없는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그 외 다른 보험은 모두 사업장과 피
보험자에 대한 두 개의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는
〈표 3-4〉4대 사회보험의(정보) 관리단위
구
적용단위

분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 개인
－

사업장

의료보험

연금보험

사업장 + 개인 사업장+개인

－

세 대

개 인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

세 대

개 인

보험요율 사업장가입자 기업 +사업장
결정단위 지역가입자
－

사업장

조 합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 개인

개 인

세 대

개 인

－

세 대

개 인

징수단위

지역가입자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지역가입자

－
1)

급여단위

지역가입자

－

관리번호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 개인
부여단위 지역가입자
－

－

사업장
－

－

－
－

사업장 + 개인 사업장+개인
개 인

개 인

주：1)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이들을 합친 기업단위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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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연금의 지역가입자에게는 개인단위의 관리번호가 부여된다. 피
보험자 개인에 대한 관리번호는 개인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공통
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 대한 관리번호는 각 사회보험의 목적에 맞게 상이하
게 부여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비효율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
보험의 사업장 관리번호는 전국 일련번호로서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자
동으로 부여되며 총 16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사업장 관리번
호는 총 10자리로 구성되며, 조합별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은 지구별로 관
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구별로 4자리의 일련번호만을 부여하고 있다. 국
민연금은 지역별로 8자리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표 3-5〉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관리번호
사 업 장 관 리 번 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 - ○○○○○○ - ○ - ○○○ - ○○○○ (총 16자리)
가입연도

일련번호

check digit

지역번호

지방관서번호

○○○ - ○○ - ○○○○○ (총 10자리)
지사번호

업종지역

지역별 일련번호

○○○○ (총 4자리)
각 지구별 일련번호

○○ - ○○○○○ - ○ (총 8자리)
지역

지역별 일련번호 check digit

다. 통합 가능성 및 선행조건 검토
각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세부단위인
사업장을 기본단위로 4대 사회보험의 관리단위를 통일하고 하나의 관리
번호를 부여하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모기업과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다면 사업장 또는 기업단위에 의한
적용 및 징수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을 통합하여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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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예컨대, 지역․성립연도․업종 등 각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판단된다.
〈예 시〉

연도

일련번호

-

check digit

지역번호

업종

개인의 경우 공통적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되, 사업장가입자의 경
우 사업장단위 및 개인단위의 세부정보를 통일된 보험관리번호로써 관
리한다면 4대 보험 각각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이
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관리번호를 각 세대정보와 연결시킴으로써
의료 및 연금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통합모형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단위와 관리번호를 통일해야 한다
는 견지에서 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모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 사회보험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보험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커다란 부작용 없이 가능하고,
‘업무의 연계성’, ‘적용 및 징수 등 중복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공급자

측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3. 각종 신고절차․서식․행위의 일원화
여기서 신고절차․서식․행위란 적용 및 징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
보를 보험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흐름을 말한
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 통일되고 관리
단위 및 관리번호가 일원화된다면 그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신고절차․
서식․행위의 일괄처리도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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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통합의 필요성
사회보험 급여의 생산과정을 효율화함으로써 급여 내용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중복적인 각종 신
고절차․서식․행위의 일원화를 통해 수요자의 관련업무 경감에 따른
편의성 제고와 공급자의 수리․입력․조사관련 업무 경감에 따른 효율
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나. 현황 및 문제점
위에서 살펴보았던 적용․징수, 보험요율 결정, 급여 등의 관리단위별
로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자는 사업
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각종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먼저 각 신고사유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신고서식이 있는
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각 서식에 중복항목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각 사회보험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는 적용업무와 관련하
여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변경․소멸 등의
발생이고,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료 납부의 발생이다. <표 3-6>에서
보듯이 사업주는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4대 사회보험자 모두에게 각
각 유사한 명칭의 신고서식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보험
자 관리가 없는 산재보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신고도 없다. 한편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신고서를 사업주가 작성하고 보고하는 데 반해, 납입고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보험자가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므
로 보험료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다. 의료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격취득신
고서와 피보험자보수월액변경신고서 등이 특이하다. 한편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분기납 제도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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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관련 주요 신고서식
구 분

사업장

고용보험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성
립
고용보험자격
․
취득신고서
취
득 피보험자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당연적용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해당신고서; 신고서;
사업장관리대장;
임의적용사업장
사업장개요
(가입/탈퇴)신청서

(없음)

피보험자자격
(취득/ 변경) 신고서;
피부양자자격
(취득/ 변경) 신고서;
의료보험증신청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지역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적용사업 휴․폐업등사업장
계소멸신고서/ 보 보험관계소멸
장 탈퇴신고서
탈퇴신고서
사업장
험관계해지신청 (신고/신청)서
소
서)
멸
고용보험피보험
피보험자자격
사업장가입자자격
․
자격상실신고서
상실신고서
상실신고서;
상
지역가입자자격
실 피보험자
(없음)
상실신고서;
임의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
( 개산/ 개산증가/ ( 개산/ 증가/ 확정) 피보험자표준보수
개산추가/확정)보 보험료신고서
월액변경신고서;
보
피보험자표준보수
험료보고서
험 사업장
월액변경일람표;
료
피보험자표준보수
월액변경일람표
납
(3개월 평균용)
연금보험료분기납/
부
피보험자
선납신청서
(없음)
(없음)
(지역가입자)

다음은 각 신고서식의 항목 중 중복되는 정보는 없는지 비교해 보자.
<표 3-7>은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관련 신고서식을 비교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에 공통적인 항목은 주로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기본 정보
이다. 고용 및 산재보험의 서식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뜨이는 것은 건설
공사 관련항목이 많다는 것이고, 의료 및 연금보험에 공통적인 것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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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직업훈련 관련정보
를 그리고 의료보험은 사업장 자산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표 3-7〉사업장 보험관계 성립․해당에 관한 서식상의 항목 비교
고용보험

산재보험

ꁯ 고용보험관계성립
신고서
- 사업주 : 상호또는법인명
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종, 중소기업 여부,
법인등록번호, 직업훈련
의무업체, 자산총액, 총
사업장수, 총상시근로자
수, 총상용근로자수, 주
된 사업장 관리번호
- 주된 사업장：명칭, 소재
지, 업종(주생산품), 업종
코드, 상시근로자수, 상용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
호, 적용사업(보험사업전
체/실업급여)
․ 건설공사：공사명, 업
종코드, 소재지, 전화,
공사금액(합계, 계약금
총액, 재료환산액), 공
사기간, 실착공일, 준공
예정일, 발주자명, 발주
자주소, 고용보험성립
일, 고용보험사무조합
- 사업장관리번호
- 각 사업장 또는 건설공
사별로 위의 내역 작성

ꁯ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
관계성립신고서
- 산재보험성립번호
- 보험사무조합번호
- 신고인(사업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등록번호
- 사업(계속/유기)：명칭,
근로자수(상용, 연인원),
소재지, 사업의 종류(주
생산품), 코드, 사업의 기
간
- 건설공사：공사명, 구분
(도급, 자기공사), 소재지,
공사의 종류(일반건설공
사(갑,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코드, 발주자 성명, 발주
자 주소
․공사금액：합계, 계약금
총액, 재료환산액, 계약
일, 계약서상착공일, 실
착공일, 준공예정일
- 사업의 개요
- 보험관계성립일
- 보험사무조합명칭

의료보험

연금보험

ꁯ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
ꁯ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해당신고서
- 사업장명칭, 사업의 종류, 본 - 사업장：명칭, 소재
사소재지, 전화번호, 당연적
지, 사업의 종류(업
용해당일자
태, 종목), 전화번호,
- 사용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적
- 사무소 또는 사업소：명칭,
용년월일, 사업장형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
태(법인/개인),소속
상자수, 사업내용
의보조합기호, 산재
- 평균임금
보험가입여부
- 대표자：성명, 주소,
ꁯ 사업장관리대장
주민등록번호, 연령,
- 명칭, 법인/개인, 주소, 전화
전화번호
번호, 업종, 대표자, 설립일, - 일반현황：근로자
가입일, 탈퇴일, 변동사항
수, 가입대상자수
- 피보험자수：남, 여, 계
(계, 남, 여)
- 공장및지점, 소재지, 근무자수, - 분리적용사업장 해
전화번호
당여부
- 사무실·공장현황(자가/임대), - 본점(모사업장) 내
대지․건평, 임대료, 임대인
역：사업장기호, 사
의전화주소
업장명칭, 사용자,
- 산재보험:가입/미가입, 지정
소재지, 전화번호
병원
- 사업장소유차량
- 보증인, 보증보험
- 대표자, 부서장, 의보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
- 탈퇴일자, 탈퇴사유, 이관일
자, 이관조합명(기호)
ꁯ 사업장개요
- 관리번호, 사업장명
- 소재지：본사, 공장, 지점(영
업소)
- 업종：업태, 종류
- 매월 봉급일：사무실, 공장
- 대표자, 의보담당과장, 의보
담당자(성명, 주소, 전화)
- 사업장소유차량번호,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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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은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관련 서식을 비교하고 있다. 4대 사

회보험의 서식 모두 사업장관련 사항과 소멸 또는 탈퇴사유가 무엇인지
를 묻고 있다. 성립신고 서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은 건
설공사와 관련된 항목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표 3-8〉사업장 보험관계 소멸․탈퇴관련 서식상 항목 비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ꁯ 고용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
지신청서)
- 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
- 사업주 : 상호또는법인명
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업장：명칭, 소재지, 업
종, 상시근로자수, 피보험
자수
․건설공사：공사명, 소재
지, 전화, 총공사액, 공
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 보험관계소멸일
- 보험관계소멸 또는 해지
신청사유

ꁯ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
(신고/신청)서
- 산재보험성립번호
- 보험사무조합번호
- 신고(청)인(보험가입자)：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고․신청내용：
․계속사업/유기사업：사업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지, 근로자수(상용, 연인원), 벌
목적재량
․건설공사：공사명, 사업자등록번
호, 법인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공사의 종류(일반건설공사(갑/을),
중건설공사, 철도또는궤도신설공
사), 소재지, 계약연월일, 착공연월
일, 준공연월일, 발주자(성명, 주소)
- 보험관계 성립연월일
- 보험관계 소멸연월일
- 보험관계 소멸사유

ꁯ 의료보험
적용사업장
탈퇴신고서
- 사업장명, 관
리번호, 업종,
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성명
- 근로자수：계,
남, 여
- 탈퇴사유, 탈
퇴종류(휴업/
폐업/합병/조
합원의 탈퇴
요구/ 기타),
탈퇴일자

ꁯ 휴․폐업등사업장탈퇴
신고서
-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근로자수, 가입자수
- 대표자：성명, 주소, 주민
등록번호, 연령, 전화번
호
<신고내용>
- 신고사유：휴업/폐업/
통․폐합/기타
- 휴업기간, 폐업(통․폐
합)일, 탈퇴일
- 연금보험료체납기간, 체
납액
- 통·폐합시 흡수하는 사
업장：명칭,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용자성명, 주
민등록번호

<표 3-9>는 피보험자 자격취득에 관한 서식을 비교하고 있다. 4대 사

회보험 모두 피보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차이가
보이는 부분은 고용보험에서의 학력 및 직종, 의료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수 및 의료보험증 번호, 연금보험에서의 특수직종번호 등이다. 산재보험
에는 피보험자 관리가 없으므로 취득 및 상실관련 서식도 없다. 한편
<표 3-10>은 피보험자격 상실관련 서식을 비교하고 있는데, 4대 사회보

험 공히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실
업급여와 관련하여 이직관련 정보를 자세히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증 회수관련 사항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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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피보험자자격 취득에 관한 서식상의 항목 비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ꁯ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 * 피 보 험 자 ꁯ 직장피보험자자격(취득/변경)신고 ꁯ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득신고서
관리가 없
서
신고서
- 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 으므로 이 - 사업장：명칭,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 행정구역, 사업장기호, 사
업장명칭, 전화번호
합번호
와 관련된 - 자격취득자수：계, 남, 여
- 일련번호, 성명, 국민연금
-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 서식도 없 - 피부양자수：계, 남, 여
번호, 자격취득(일자, 사 음.
번호(주민등록번호), 소
- 연번,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득월액, 표준소득등급, 자
유), 채용일, 학력, 직종,
급, 보수월액,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
격취득(변동)(부호, 연월
월급여액
호, 근무지, 자격취득(연,월,일), 종전
일), 특수직종번호, 비고,
의료보험조합(명칭, 자격구분), 피부
총계
양자수
ꁯ 고용보험 피보험자전근
신고서
- 피보험자：이름, 주민등
록번호
- 사업주：명칭, 소재지, 전
화, 대표자
- 전근사업장：사업장관
리번호, 명칭, 관할지방
노동관서, 소재지, 전화
- 전근일

ꁯ 지역가입자자격 취득신
ꁯ 의료보험증발급신청서
고서
- 지역/공교피보험자：성명, 주민등록번
호, 증번호, 주소, 전화, 취득(변경)일 - 성명, 국민연금번호(주민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
- 지역피보험자보험료：소유자성명, 주
거형태(재산보유현황), 자동차소유형
계, 자격취득일, 주소, 세
태(비영업용), 세대감면사유
대주(성명,주민등록번호,
- 공교피보험자보험료：직종명, 직종부
전화번호), 소득월액, 업
호, 직급명, 호봉부호, 보험료
종, 취득사유, 적용제외
사유, 납부예외사유

〈표 3-10〉피보험자자격 상실에 관한 서식상의 항목 비교
고용보험
ꁯ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등신고서
- 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
- 피보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표교부
(원함/원치 않음)
-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계획(있음/없
음)
- 변경사항신고：성명, 주민등록번호

산재보험

의료보험

*피보험자 관 ꁯ 직장피보험자자격상실
리가 없으므
신고서(갑)
로 이와 관련 - 사업장：명칭, 기호, 소
된 서식도
재지, 전화번호
없음.
- 자격상실자수：계, 남, 여
- 피부양자수：계, 남, 여
- 의료보험증회수：총대상,
회수, 미회수
- 원격지의료보험증회수：
총대상, 회수, 미회수
ꁯ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 연번, 증번호, 주민등록
- 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
번호, 성명, 우편번호, 주
-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
소, 전화번호, 자격취득
- 피보험자(이직자)：이름, 주민등록번
(연,월,일), 상실사유, 의
호, 주소
료보험증(반납/미반납),
-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기준기
확인
간연장(사유, 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임금
지급기초일수
- 피보험단위기간 12월간의 임금지급
상황：임금지급대상기간, 지급액, 급
여기초임금일액산정시 제외임금액, 차
감임금액
- 급여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산정내
역)

연금보험
ꁯ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 행정구역, 사업장기호, 사
업장명칭, 전화번호
- 일련번호, 성명, 국민연금
번호(주민등록번호), 자격
상실(변동)(부호, 연월일),
비고, 총계
ꁯ 임의가입자(가입/탈퇴)
신청서
- 신청인：성명, 국민연금
번호(주민등록번호), 연
령, 전화번호
․주소, 부호, 우편번호
- 가입신청시기재사항：
직업, 부호, 월소득액, 재
가입자반환일시금(수령/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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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에서 보듯이 고용 및 산재보험과 의료 및 연금보험 간 가장

차이가 큰 신고서식은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각 보험료
의 내역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납부방식이 상이한
데서 비롯된다.
〈표 3-11〉징수관련 서식상의 항목 비교
고용보험

산재보험

ꁯ ( 개산/ 개산증가/ 개산추가/ 확
정)보험료보고서
-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 상
시근로자수,보험관계성립일, 사
업종료예정일, 증가․추가시점,
대표
- 사업주：명칭, 소재지, 전화, 총
상시근로자수, 직업훈련의무업체
(해당/비해당), 중소기업(해당/비
해당), 자산총계
- 확정보험료：계, 실업급여, 고용
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산정기
간, 요율, 보험료액, 훈련비용정
산액, 납부할 액, 납부한 액, 부
족액, 초과액(충당액/반환액)
- 개산보험료：계, 실업급여, 고용
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산정기
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액,
훈련비용공제액, 납부할 액, 증가
전․추가전 액, 추가납부할 액
- 임금총액산정내역
․일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정월수,
1인당평균임금, 월평균임금, 임
금추정액
․건설공사：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추정
액, 총공사액, 계약금액, 재료
의 싯가환산액, 노무비율을 적
용할 경우(노무비율, 임금총액
추정액)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
액：월(1∼12), 실업급여(인원, 지
급한임금총액),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인원, 지급한 임금
총액), 월별상시근로자수)
- 건설공사：공사명, 공사기간, 공
사금액내역(총공사금액, 당년도
시공추정액, 익년도 이월예정액)

ꁯ (개산/ 증가/ 확정)보험료신
고서
- 보험가입자：지사,기호,번호
- 사무조합번호
- 신고인( 사업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 보험관
계성립연월일, 사업종료(예
정)연월일, 상용근로자수(또
는 연인원)
- 사업：명칭, 전화, 소재지,
사업의 종류, 주생산품명(제
공되는 서비스명), 사업자등
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확정보험료：산정기간, 확정
공사금액(기성액), 임금총액,
보험요율, 확정보험료, 납부
한 개산보험료액, 차액(부족
액, 초과액, 충당액/반환액)
- 개산/ 개산증가보험료:산정기
간, 임금총액, 보험요율, 개산
(증가후 개산)보험료액, 증가
전 개산보혐료액, 추가납부액
- 분할납부 여부, 납부횟수
- 개산/증가보험료임금추정총
액산정내역 : 상용근로자, 임
시근로자, 합계; 1인당추정임
금액(평균월액), 근로자추정
인원(월평균인원), 산정되어
야 할 월수), 임금추정총액)
- 건설공사임금총액추정액의
산정내역 : 총공사금액(계, 계
약금액, 재료의시가환산액),
임금총액의 추정액, 노무비
율을 적용할 경우(노무비율,
임금총액의 추정액)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임금
총액：월(1∼12), 총인원, 지
급한 임금총액

의료보험

연금보험

ꁯ 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 ꁯ 국민연금보
변경신고서
험료분기납
- 사업장：명칭, 소재지, 성
( 신규/ 해지)/
명, 전화번호
선납(신규/해
지)신청서
- 신고대상자수：계, 남, 여
- 신청인：성명
(가입자), 국민
ꁯ 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
연금번호(주민
변경일람표
등록번호), 전
- 사업장：명칭, 기관
화번호
- 연번, 증번호, 성명, 성별,
․주소, 우편
현행등급, 변경보수월액
번호
(합계, 기본급, 제수당, 기
타), 변경사유, 변경일자, - 분기납희망자
(지역가입자에
표준보수월액, 변경등급,
한함) : 분기납
적용월(연,월)
희망기간
- 선납희망자：
ꁯ 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
선납희망기간,
변경일람표
선납총액, 월보
(3개월 평균용)
험료, 보험료총
- 사업장：명칭, 기관
액, 감액총액,
- 연번, 증번호, 성명, 성별,
국고보조총액
현행등급, 보수월액(산정
기초월, 근무일수, 기본
급, 제수당, 계, 월평균),
변경사유, 변경일자, 표
준보수월액, 등급, 적용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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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재보험은 자진산정․자진보고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험자
는 사업주의 납부 시점 이전에는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보험료 산정의 근거를 모두 보험료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서식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또한 이들 보험은 보험료액 결정에 대하
여 개산 및 확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고용안정․능력개발․실업급여 등 사업의 내용마다 보
험요율이 달라 각각의 보험료액을 따로 산정하고 있어 더욱 복잡하다.
반면 의료 및 연금보험은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보험자가 파악하
고 있다가 각 사업장별 그리고 피보험자별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보험료 납부시 사업주나 피보험자가 그에 관련된 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
료보험의 경우 그와 관련된 서식에 변경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신고사유 및 신고서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동일한 사업주 또
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유사한 내용을 네 개의 보
험자에게 따로 보고하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수요자를 번거롭
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 역시 동일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처리하느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낳고 있다.
다. 통합 가능성 및 선행조건 검토
4대 사회보험에 공통적인 서식인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변경․상실신고 등의 내용 중 중복되는 사업장 및 피
보험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공통 정보란으로 묶고 그 외 각 사회보험에
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 아래에 기재하도록 한다면 단 한
번의 신고로 네 번의 신고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립․소멸․취득․상실․변경 등의 신고서식도 일원
화 및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식 작성과 입력에 따른 노력 및 다
양한 서식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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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 보험료 납부 관련서식에 대해서는
납부방식 자체의 조정이 선행된다면 적용관련 신고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보험료 납부 행위로 일원화할 수 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징수 분야에서 후술한다).
한편 사회보험의 전산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든 사
회보험에 공히 필요한 적용 및 징수관련 공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구
축된 공유(共有)전산망(적용․징수전산망)이며, 다른 하나는 각 사회보험
자가 자신의 급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유전산망(급
여전산망)이다. 적용 및 징수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단일 서식에 담을
내용을 각 보험자에게 실시간(real-time)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유전산망
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보험자는 적용 및 징수관련 정보를 공유
전산망으로부터 받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급여전산망에 연결시켜 급
여 업무를 수행한다.
라. 통합모형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신고사유 및 서식의 내용이 4대 사회보
험 모두에 중복되어 존재하므로 적용 및 징수업무의 통합범위도 4대 사
회보험을 망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 독일 사례
독일은 의료보험이 제도화된 이래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험
의 적용 및 징수업무를 의료보험조합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다. 1973년
에 통합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실시했으며, 1999년
1월 1일에 대대적인 전산화 및 간소화 작업을 재차 수행하였다. 이번 전

산화 및 간소화 조치의 내용은 이전에 따로 존재하던 취득신고서, 상실
신고서 등의 서식명을 코드화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단일 서식으로
통합하였으며,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서식을 올해부터는 스캐너를 이용
하여 컴퓨터에 즉시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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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서 보듯이 독일의 사업주는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또는 이직한 경우 의료보험에만 한 번 신고하면 의료보험에서 다른 보
험기관으로 이 정보를 넘겨준다. 의료보험조합은 개인의 정보(이름, 나
이, 근로경력, 임금, 주소 등)를 전산망에 올려 공유하도록 하는데 의료
보험이 수령한 정보가 노동청이나 연금보험에 도달하기까지에 지연되는
시간은 거의 없다. 연금보험의 경우 사무직은 연방조합으로, 생산직은
[그림 3-1] 독일의 사회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 및 징수 절차 흐름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근로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세카드 첨부

근로소득세 카드
우송(12월중순에

소득세 정산

익년도분 우송)

근로소득세
납부(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카드제출
(입시 또는 1월 중순까지)

사업주

근로자
근로소득세 카드 작성․회부
(연1회 또는 이직시)
고용증명서 발급(이직시)

사회보험

주소변경등
신고
(임금변동은
신고 안함)

번호 부여
및
사회보험
카드 우송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련 각종 신고,
연1회
피보험자별
임금정보 신고
(매년 4월15일까지)

사회보험료
일괄납부
(매월 원천징수,
자진납부)

사업장
번호
부여

의료보험조합
정보전달
(전산망에
의한
즉시 전달)

연금보험료
당일 전달
(위탁수수료는
징수액의 2%)

실업보험료
당일 전달
(위탁수수료는
정보전달
징수액의 2%)
(전산망에
의한
즉시 전달)

노동청(실업보험)

연금조합
서식 및 정보의 흐름
보험료 및 소득세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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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조합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전달받으면 연금보험은 근로생애 전체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게 되고, 실
업보험은 3년간만 지급하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5년간만 보관한
다. 나머지 정보는 사용자가 고용증명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해결한다.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에게는 연금보험에서 사회보험 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에게 사회보험 카드를 우송한다. 다만, 회사를 새로 설
립헀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장 번호를 받아야 한다.
보험료 납부절차 역시 매달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
수하여 의료보험기관에 이체시켜 주면 여기서 각 사회보험자에게 보험
료를 매일매일 배분한다.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게도 사업장 및 피보험자
에 대한 정보 및 보험료 전달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사회보
험료 납부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료의 내역이 적힌 통합서
식에 의거하여 매월 사업주가 자진 납부한다.
서식에는 피보험자별 임금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별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내역만이 전달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를 매월 알 수 없고 1년에 한
번 사업주의 신고를 통해서만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연간 임금총액을 매년 4월 15일까지 의료보험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신고 이후에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카드를 근거
로 의료보험조합에 연락해서 자기가 받은 임금과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사업주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 신고의 경우는 자유롭다.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의료보험조합이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
자가 직접 의료보험에 신고한다.
이러한 보험료 납부상황과 근로자가 장부대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
여 세무서와 의료보험에서 조사한다(2주 전에 예고함).7)
7) 사회보험료의 실사권한을 2000년부터는 연금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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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절차 외에 세금 납부절차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자
의 세금은 사업주가 매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다. 독일은 근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카드(Lohnsteuerkarte)를 활용하고
있다. 카드의 기재내용은 성명, 주소, 세금 등급, 변동내역 등이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우편을 통해서 12월 중순에 받게 된다. 근로자는 이 카드
를 받자마자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면 사업
주는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총액 등을 적어서 근로자에게 주며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에게 이를 제출한다.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
초에 이를 작성하여 되돌려 준다. 여기에 사용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전체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교회세, 통합연대세,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
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준다. 근로자는 이를 첨부하여 연초에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한다. 신고시 국세청은 직업과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하여 환불해 주는 등 정산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이 환불받을 세금을 제대로 환불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에
회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는 철저히 개인의 몫이다.
바. 보론 1：독일 1999년 사회보험 운영 개혁의 추진 배경 및 내용
1998년도 말까지는 〈사회보장보험증서〉라는 형태로 노동자가 자신

의 근로경력을 증서에 직접 기록하였는데, 여기에 노동자의 월 총임금
(Brutto), 노동자가 종사했던 기업체 이름과 근로기간, 가입한 의료보험

기관이나 회사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 이 증서는 노동청에서 지급되었는
데 6∼7장 정도이며 (부족할 때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각 기록에 대
해서 3부가 명시되는데, 이 중 한 부는 노동자 본인이 소지하고, 또 한
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근로자가 가입한 의료보험기관
에 제출한다. 의료보험기관에 제출된 카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의료
전에는 소수였던 민간 의료보험 회사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이 고객관리 차원에
서 사업장 조사를 엄격히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공의료보험에는 근
로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민간보험에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현재 전
체 의료보험 적용대상자의 20∼25%만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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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간호보험료, 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등을 정하는 데에 사용된
다. 근로자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서의 별도의 한 부를
연금기관에 제출한다.
하지만 〈사회보장보험증서〉제도는 1998년 12월 31일부로 없어지고,
1999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새로운 신고 및 관리체계가

도입되었다. 〈사회보장보험증서〉 형태를 폐지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몇
가지 행정기술상의 문제와 비용문제 때문인데, 행정기술상의 문제라는
것은 총임금을 기재하는 난이 불과 다섯 자리 수(총임금이 다섯 자리 수
를 넘는 경우도 많음) 밖에 안되어서 비현실적이라는 점, 연도 표기를
‘19--’으로 해 놓아서 어차피 2000년도부터는 바뀌어야 한다는 점, 통화

의 단위를 ‘독일 마르크’만으로 표기했으므로 유럽통일 통화단위인
‘Euro’가 현실적으로 사용될 때 통화단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비용

문제는 증서양식을 만드는 데 드는 제작 및 인쇄비용과 이를 근로자들
개별에게 보내는 데 따르는 우편비용 등을 말한다. 독일 전체 근로자가
3,000여만 명이고, 각각에게 보내는 우편료가 2.2마르크이며, 이를 행정

처리하는 노동력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면 그 전체 비용이 결코 적은 것
은 아니다.
사회보장보험에 대해 관리체계가 달라진 새로운 신고절차를 도입한
배경은, 첫째, 전산화 처리를 통해 사회보장보험자에 관한 정보의 기록
과 전달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고, 둘째로는 신고와 접수절
차가 간소화하며, 셋째 행정처리에서 발생하는 관료화를 최대한 억제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관리체계에 따르면 사용자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의
료보험기관에서 발행한 신고서의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하여 의료보
험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사회보장보험번호를
자신의 사용자에게 알려 주기만 하면 된다.
이 신고서 양식에는 노동자의 사회보장보험번호, 성명, 주소, 근무기
간, 사용자의 기업체 번호, 월 총임금, 가입한 의료보험기관, 사용자의
날인 등이 기본적으로 기록되도록 되어 있고, 변경이나 정정 신고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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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에 변경 및 정정 신고 표시와 그 내용을 기
입하면 되도록 양식을 간소화하였다. 이 신고양식은 암호문서 형식을 취
하고 있는데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보험기관이
아닌 자에게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를 간
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사. 독일 사회보험 신고서식 항목 소개(서식은 별첨)
1) Meldung zur Sozialversicherung：일원화된 사회보험 신고서식

아래의 번호는 별첨된 설명용 서식에 표시된 검정색 번호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서식에는 검정색 번호는 없다.
① 사회보험번호：아무 번호도 지정될 수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
둠. 이런 경우 (25)∼(29)번이 채워져야 함.
② 개인번호(기입하지 않아도 됨)：의료보험 신고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사용자(Arbeitgeber)가 피용자에
게 부여한 개인번호임. 기입 여부는 자의에 따름.
③ 성(姓)：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놓여지는 말, 이름의 보조, 칭호 순
으로 기입함. 콤마로 분리해서 답할 것. 예를 들어 van Gruiter 교
수일 경우 Gruiter, van, 교수.
④ 성명
⑤ 거리명과 번지(신고시 및 주소변경시의 주소), 주, 우편번호, 거주지
⑥ 제출사유 코드
⑦ Kontrollmeldung(관리신고)로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X 표시함.
⑧ Sofortmeldung(응급신고)로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X 표시함.
⑨ 성명변경 여부：변경했을 경우 X 표시함. 이 경우 (22)와 (23)번 기
재함.
⑩ 국적의 변경 여부. 변경했을 경우 X 표시. 이 경우 (24)번 기재함.
⑪ 고용기간
ⅰ) 가입신고(Anmeldung), 변경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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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시작일을 기입함. 경우에 따라 고용상의 변동이나 보험
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일을 기입함. 해지신고시까지 아
직 어떠한 가입신고가 없었을 경우, 가입신고로 여겨지는 기간
을 신고서상에 기입해야 함. 다른 경우에는 가입신고시에 (19)
와 (20)번이 비어 있는 것처럼 (11)의 ‘까지’의 칸을 비워 둠.
ⅱ) 취소신고, 연간신고, 중단신고, 변경신고, 특별한 변화로 인한
신고의 경우 :
이 경우 고용상황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고
용상황의 변동이나 보험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일까지
의 기간을 신고함.
ⅲ) 저소득 직업을 위한 신고의 경우
⑫ 사용자(Arbeitgeber)의 사업장번호
⑬ 해당그룹 코드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6
118
119

특별한 특징이 없는 사회보장 의무가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훈련생
노년층의 파트타임
가내공업
개업
고학생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한 공공사업장이나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에 있는 사람
연금생활자
변변찮은 임금생활자
단기직업 종사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생
가족소유 농업 종사자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
농업을 부업으로 하며 계절적 종사자
FELEG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불안정한 직업종사자
노령으로 인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노인연금 생활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⑭ 복수직업：여러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경우 X 표시함. 그
렇지 않은 경우 빈 칸으로 남겨 둠.
⑮ 사업장 국가：통일이전 서독에 속했는지 동독에 속했는지 구분.
ꊘ 보험료 그룹 코드
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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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의료보험(질병보험)
0 보험료를 내지 않음
1 일반적 보험료
2 증액된 보험료
3 인하된 보험료
4 농업의료보험으로 보험료
5 농업의료보험으로 사용자보험료
임의적인 의료보험
9 회사에서 지불하는 사람(Firmenzahler)

RV :연금보험
0 보험료를 내지
1 ArV로 보험료
2 AnV로 보험료
3 ArV로 보험료
4 AnV로 보험료

않음
전액
전액
반액
반액

지불
지불
지불
지불

ALV：실업보험
0 보험료를 내지 않음
1 보험료 전액 지불
2 보험료 반액 지불

PV：간호보험
0 보험료를 내지 않음
1 보험료 전액 지불
2 보험료 반액 지불

ꊙ 활동신고：연방노동관서(Bundesanstalt für Arbeit)가 앞으로 아홉
ꊉ
자리의 활동기호를 계획하고 있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다섯 자
리의 활동기호를 사용함. 처음 세 자리는 Arbeitnehmer가 수행하
는 일을 의미하며, 네 번째 자리는 신청서 제출시의 지위(예를 들
어 숙련공이면 2)이고, 다섯 번째 자리는 훈련에 관한 사항임.
ꊚ 국적 코드
ꊉ
독일 000 ; 이집트 287 ; 미국 368 ; 에디오피아 225 ; 벨기에 124 등 총 38개국의 코드화

ꋌ 통화기준：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마르크화로, 1999년 1월 1일
ꊉ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겸용함. 2002년 1월 1일부터는 유
로화로 단일화함.
ꊒ 보험료 의무가 있는 세전근로소득(페니히 없이 독일마르크 또는
ꊊ
센트없이 유로)
ꊓ 자진하여 신고서 제출한 경우의 해지
ꊊ
제출사유, 기간, 사업체번호, 해당그룹, 복수직업, 사업장국가, 보
험료그룹, 활동신고, 국적, 통화기준, 보험료 의무가 있는 세전근로
소득은 위의 상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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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경시(지금까지의 이름)>

ꊔ 성별
ꊊ
ꊕ 성명
ꊊ
ꊖ 국적의 변경：새로운 국적의 기호
ꊊ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할 수 없을 경우>

ꊗ 출생시의 성명：3번의 이름과 다를 경우
ꊊ
ꊘ 출생장소
ꊊ
ꊙ 생년월일
ꊊ
ꊚ 성별
ꊊ
ꊛ 국적
ꊊ
<독일인이 아닌 유럽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처음으로 받아들일 경우>

ꊒ 출생국가
ꊋ
ꊓ 국적을 가진 국가의 사회보장번호
ꊋ
ꊔ 의료보험(사무소)의 이름
ꊋ
AOK, BKK, IKK, EK, LKK, See-KK, BKN

ꊕ 날짜, 사용자의 성명, 주소 (회사의 도장)
ꊋ
2) Beitragsnachweis：보험료증명서

이 서식은 사업주가 매월 중순 자진 납부하는 보험료 일괄납부 서식
으로서, 항목을 번역 제시한다.
- 사업장번호/사용자성명
- 기간：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 지난해의 보험료증명서의 정정 여부
- 소득공제 기간에 있는 단축노동수당․동절기휴업수당 또는 노년층

의 파트타임근로소득 여부
- 제출기한：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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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총보험료액수 페니히 비
DM/유로
/센트 고
그룹
의료보험 - 일반보험료
1000
의료보험 - 증액된 보험료
2000
의료보험 - 경감된 보험료
3000
의료보험 - 저소득층 피고용자를 위한 보험료
6000
생산직노동자(임금소득자) 연금보험 － 보험료 전액 0100
사무직노동자(봉급소득자) 연금보험 － 보험료 전액 0200
생산직노동자(임금소득자) 연금보험 － 보험료 반액 0300
사무직노동자(봉급소득자) 연금보험 － 보험료 반액 0400
생산직노동자(임금소득자) 연금보험 － 저소득층 피
0500
고용자를 위한 보험료
사무직노동자(봉급소득자)연금보험 － 저소득층 피
0600
고용자를 위한 보험료
실업보험 - 보험료 전액
0010
실업보험 - 보험료 반액
0020
사회적 간호보험
0001
임금계속지급법(LFZG)에 따른 상병수당 대신변제 U1
임금계속지급법(LFZG)에 따른 어머니수당 대신변제 U2
합 계
보험료 내역

- (소급력을 갖는 임금지급시) 보험료는 15일까지 납부할 것. 납부연

체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이 제출서류는 임금 및 봉급의 기초와 일치하며 전체의 보수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함.
- 이 보험료증명서는 실행안내서와 지불청구서로 간주함.

4.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
보험료 납부체계란 납부해야 할 보험료액의 산정, 납부안내서 및 고지
서 발송, 보험료의 신고 및 납입, 보험료 수납처리 및 월계대사, 체납처
분 및 독려 등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을 말한다.
앞의 서식 비교에서 보았듯이 차이가 많은 징수관련 업무내용 및 서식
항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진납부, 연납과 고지납부, 월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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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 있는 납부방식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통합의 필요성
사회보험 급여의 생산 과정을 효율화함으로써 급여 내용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중복적인 보험료
납부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수요자의 관련업무 경감에 따른 편의성 제
고와 공급자의 수리, 입력, 조사관련 업무 경감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동
시에 달성할 수 있다.
나. 현황 및 문제점
<표 3-12>에서 보듯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자진산

정․보고 및 선납․연납 방식을,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납입고지 및
후납․월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납부시기 및 납부처도 그에 따라 매
우 상이하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서의 보험료 납부라 하더라도 구체적
인 내용은 양자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보험료 납부체계
의 차이는 사업주 및 보험자의 중복된 업무처리라는 낭비적 요소 이외
에도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다. 통합 가능성 및 선행조건 검토
보험료 납부체계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납부방식의 통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납부방식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양자간의 특성
을 규정짓는 자진납부 및 고지납부 그리고 연납 및 월납 방식간의 일원
화 가능성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표 3-13>은 자진납부 및 고지납부 방식간의 일원화 가능성을 비교

하고 있다. 자진납부 방식은 실행의 전제조건으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산
정 능력 및 성실신고를 두 축으로 하며, 고지납부 방식은 보험자가 피보
험자의 소득정보를 보유할 것과 피보험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보험자의 행정능력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다. 자진납부

第 3 章 社會保險의 適用 및 徵收 統合 方案 135

〈표 3-12〉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체계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정 및
사업주의
보고 주체 자진 산정 및 보고
납부주체
사업주
납부방식

1)

연납․선납
개산보험료는 보험연
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납부시기 /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

좌동
좌동

의료보험

연금보험

보험자의
보험자의
산정 및 납입고지 산정 및 납입고지
사업주 또는 개인 사업주 또는 개인

좌동

월납․후납

월납․후납2)

좌동

익월 말일까지

익월 10일까지

일 이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은행, 우체국,
납 부 처 보고 / 국고수납대리
좌동
시중은행
농․수․축협
점에 납부
주：1)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분기납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경우 선납
의 의미가 상당히 약화된다. 분기 납부의 기한을 3월 11일경(1/4분기), 5월 15
일 이내(2/4분기), 8월 15일 이내(3/4분기), 11월 15일 이내(4/4분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선납
제도가 존재하며, 지역가입자에게는 분기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연금의 분
기납부 기한은 해당분기 다음달 10일까지로 되어 있어 후납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실무자와 면담에 의하면 사업장 가입자에 대하여 분기납 기회를 주
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체납위험, 유용가능성 등이 증대해 기
금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식의 단점으로는 보험료 산정의 부담을 사업주가 지게 되므로 부과기
준이 다원화되어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하고 항목에 따라 애매한 부분
도 존재하고 있어 산정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의도적인
허위작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잘못 작성된 보고서를
정정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일일이 포착해 내기 어
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될수록 보다 심각
해질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이 각 보험의 부과기준의 상
이함과 복잡성 그리고 보험마다 개별 징수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현
실을 되돌아보면 부과기준의 단순화 및 일원화와 통합 징수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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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부정신고자 색출을 위한
행정능력은 징수 통합에 의한 여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임
금총액으로 부과기준을 단일화하고 통합징수 서식에 의해 매월 자진납
부하게 함으로써 무리없이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고지납부의 커다란 단점으로는 상당한 행정능력의 소요를 들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행정능력은 통합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거쳐 각 근
로자가 납부해야 할 각 보험별 보험료액이 산정되도록 하고 이를 각 사
업장에 납입 고지한다. 문제는 고지 이전에 확보하여야 할 임금정보의
시점이다. 전년도의 임금정보에 기반하여 고지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
겠지만 부과기준과 급여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소득에
기반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연도간 임금변동이 심할 경우 적
시성 위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적시성 조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월의 임금정보를 기준으로 고지하려면 사업주로
부터 매월의 임금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것
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정보의 파악이라는
어려운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이를 기초로 각 개인 또는 세대에게
납입 고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자진납부와 고지납부 방식
이 우리의 현실에는 모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문제의 요체는 자진납
부 방식으로 일원화할 경우의 전제인 보험료 산정의 단순화 및 색출체
계 확립과 고지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할 경우의 전제인 급여의 적시성
확보 및 고지 전 소득정보 보유의 양립 가능성간에 어느 편이 보다 현실
적인가라는 것이다. 부과 및 급여기준으로서 임금총액을 상정하고 부과
기준 및 급여기준의 적시성을 확보하면서 고지 납부하려면 사업주 및
지역가입자는 매월 모든 피보험자의 소득 정보를 신고해야 하나 이것은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과기준의 단순화 및 일원화
와 통합징수를 전제로 색출체계를 강화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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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임금으로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월납 방식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다만, 매월 자진납부
할 경우 사업장 전체의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만을 보험자가 얻게 되므
로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는 연 1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가
입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자진신고하도록 하되 허
위 작성을 막을 수 있도록 엄격한 성실신고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3-13〉자진납부 및 고지납부 방식간의 일원화 가능성 비교
자 진 납 부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보고함
－ 부과기준 일원화 및 징수 통합을 통
한 보험료 산정 용이
전제조건 － 불성실 신고 색출체계 존재
－ 불성실 신고시 무거운 벌칙부과 등
으로 성실 신고 유도장치 존재
－ 보험자의 임금정보 파악과 산정 및
장 점
고지를 위한 행정부담 경감
－ 보험료 납부관련 민원 감소
－ (소규모)사업장의 보험료 산정 부담
－ 보험료 산정에 허위 및 오류 개입
단 점
가능성
－ 보고서 정정 등 추가업무 가능성
정 의

고 지 납 부
보험자가 가입자별 보험료액을 산정
하여 납입고지함
－ 보험자의 피보험자 소득정보 파악
용이 및 고지 이전 보유
－ 급여의 적시성 확보
－ 피보험자별 보험료 산정 및 고지를
위한 보험자의 행정능력
－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부담 경감

－ 많은 행정능력 소요
－ 보험료 납부관련 민원 빈발 소지

<표 3-14>는 고지납부 방식이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임금총액에 의한 부과기준과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그리고 부과
기준 및 급여기준의 일치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고지납부를 위해서는 보험자가 고지 이전에 개별 피보험
자의 임금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임금정보의 기준시점
은 표에서 보듯이 소득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을 충족시키는 당월 기준
과 현실적인 편의성을 고려한 전년도 기준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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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소득정보 파악을 당월 기준으로 할 경우의 전제조건은 월간
소득의 변동폭이 작아 매월 갱신해야 할 정보량이 적거나 또는 모든 피
보험자의 소득정보를 용이하게 신고 및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우월한 부과기준으로 판단되는 임금
총액의 경우 매월 변동하므로 보험자가 임금정보를 고지 이전에 보유하
기 위해서는 매월 전체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따
른다. 이에 비해 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전제조건은 연간 소득의 변
동폭이 작아 소득능력과 보험료 납부액 수준 및 급여액 수준간에 괴리
가 작아야 한다는 점과 개별 피보험자의 전년도 소득파악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의 변동에 따라 소득변동이 심할
경우 그 전제조건은 충족되기 어렵다. 양자의 장점을 살펴보면 당월 기
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이라는 사회보험
의 지향점을 견지할 수 있는 데 비해 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
주 및 보험자의 정보 갱신에 따른 업무량을 절감할 수 있고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이상적으로는 정보갱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월의 소득정보를 관리함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전년도의 소득정보를 활
용함이 수요자 및 공급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이 경우 부과기준과 급여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년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현실의 소득이 그것과 괴리되면 될수록 커
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임금총액 부과기준,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그리고 부과
기준 및 급여기준의 일치 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고지납부가 아니 자
진납부 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자진납부라 하더라도 연납
및 선납 방식이 아닌 월납 및 후납 방식을 말한다.
요컨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보험
료를 원천공제하여 자진 납부하되, 보험료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납부
업무를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금총액이라
는 일원화된 부과기준 및 하나의 통합된 징수서식에 의거하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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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개별 피보
험자의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알 수 없으므로 연 1회 개별 임금정보를 보
고하게 한다. 물론 개별 임금정보의 보고 이전에 산재나 실업과 관련된
급여 지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 사업주가 허위로 임금정보를 보고
하지 못하도록 색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납부 방식을 유지하되 매월 임금수급이나 산재나 실업
의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므로 납부 시기 등에
서는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다.
〈표 3-14〉고지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할 경우 개인 소득정보 기준시점의 일
원화 어려움
당월 기준
정 의

전년도 기준

소득이 발생한 당월 소득을 보험료 전년도에 발생하여 확정된 소득을 보
부과 및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함
험료 부과 및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함

－ 연간 소득 변동폭이 작을 것
－ 월간 소득의 변동폭이 작을 것
－ 또는 모든 피보험자의 소득정보 신 － 개별 피보험자의 전년도 소득파악
전제조건
용이
고 및 입력이 쉬운 시스템 개발
－ 정보갱신을 담당할 행정능력의 확보
장 점

－ 임금의 적시성 확보
－ 임금정보 갱신에 따른 부담 경감
－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
견지
료 산정시 혼란과 분쟁소지가 적음

단 점

－ 월간 소득의 변동이 크거나 정보갱 － 연간 소득 변동폭이 클 때 소득능력
신시스템의 미개발시 사업주 및 보 과 보험료 납부액 수준 및 급여액
험자의 업무과중
수준간에 괴리 발생

한편 <표 3-15>는 연납 및 월납 방식간의 일원화 가능성을 비교하고
있다. 연납․선납 방식은 보험료가 소액일 것과 피보험자의 이동이 적을
것을 전제로 하며, 월납․후납 방식은 매월 임금에 대한 원천공제 가능
성과 잦은 보험료 징수를 감당할 행정능력의 보유를 전제로 한다. 연
납․선납 방식은 사업주가 노사의 1년치 보험료 모두를 한꺼번에 미리
내야한다는 점에서 금전적 부담이 과중하며, 매월 피보험자의 임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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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공제를 한 후 개산 및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단점을 지니는 데 비해, 월납․후납 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행위
가 잦아지는 동시에 보험자의 징수관련 행정능력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는 단점을 지닌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방식을 채용하든 기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듯하나 현실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연납․선납
시 보험료 부담이 과중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9%이므로 그 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피보험자별 임금정보 및
보험료 납부 정보의 관리를 고려할 때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속화에 따
른 비정규근로자의 증대 가능성도 연납․선납 방식에 의한 보험료 징수
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월납․후납 방식의 단점으로 지적
된 가입자의 빈번한 납부행위는 자동이체제도의 활용을 통해 해결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능력의 과다소요 문제는 통합으로 발생할 잉여인
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적용 및 징수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월납․후납’으로의
일원화가 우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고지납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 및 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 및 보고체계를 자진납부 방식으로 개편하고, 연납․선납 방식을 월
납․후납 방식으로 변경하여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 방식을 일원
〈표 3-15〉연납․선납 및 월납․후납 방식간의 일원화 가능성 비교
연납․선납
1년분 보험료를 연 1회(또는 4회)
정 의
미리 납부함
－ 보험료가 소액일 것
전제조건
－ 피보험자의 이동이 적을 것
－ 가입자의 연간 납부행위 빈도 감
장 점
소
－ 보험자의 행정능력 절감
－ 연납에 따른 사업주의 금전부담
과중
단 점
－ 개산 및 확정절차 외에 매월 원천
공제해야 하는 번거로움

월납․후납
매월분 보험료를 그 다음달에 납
부함
－ 매월 임금에 대한 원천공제 가능
－ 보험자의 행정능력 보유
－ 금전적 부담 경감
－ 원천공제와 동시에 보험료 납부로
사업주의 업무 종료
－ 가입자의 납부행위 빈번
－ 보험자의 행정능력 과다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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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다. 동시에 납부시기 및 납부처 등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 경감에 의한 편의성 제고 및 보험자의 중복업무 감소에 따른 효율
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징수통합 및 부과소득기준
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라. 통합모형에 대한 시사점
자진납부 및 연납․선납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체계와 고지납부 및 월납․후납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의료보
험 및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체계를 ‘자진납부 및 월납․후납’ 방식으
로 일원화할 수 있다면, 4대 사회보험 모두의 적용 및 징수체계를 통합
함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 독일 사례
독일은 산재보험을 포함한 실업보험․연금보험․의료보험․간호보험
에 대하여 1998년에 법전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여타 보험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
다. 보험요율은 실업보험이 6.5%, 연금보험이 20.3%, 의료보험이 대략
13%, 간호보험이 1.7%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근로자 임금총액이며

이는 급여기준과 동일하다.
산재보험을 제외8)한 보험료 징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통합 수행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의료보험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이체시키며, 의료보험
이 보험료를 각 사회보험에 배분한다. 이때 각 보험기관은 징수위탁수수
료로 보험료의 2%를 지불한다.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받자마자 바로 해
8) 독일 연방노동성의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보험만을 별도로 징수하는 이유와 통합
징수 가능성을 문의해 본 결과 산업혁명 후 산재가 많이 일어났을 때 비스마르크
시대에 이를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왔고 또한 전문성을 살린다는 의
미에서도 산재를 따로 징수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징수에 관한
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측면이 강하여 이를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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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회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이체시켜 주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이자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금보험, 지방노동청, 주정부(사회부 담당자) 등이
보험료의 이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감시한다.
보험료 징수 방식은 매월 자진납부 방식이다. 사업주는 매월 중순 각
사회보험료가 열거된 한 장의 납부서식에 의거 사업장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괄 자진 납부한다. 사용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먼저 경고장
을 보내 독촉하는데 최후 조치로서 도산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는 해놓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는 하나 적용상의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사
업주의 부인 또는 회계사를 동원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이들 사
업장이 오히려 더욱 정직하고 도덕적인 경우가 많다.
오류에 대한 확인은 의료보험기관이 실시하는데 공공의료보험 기관만
이 존재할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하여 아
무런 회의가 없었으나, 다수의 민간 의료보험기관이 진입한 이후 그 당
위성에 대하여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즉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고객유치
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용자 신고내용과 임금대장 및 회계장부
와 일치하는지를 감독하는 권한을 의료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넘기려
한다. 조사를 담당하던 의료보험의 직원도 연금으로 소속을 바꾸어 옮겨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지방조직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별 혹은 지역별로 외부활동 담당
관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재택근무를 하며 1년 내내 조사
업무만을 수행한다. 보통은 미리 예고한 후 서류준비를 부탁한 후 방문
하나,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노동청과 함께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기업을 조사해야 하므로 매우 방대한 작
업이다.
그 외에도 사업장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국세청, 경제감시
단, 연금보험 등 3자가 그것이다. 이들은 조세 및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조사․감시한다. 조세와 보험료는 재원이 다르므로 각각 조사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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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민간기구로서 1년에 한 번 결산서에 대하
여 조사를 실시한다.
5. 소득정보 관리의 일원화
소득정보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사업장가입자의 임금 및 지역가
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 등을 통칭하며, 소득정보의 관리란
그러한 정보에 대한 보험자의 보유 여부, 기준 시점, 갱신 주기 등을 의
미한다. 소득정보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이자 급여의 근거로 이용되므로
보험자가 어떠한 임금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사회보험 운영 전반
에 걸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소득정보 관리는 보험료 납입방식에 따
라 상이하므로, 납입방식이 일원화되려면 소득정보 관리 또한 통일되어
야 한다.
가.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통합의 필요성
사회보험의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은 급여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요
소 중 하나이다. 그 형평성은 피보험자간의 문제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나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동일 피보험자에 대한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은 그가 부담한 보험료 부과기준과 그가 받게 될
급여기준의 일치로써 구체화된다.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급
여를 제공하는 보험자가 급여지급 이전에 개별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사회보험에 공통적인 필요조건
이다. 또한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하며 이 또한 모든
사회보험에 공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는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가 수요자의 편의성 및 공급
자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논의한 바 있다. 소득정보 관리의 일
원화는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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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변동에 대한 신고행위를 일원화함으로 함으로써 수요자의 업
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정보에 대한 개별
보험자의 관리라는 중복 업무를 제거하도록 돕는다.
나. 현황 및 문제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장 피보험자 전체의 임금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보험자는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는
알지 못한다. 다만 <표 3-15>에서 보듯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업
주가 당해 피보험자의 임금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을 파
악하게 된다. 이때 산재보험은 사고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고 발
생 이후 실사를 통해 모든 피재근로자의 임금정보를 파악하여 급여의
과다지급을 막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대량실업 시기에는 일일이
〈표 3-16〉4대 사회보험자의 개인 소득정보 관리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 부과
정보 기준
보유
시점

(개인 정보
없음)1)

좌 동

소득
정보
기준
시점

의료보험
연금보험
－ 사업장 : 연도말 또 － 사업장：연도말
는 부과기준 변경 가입자의 신고시
으로 가입자의 신 － 지역：공단의 소득
변동 파악에 의한
고시
－ 지역 : 가입자의 부 신고 권유 또는 가
과기준 변동 신고 입자의 소득변동
신고시
보험사고 이전소득
(소득비례급여 없음)
정보 보유
－ 사업장：당월
－ 사업장：전년도
－ 지역：신고시점 － 지역：신고시점
시

급여 보험사고 이후
기준 사업주의 신고시
(개인 정보
부과
기준
없음)1)
급여 산정시점 이전
기준 3개월(평균임금)

좌 동
좌 동
좌 동

(소득비례 급여없음)

가입기간(평균)

－ 공통 : 취득,상실시
－ 사업장 : 매연도말
－ 지역: 소득변경시
주：1) 확정보험료 신고시 전년도의 사업장 피보험자 전체의 임금총액 정보를 파악
할 수 있음.
소득정보
신고시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시

－

취득시,
부과기준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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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할 수 없어 허위 임금정보에 의한 과다지급의 가능성을 갖는다. 또
한 급여의 기준으로서 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이용하나 이는 개별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달라 부담과 수혜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
된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피보험자의 실제 임금으
로부터 보험료를 원천공제함으로써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
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보험료 부과 이전에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
의 임금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기반하여 보험료액을 산정하여 고
지한다. 의료보험은 당월을 기준으로 연금보험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
득정보를 갱신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의료보험
은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원칙에 충실한 데 비해, 연금보험은 전
년도를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그 원칙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연금을 수급
할 때에는 자신의 부과기준 임금에 기반하여 급여수준을 산정하므로 부
과기준과 급여기준의 일치라는 원칙은 지켜진다.
다. 통합 가능성 및 선행조건 검토：사업주의 성실신고 감독체계 강화
동일한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과 월납 및 자진납부체계로의 일원화를
전제한다면 개인의 부과소득 정보 보유시점, 기준시점, 신고시기 등을
통일시켜 보험자마다 이를 따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 업무의 비
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월납 및 자진납부체계로
일원화한다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임금 지급시 사업
장 전체 임금총액에 기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초 1회 각 개별 피보험
자의 임금정보를 통합징수자에게 전달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예컨대 실
업수당의 급여기준 소득은 연초의 입력된 임금정보와 사업주가 이직시
제시하는 임금정보이다. 현행 우리 나라 고용보험에서는 개별 임금정보
에 관해서는 입직시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직시 사업주의 허위기
재 가능성이 높으나 매년의 개별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알고 있다면 그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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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과제로 남는 것은 평소에 사업주의 성실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감독체계의 마련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부과기준이자 급여
기준인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모두 보유하기 어려
워 급여지급시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성실신고에 대
한 감독체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자
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총액 정보를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부과기준과 급여기준의 일치’라는 견지에서 보면 급여
기준도 매월 말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되어야 하며, 원활한 급여지급
을 위하여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총액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피보험자의 임금총액 정보를
사업주가 매월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임금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비하기 전까지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어 현실성이
없다. 결국 보험자가 개별 피보험자의 매월 임금정보를 보유하기 어렵게
된다.9)
이 경우 급여 지급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임금정보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월납 및 자진납의 징수체계하에서 사업주는
매월 사업장 전체 임금총액에 기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각 개별 피보
험자의 임금정보는 연초 1회 보험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
는 연금, 산재, 실업급여 등의 지급시 자신이 매년 1회 갱신하여 관리하
고 있는 임금정보와 보험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임금정보에 의
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결국 급여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9) 이전 방식에서는 연금 및 의보 보험자의 임금정보 보유가 가능했으나 당월 임금총
액으로 부과기준이 변동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연금보험의 경우 전년도 소득정
보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험자의 임금정보 보유가 가능했으나, 이는 적시성 부족
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서는 결함을 지닌다. 또한 의료보험의 경우 부
과기준이 통상임금 개념에 가까워 변동이 적으므로 임금변동에 대한 사업주의 신
고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보험자의 임금정보 보유가 가능했으나, 이는 사업장간의 형
평성 측면에서 부과기준으로서 부적합하다. 결국 적시성 및 형평성이라는 차원에
서 부과기준을 당월 임금총액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매월 임금정보 보유는 어렵게 된다.

第 3 章 社會保險의 適用 및 徵收 統合 方案 147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업주의 성실신고 권장 및 불성실 신고 색출체계
의 강화가 논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실신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인센
티브를 주고,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을 가해야 하는데, 사
업장의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세밀히 실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
다. 또한 성실 신고의 유도를 위하여 보험자에 대한 신고사항, 사업장의
임금대장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체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라. 통합모형에 대한 시사점
수요자의 업무 경감, 급여서비스의 신속성 또는 업무처리의 신속성 제
고, 부과 및 급여 기준의 일치, 중복 업무 노력의 절감 효과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른 평가 기준의 훼손이 없는 한, 전체 사회보험에 대하
여 정보관리가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방식 구축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와의 장기 고용관계가 아닌 불특정
사업주와의 단기 고용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장을 수
시로 이동하게 되어 피보험자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근로자
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비껴나 있거나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변칙적으
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임시 및 일고’(일용으로 통칭함)이라는 개
념은 고용 계약기간이 1일이거나 3개월 또는 1년 이하라는 기간적 의미
보다는, 소정의 계약 또는 공사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해
지되거나 또는 동 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해고가
가능하여 고용이 극히 불안정한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는 범주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전형적인 일용근로자로서 건설업의 일용근
로자를 꼽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다수의
일용근로자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진전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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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구축의 필요성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수혜대상자의 보편성(universiality)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모든 구성원이 사회보험
의 보호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용근
로자는 사회적 위험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적절치 못한 방식으
로 적용받고 있다. 적용제외의 가장 커다란 이유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피보험자관리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인데 우
리의 제도는 이동이 적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그 전
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9
년 6월 현재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전체 피용자의 절반이 넘는 우리 노
동시장에서 일용근로자를 배제하는 현행 제도로는 피용자의 절반만을
위해 존재하는 반쪽짜리 사회보험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일
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근본취지에서
절실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피보험자 관리방식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현황 및 문제점
현행의 사회보험제도들이 갖고 있는 고용관리체계는 상용고용을 전제
로 설계되어 있어 노동시장에 비정규인력이 증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없다. 특히 임시․일용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4인 이하 사업
장이나 건설생산현장 등에는 더욱 부적절하다. 결국 앞의 <표 3-3>에서
보았듯이 일정기간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제도에서 적용이 제
외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상으로 고용
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또는 적용제외 기간
미만으로 고용된 것으로 위장 가능한 허점을 이유로 적용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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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축 가능성 및 선행조건 검토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중심의 간소화
된 피보험자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상용근로자 관리방식과 달리
사업주나 보험자 외에 근로자도 자신의 근로경력을 모아 나갈 수 있도
록 해 보험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잦은 이동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관련업무가 간소화된 피보험자 관리방식이 요구된
다.
새로운 피보험자 관리방식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증명서
(가칭)라는 서식의 도입이 필요한데 고용증명서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기록하는 서식을 말한다. 고용증명서
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경력관리,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등이 수
행된다. 고용증명서는 3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매년 1회 또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종료 시점에 고용증명서를 작성하여 1매는 사회보험
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며, 나머지 1매는 사
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고용증명서 관리체계
의 장점은 근로자도 자신의 근로경력을 관리할 수 있어 사회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이직시 1회의 고용증명서 발급으로 이동이 잦은 일용근
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
므로 사업주의 업무가 경감되며, 고용증명서의 내용이 취득 및 상실신고
보다 단순해 작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고용관리 및 피보험자 관리방식으로서 상용
근로자에게 적합한 기존의 방식과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방식 두 가지를 갖추게 된다. 그에 따라 사업주가 신규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근로자에게는 기존의 고용관리체계에 의하고 계약직 등 일용근
로자에게는 고용증명서 관리체계를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양 방식은 서
로 상이한 대상에게 보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
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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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합모형에 대한 시사점
일용근로자에 관한 한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
용관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커다란 행정부담으로 여겨질텐데 이
러한 업무를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에 따로따로 처리하게 한다면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업무부담의 과중으로 고용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第 4 節 要約 및 結論

이상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에 존재하는 중복요소
를 파악한 후 그 업무의 일원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선행조건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관리단위 및 관리번
호의 일원화, 신고서식 및 절차의 일원화, 자진 납부 및 월납으로의 납부
방식 일원화 등을 전제하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10) 단, <표 3-17>에서 보듯이
각 사회보험 보험료율 자체의 결정은 통합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보험
관계 성립시 개별 사업장의 보험요율 결정도 제외된다.
10) 그러나 그러한 결론의 현실화 앞에는 조직 및 인원의 재편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인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
하고 적용 및 징수에 관해서도 각각의 부처 내에 편재되어 있는 고용보험 및 산
재보험과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 간의 통합에 그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통합징
수자는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양 부처 내에 하나씩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부분적 통합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
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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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업무의 흐름은 위의 독일의 예에서 본 [그림 3-1]과 유사해진
다. 사업주는 통합징수자에게만 성립 및 취득신고 등을 행하고 매월 보
험료를 통합신고서에 의해 자진 납부한다. 통합징수자는 온라인 전산망
에 의해 각 사회보험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당일로
각 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전제로 제시된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과 관련된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체계의 마련과 공
유전산망의 구축, 사업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
다.
〈표 3-16〉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통합방안 요약

공통업무

고유업무
통합범위

통합시
조치사항

통합시
기대효과

적 용

징 수

- 보험관계 성립(직권성립 포함)
- 사업종류 조사결정
- 보험관계 변경 등 기타
- 보험관계 소멸
- 피보험자 자격취득․변동․상실
- 산재：보험관계 성립시 사업장별
보험요율 결정
- 4대 보험 전체

- 보험료산정 납부안내(고지)서 발송
- 보험료 신고서 입력
- 보험료 수납상황 확인 및 입력
- 국고수납처리 및 월계대사
- 체납처분 및 독려
- 각 보험요율 자체의 결정

- 4대 보험 전체
- 징수관련 정보관리 일원화
-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 부과기준 통일
- 관리단위 및 관리번호 통일
- 보험요율 및 급여율 조정
- 각종 신고서식․행위 일원화
- 부과기준 및 급여기준의 통일
- 사업장 피보험자 정보관리 일원화
- 통합납부신고서식에 의한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관리방식 구축
자진납부․월납 방식
- 공유전산망 구축
- 납부시기 및 납부처 통일
- 징수일원화의 조건 충족
- 수요자측면의 편의성 제고
- 수요자측면의 편의성 제고
- 서비스의 신속성 제고
- 사회보험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 제고
- 적용대상의 보편성 제고
- 사회보험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확대된 적용대상에 인력을 배치함
으로써 고용안정 도모
- 중복업무로부터 절감된 행정능력을
소규모 사업장, 임시 일용근로자,
자영자 적용 및 징수업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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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의 일원화가 각 보험종사자의 인력감축
을 위한 시도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물론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경우 낮은 수준에서는 독
일처럼 어느 한 보험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수
탁보험자의 적용 및 징수 조직은 확대되고 위탁보험자의 조직은 축소되
는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나 전체 사회보험 종사자로 보아서는 인력감축
이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또는 증원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복업무 일원화에 의한 여력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보험 운영에 대한 감독 등에 배치하기에는 현행 사회보
험 종사자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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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連繫 및
長期的 改善方案
허재준․안학순

第1節 序 論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체계는 각 사회보험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험에 의한 소득 상실을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 동안 보장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체계이다. 따라서 급여체계는 사회보험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급여의 형태 및 내용에 따라 각 사회보험제도의 내실이 결정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제도로서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러나 이들 사회보험제도가 각각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
하면서 급여항목이 각 사회보험제도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중
복적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등 제도간의 연계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개별 사회보험제
도의 급여항목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사 급여의 중복과
급여 누락의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은 전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
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급여체계에서 중요한 논점은 특정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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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사회보험제도 내에
서 개별 급여별로 논의할 수 있는 차원과 함께, 4대 사회보험간의 급여
수준 일관성 및 급여내용 조정을 통해서 검토해야 하는 차원이 존재한
다.
사회보험 통합논의에서 보다 비중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유사 급여
간의 중복 조정 및 연계강화 방안, 그리고 생애주기와 보험사고 분포에
서 누락된 급여체계의 검토 등이 될 것이다. 유사급여간의 중복 조정 및
연계강화 방안을 위한 쟁점사항으로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병급조정
문제, 급여 및 가입기간의 연계, 서비스영역의 연계방안, 급여지급을 위
한 일련의 각종 기준들의 통일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비효율적인 면
들을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여를 전달하는 방안과 장기적
으로 보다 내실있는 급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별 급여제도를 내실화
하는 방안 등이 사회보험 통합논의의 급여 부문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
항들이다.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우선 현행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체계를 검
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간의 급여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급여 전달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선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전달체계 통합논
의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급여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군인, 공무
원, 교원들을 위한 특수직역연금은 급여체계에 관한 전반적 논의의 범주
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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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4大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現況

1. 4대 사회보험의 급여체계 개관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노령으로 인한 퇴직․장애․사망 등
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이 안
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노령․유족․장해연금 등의 세 가지 기본급여를 마련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1963년에 임의적용으로 시작하여 1989년에 전국민에게 확
대된 제도로서 질병․부상․분만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요양급여와 분만급여의 법정급여와 부가급여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현금급여는 각 조합 정관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은 1964년에 도입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질병
및 부상 치유 비용을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실된 소득을 보장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도모
하기 위한 제도이다. 급여로는 단기급여로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장
기급여로서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1995년에 실시되어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
는 한편 근로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직시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 내용은 <표 4-1>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개별
제도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현행 개정된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가 20년
가입시에는 소득대체율이 30%, 40년 가입시에는 소득대체율이 60%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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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사회보험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구
분

급여의 종류

국
민
연
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의
료
보
험

요양급여
분만급여
요양비
분만비
건강진단
부가급여

산
재
보
상
보
험

고
용
보
험

급여의 구성
-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기본급여：0.3×(A+B)×n/401)
부가급여：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정
액의 부양가족수당

- 현물급여 원칙
현금급여는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

40년 가입시
표준소득월액의
60%

요양급여기간
330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
공자 등은 무제한)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요양급여
요양급여：의료비 전액
휴업급여
휴업급여：상병수당
장해급여
장해급여：연금 및 일시금
유족급여
유족급여：연금 및 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경과후 지급
장의비
장해․유족특별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장해유족특별급여：평균임금 30일분
급여
+α

실업급여

급여수준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 구직급여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
구직급여：
등
평균임금의 50%
- 취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
(25만∼90만원)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주：1) A(균등부분) :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B(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가입연수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2년간 전액 무상이며, 휴업급여는
재해전 평균임금의 70% 수준이고, 이외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특별
급여 등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실직전 평
균임금의 50%이며, 급여지급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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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사회보험 급여체계
4대 사회보험제도의 현행 급여체계를 각 제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퇴직으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받는 노령
연금과 장해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어졌을 때 받는 장해연금,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급여체계의 근간이며, 나머지 반환일시금이
나 사망일시금은 위 세 연금체계를 보완하는 급여이다. 특례노령연금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미 노령에 달하여 단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
부할 수 있는 피보험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
면서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이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다.
나. 의료보험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근간은 임신․질병․부상시에 피보험
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주어지는 요양급여이다. 나머지 요양비와 분만비
는 위를 보완하는 급여종류들이고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 등은 조합의
사정에 의존하여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차적 급여들이어서, 기본적
으로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요양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현물급여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기존에 직장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이 분
리되어 시행되다가 1998년 10월부터 공교와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된 국
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직장의료보험과의 통합이 추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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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개정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급여유형

노
령

수급요건

완전 － 가입기간 20년 이상 ; 60세
(단, 광부, 선원은 55세)
노령연금
조기 －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상;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재직자 － 60∼65세 미만
노령연금 (특수직종 근로자는 55∼65세 미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
감액 － 가입기간 10∼20년 미만 ; 60세
(단, 광부, 선원은 55세)
노령연금
－ 1988년 1월 현재 45∼60세 미만
특례
(단, 광부, 선원은 40∼55세)인 자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분할 － 배우자와 이혼 후 60세가 되거나 60
세 이후 이혼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수급연령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100% +
－60세 이상
가급연금
－1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7.5%의
－55∼59세
75∼95% + 가급연금
－10년 이상 －기본연금액 47.5%의
－60∼64세
50∼90%(연령별로)

－10∼19년 －기본연금액의 47.5∼92.
－60세 이상
5% + 가급연금
－5년 이상
금
－기본연금액의 25% +
－45세∼60세
가급연금
미만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액( 가급연금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
는 연금액의 균분액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
－1∼3급：기본연금액의
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100, 80, 60%+가급연금
－장애등급
장해가 남은 때
4급：기본연금액의 2.25
장애연금
1-4급
－ 초진일 이후 2년 경과시 장애정도를
배를 일시보상금으로
결정
지급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2 －10년 미만
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10∼20년 －가입기간에 따라 40, 50,
유족연금
60% 지급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 미만
던 유족에게 지급(가입기간 10년 미 －20년 이상
만시 특정조건 충족시 지급)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달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부담금+이자
이주시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
반환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
입자; 보험료납입액 +이
자
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반환일시금 상당액,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이 없음
단 가입자 표준소득월
사망일시금
액의 4배 한도 내

연

주：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1년 추가시 5%씩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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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료보험의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종 류

현
물
급
여

급여수준

요양급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330일/년 내(65세 이상자, 장애
인, 국가유공자, 폐결핵 환자는
또는 부상
무제한) ;
외래 진료비의 45∼70%
입원 진료비의 80%

분만급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분만 위와 동일

건강진단1)

사무직 매 2년, 기타 매 1년

요양비
현
금
급
여

수급요건

분만비

전액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요양급여에 준함
외에서 요양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분만급여에 준함
외에서 분만

분만수당2)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분만 조합 정관에 의함

장제비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사망 조합 정관에 의함

본인부담금
보상금3)

본인부담금이 월 50만원 초과 조합 정관에 의함

주：1) 국민의료보험에는 2년에 1회 이상
2) 국민의료보험에는 분만수당 없음.
3) 국민의료보험에서는 100만원 초과의 경우 초과분의 50/100 지급.

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가 그 근간이며,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미리 대불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현금급여인 휴업급여의 수준이 평균임금의 70%로 설계되어 있고, 휴업
급여를 받던 피보험자가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자로 판
정될 경우 상병보상연금으로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 경우 급여지급
기간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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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산재보험의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급여종류

수급요건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3일 이내에 치유되는 부상‧질병일 경우에
요양급여
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
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재해보상)
산재로 인한 휴업
휴업급여
(요양급여와 같이 ‘3일 이내’는 예외규정을 둠)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유 후 장해가
장해보상 남아 있음;
장해등급 1∼3급 또는 4∼7급 중 연금을
장 연금
선택한 피재자
해
급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유 후 장해가
여 장해보상 남아 있음;
장해등급 8∼14급 또는 4∼7급 중 일시금
일시금
선택자
유 유족보상
족 연금
급
유족보상
여
일시금
장의비

급여수준
요양비 전액

1일 평균임금의 70%
329일분(1급：90.1%) ∼
138일분(7급：37.8%)

1,012일분(4급)∼55일분(14급)

47%(유족 1인)을 기본으로 1
인당 5% 증가
피재근로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상한 67%)
일시금으로 지급
1,300일분

재해근로자 사망시 장제 실행자에게 지급 120일분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 폐질자로 판정됨;
장해급여 1∼3급과 동일
휴업급여를 받지 않음
라이프니쯔방식으로 산정한 손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해액에서 보험급여액을 공제
(민사배상의 대불제도로서 유족특별급여 한 금액
특별급여
(그 금액은 보험가입자로부터 1
또는 장해특별급여 지급)
년간 4회 분할하여 징수함)

라.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근간은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구직급
여와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활동보조, 재직자 및 이직 예정자에게 주어
지는 직업․교육훈련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하고 있으며, 급여지급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월 25만 원
에서 90만 원 사이에서 급여가 지급된다1). 그러나 구직급여 외에 고용보
1) 1999년 2월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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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각종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제도 중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수강장려금, 교육수강비용 대부 등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나 기타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은
주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개별 수준에서 직접 급
여가 주어지지 않는다.
〈표 4-5〉고용보험의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급여종류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연
장
개별연장급여
급
여
실
특별연장급여
업
급
조기재취직수당
여

수급요건

급여수준

비자발적 이직 ;
실직 전 1년 중 6개월 이상 피보험
상태 ; 구직활동
직업안정기관의 훈련지시에 의한
훈련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실직 ;
취업곤란; 훈련받기 곤란; 재취직
을 위한 지원 필요

이직전 평균임금의 50%
( 상한： 3.5 만원/ 일, 하한：최저임
금기초일액의 70%)

실업 급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
취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직업능력개발수당 지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
에 구직활동할 때
취직 혹은 훈련을 위해 거주지 이
이주비
전시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고
용
안
정
사
업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

구직급여를 최대 2년까지 연장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일액의
70%를 연장 지급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일액의
70%

잔여 구직급여액의 1/2
5천원/일

운임+숙박비
43,150원∼348,790원
(이주거리 및 동반가족수에 의존)

구직등록 ; 훈련기관의 실업자재취 훈련비용 전액 ; 최저임금의 70% ;
가족수당(3만/인월) ; 교통비 3만원
직훈련과정에 등록

이직 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재직 직업훈련 수강비용 전액
자
(100만원/인 이내)
학자금 전액
교육수강비용대부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중인 근로자
(대부연리 1%)
훈련관련 사업주
직업훈련이나 유급휴가 훈련실시 훈련비의 70∼100%
지원
수강장려금지원

지급 임금의 1/2∼2/3를 6개월 동
고용유지, 채용장려, 고용유지, 고용조정 이직자 채용,
안 지급, 대부분의 고령자․여성
고령자․여성 고용 고령자 및 여성 채용, 보육시설설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액
촉진 사업
치 등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10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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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체계상의 중복
4대 사회보험제도의 현행 급여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급여보장체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간의 비교, 경제활
동기와 비경제활동기,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보험사고의 국제비교 등 여
러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분만의 경우는 질병에 포함시켜
고려하고, 각 사회보험마다 조금씩 다른 급여의 명칭은 대표적인 명칭으
로 사용하기로 한다. 예컨대, 장제비는 의료보험의 장제비와 산재보험의
장의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요양급여는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장애급여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
해급여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산재보
험의 유족급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현물급여인 산재
보험에서의 산재장애인 고용촉진사업과 직업재활훈련, 고용보험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본 절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현행의 급여체계하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원천과 사회보험의 급여
종류 및 급여수준을 도시해 보면 <표 4-6>과 같다.
<표 4-6>에서 살펴보듯이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요한 급여항목

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장애급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
연금과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중복 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산재
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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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생애주기를 통해서 본 각 사회보험의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근로생애

비근로․노령연금
수급전

노령연금 수급기

사망시

보험
사고

급여종류

보험
사고

급여종류

보험
사고

급여종류

국민
연금

장애

장애연금

장애

장애연금

노령으
로인한
퇴직

노령
연금

비산재
유족연금
사망

의료
보험

질병

요양급여

질병

요양급여

질병

요양
급여

비산재
사망

장제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산재
또는
상병연금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연금

산재

상병
보상
연금

산재
사망

장제비
유족급여

장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애

요양급여+
장해급여

실업

직업훈련,
구직급여,
구직활동
보조

실업

직업훈련,
구직급여,
구직활동
보조

훈련
필요

직업․
교육훈련

훈련
필요

직업․
교육훈련

훈련
필요

직업․
교육훈련

산재
보험

고용
보험

보험
사고

급여종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에도 피보험자의 유족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과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게 된다. 또한 산재사고로 인하
여 상병보상연금을 수급받게 되는 피보험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에 달한 경우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수
급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
로 인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장애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2분의 1에 해당하
는 액으로 조정하여 지급(국민연금법 제93조 제1항)하는 방식으로 국민
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 급여 관계에서 장해급여와 유족연금의 병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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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과 산재보험의 상병보
상연금 간에는 아무런 병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로 인
하여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이에 대한 단기간의 소득
보장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피보
험자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
되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는 기간의 제한
이 없고, 휴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
업주는 이에 따른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병
보상연금을 수급하는 피보험자가 근로기간 및 휴업급여를 수급받는 기
간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
령에 달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상병보상연금과 노령연금을 동
시에 수급하게 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급여의 중복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은 경제
활동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비경제활동인구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 두 제도의 주
요 적용인구는 그 범주가 다름으로 인해 급여의 중복 수급이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에는 국민연금은 그 적용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60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한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60세 이전에 취업한 자는 65세 이전까
지 적용대상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하의
피보험자가 실업이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과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현재 병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보험
의 구직급여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상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의 1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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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도록 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의 2).
또한 개정 국민연금법에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
설하여(국민연금법 제93조의 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가 급여의 중
복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조항은 국민연금
의 노령연금의 수급이 정지되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만이 지급되는 결
과를 낳게 된다.
여기서 병급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일차적
인 원인을 중심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자.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관계에
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사업장에서의
재해로 인해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
험료를 납부하던 자가 사업장을 떠나게 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
격도 부여되어 두 가지 급여의 중복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위험발생 원인을 산재사고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급여를 감
액하는 것은 논리적인 정당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고용보험의 구직
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
는 일차적인 원인은 실업에 의한 것이다. 만약 피보험자가 완전노령연금
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들 완전노령연금 수
급자의 노동시장에의 재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데,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은퇴가 아닌
실업이 이직의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중복 급여 수급시 고용보험의 구직급
여를 감액하는 것으로 병급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급여를 중복 수급하게 되
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가 피보험자의 위험 발생에 의한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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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국민연금의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
연금법상의 병급조정사항이 정당한 것이며, 현재 고용보험법상에서 노
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
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병급조정의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산재
보험의 중복 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의 해당급여의 50% 감액이 이루어지
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중복 지급될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연금의 해당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조항을 정리하여, 중복 수급이 이루어지는 급여
를 병급조정을 통해 어느 한 쪽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급
여수급 자격만을 인정하고 다른 한쪽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 급여에서 산재보험의 급여수급 자격만
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안은 ‘기여에 의한 보장’을 사회보험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간주하기보다 특정 위험에 대한 최소한 또는 적정한 보호가 가장 우선
적인 원칙이라고 보는 태도에 입각한 것이다.
‘기여에 의한 보장’ 원칙을 우선시한다면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

에서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한 보험(예컨대, 산재보험)이 보
장을 해주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보험(예컨대, 국민연금)에서의 해당급여
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급권을 축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권은 영국과 같이 국가가 보호할 보험사고를 각각의 보험제
도가 아닌 해당하는 급여로써 포괄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사회보험체
계를 설계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중복’ 수급권이다. 급
여조정 방식은 현행 4대 사회보험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통
합된 체계 속에서 각 보험사고마다 적절한 보호 방식을 추구하는 태도
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중복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간의
노령연금과 상병보상연금 간에는 병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
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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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급여의 중복 문제는 사회보험 각 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위
험에 대해 독립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급여를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계
층과는 대조적으로 아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
서 기본적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제대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생애주기(life stage)에 따라 각 위험을 포괄적
으로 그리고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제도간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급여의 공백
현행 급여체계하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보험사고별 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현행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의료보험상의 상병수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
〈표 4-7〉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보험사고별 급여종류
임금근로자
보험사고

사회보험

질 병

의료보험

장 해
사 망

비임금근로자
보험사고

사회보험

급여종류

요양급여

질 병

의료보험

요양급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 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유족급여

사 망

국민연금

유족급여

퇴 직

국민연금

퇴 직

국민연금

노령연금

실업
교육훈련
필요

고용보험

실 업

고용보험

구직활동
보조

산재보험

노령연금
구직급여
직업훈련
구직활동보조
교육훈련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보험

유족급여

비
산
재

산
재

단순
산재
장해
사망

산재보험

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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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모두 질병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상실되
더라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며, 요양급여를 통한 의료
서비스만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상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
여가 동시에 지급되고 있어 산재사고에 대한 현물 및 현금급여가 갖추
어져 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비임금근로자에
게 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재해적 성격을 띠더
라도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비산재 질병․장해․사망
에 준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비
임금근로자의 경우 실업기간의 구직활동비 혹은 생계비, 교육훈련 필요
에 의한 교육비 등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충당된다.
현행 급여체계하에서 분만비, 장제비 등을 제외하고 주요한 급여들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 기간과 비경제활동 기간의 보험사고별
로 급여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표 4-8>과 같다.
마찬가지로 비산재 질병의 경우 이에 대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제
〈표 4-8〉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기간의 보험사고의 분류와
급여종류
경제활동기
보험사고

사회보험

질 병

의료보험

장 해
사 망

비
산
재

퇴 직
실업
교육훈련
필요
산
재

단순
산재
장해
사망

비경제활동기
보험사고

사회보험

급여종류

요양급여

질 병

의료보험

요양급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 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유족급여

사 망

국민연금

유족급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퇴 직

국민연금

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급여종류

직업훈련
구직급여
구직활동보조
교육훈련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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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나, 상병수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휴업
급여가 동시에 지급되어 산재에 대한 현물 및 현금급여가 갖추어져 있
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수입의 중단과 예외적 지출사고별로
마련되어지는 소득보장체계에 비추어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체계를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현행 사회보험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비산재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에도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취학연령 이전의 아동양육에 대한 보장인 가족수당(family
allwance)과 무주택 세입자의 주택비용(housing benefit)에 관한 보조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출산급여 및 상병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등이 급여체
계에서 누락되어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포괄적인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

〈표 4-9〉수입의 중단과 예외적 지출의 관점에서 본 현금급여의 종류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급여종류
지칭되는 급여종류
사회보험
단기간
상병급여
×
×
비산재
장 애
장애급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질병
사 망
유족급여
국민연금
유족급여, 장제비
단기간
상병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입의 산업
장 애
장애급여
산재보험
장해급여
중단
재해
사 망
유족급여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제비
실 업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노 령
퇴직급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출 산1)
출산급여
×
×
예외적
아동양육
아동수당
×
×
주거비
주택수당
×
×
지출
주：1) 출산에 관하여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유급출산휴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보험에서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부 분만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두고 출산에 대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위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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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들이 단기간 내에는 도입되기 어려운 것이
나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
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급여의 비형평성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시간제
및 일용근로자 등의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적용에서 이들 계층을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접근함으로 인해 해당급여의 지급은 다른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그
렇지 못하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사용주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보험료

의 50%를 부담하는 반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자영자로 보험
을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시․시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계약기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이들은 마찬가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
사회보험료가 사용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면서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4인 이하 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불
완전취업자에게 이러한 보험료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용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대다수 비정규근로자들을 자영자 자격으로 제도
에 가입시키는 것이 사실상 정부의 행정력 부족에 기인함을 고려할 때
조만간 이들 근로자들을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에서는 2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의 임시직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하며, 의료보험에서는 3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의 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의료
보험에서 모두 지역가입자로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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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給與의 連繫方案

사회보험 통합논의에서 급여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
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급여의 완전통합 방안(제1안)이다. 이는 각
급여체계가 사회보험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같이 전급여체계가 국민보험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
한다. 둘째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계가 가능한
급여체계를 검토하여 급여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중복 수급이 가
능한 급여에서는 병급조정을 하는 방안(제2안)이다. 셋째는 4개 보험의
고유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사회보험 기관에서 급여지급 업
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제3안)이다.
이상의 세 가지 안이 사회보험 급여의 통합논의의 큰 테두리인데, 첫
번째의 급여의 완전통합안은 사회보험제도의 전체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4개 보험체계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
래서는 현실적인 검토방안이 될 수 없다. 사회보험간의 구별을 없애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사회보험 재정을 국민보험료로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여야 하며, 급여를 관리하는 기구도 급여사
무소에서 통합적으로 심사․지급하여야 급여의 완전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각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제2안 또는 제3안에 대
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안과 제3안은 현행의 급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차이점은 급여지급의 일선전달체계를 현재처
럼 분리하여 관리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보험사무소에서 4대 사회보험의
급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느냐이다.
관련 급여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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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및 장해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고
용보험의 구직급여 간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가입 기간의
연계방안,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와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
서비스 등의 서비스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산정
시의 기준소득과 급여 지급시의 기준소득의 일치 등 급여 지급기준의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사항들에 중점을 두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며, 일선전달체계의 통합과 관련
된 논의는 제5장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 사회보험 중복 급여의 병급조정 방안
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1) 병급조정의 보완 및 검토방향
현재는 동일한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
금을 중복 수급할 경우, 병급조정 현황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100%
지급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50% 지급되는 것으로 병급조정이 이
루어지고 있다3).
장애급여와 관련하여 두 보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급여
의 지급기준 임금이 산재발생 전 ‘평균임금4)’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장해발생 전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어 급여보상체
계에 있어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기준임금이 보다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
3)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내역 중 평균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가 1,470,121원이고,
지역가입자가 635,310원이다.
4) 평균임금은 산재발생 직전 12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정의되는 도구적
개념으로서 임금총액이나, 평균소득(보수)월액, 통상임금과 같이 급여항목을 통해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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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장해가 발생한 뒤 필요한 요건이 충
족되면 장해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등급 판정 시기에서
도 산재보험이 피보험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가 국민연금
의 장애연금보다 보다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의 병급조정은 산재보험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따라
서 국민연금에서 급여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위험발생의 원인
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방법은 다양한 병급조정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국민연
금상의 장애연금의 감액 수준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해져 있으므로 적절한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감축폭이 현재보다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급여연계 방안을 새로이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보험의 운영원칙을 기여에 의한 보장보다 보험사고에 대한 소득
보장에 두는 방안으로서, 산재보험은 근로생애기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간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사
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생애 동안까지는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지
급하는 한편, 산재보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하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 대해서는 급여 관장기관을 국민연금으로 이관하여 국민연
금의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하는 방법이다.
근로생애기간

연금수급연령 이후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노령연금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이 조정될 경우 기존에 양 보험의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관련법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해당자에게만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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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등급의 조정

장애로 인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을 위한 장해 판정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기준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서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을 지급받고,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장해등
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피재자는 연금을 지급받고, 8급부터 14급의 피재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간에 일시금과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의 차이는 급여의 병급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자들에게 혼
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일관된 조정이 필요하다.
나.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1) 병급조정의 평가 및 보완 방향

현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병급조정은 장애연금과 마찬가
지로 산재보험은 100% 지급되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50% 감액하
여 지급된다.
현행의 유족급여 병급조정에 대해서도 장애급여에서와 유사한 평가가
가능한데, 적절한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에 따라 산재보험의 유족연금은
현재 100% 지급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감액폭이 현
재보다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급여의 수준에서 산재보험의 유족연금은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가산금
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으로 산정된
연금액만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보다 일관
된 제도운영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3) 유족의 범위 규정

산재보험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여 ‘형
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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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 유족연금간의 급여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유족 범위에 있어서 형제자매에 대한 조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
다. 또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의 장
애등급이 일관성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장애등급 2
급 이상자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장해등급 3급 이상자를 포
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 범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나 혼란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의
장애등급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여자 배우자가 유족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
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한다”는 조항은 우리 나라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그 타
당성을 검증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유족연금 우선순위 규정은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양 보험법에서 동일하나 국민연금법이 더 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하여금 국민연금법의 유족 순위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4) 기타 유족급여의 병급조정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피보험자의 사망(국민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이고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에 의해 주어지는 급여종
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 4-10>과 같다.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과 산재보험의 ‘제43조 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유족이 없는 경우 그 외의 유족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의 경우는
가입자의 사망시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의 제43조 일시금의 경
우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유족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유족연금 외에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일
시금,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과 산재보험의 제43조 4항의 일시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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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일시금’) 과 같은 유족급여들은 현행의 병급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병급조정도 앞의 장애급여나 유족연금의 원칙
을 준용하여 병급조정 방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재보험을 중
〈표 4-10〉가입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살펴본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급여
수급
요건

국민연금
급여
종류

지급대상

노령‧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와 가입자 또
피보험자 유족 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시 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

산재보험
급여
수준
가입기간
에 따라
기본연금
액의 40,
50, 60%

급여
종류
유족
보상
연금

지급대상

급여수준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일
재해근로자의 사망시 액에 365를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곱하여 얻은
있는 유족에게 지급
금액)의
47∼67%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유족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평균
일 시 금 반환 있는 유족에게 연금 대 보험료+
보상 있는 유족에게 연금 임금일액의
을 청구 일시금
이자
1,300일분
일시금 대신 지급
신 지급1)
할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
약 4개월
유족이
었던 자의 사망시 유족
사망
분의 표준 제43조
없 는
연금 수급자격의 유족
소득월액 일시금
일시금
경우
이 없는 경우 그 외의 3)
2)
유족에게 지급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유족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
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4)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일액
× (1,300일 지급한 연금
액을 평균임
금으로 나눈
일수)

주 :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사망시에 지급하며, 10년 이상 가입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2) 그 외의 유족이라 함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이외의 배우자․자녀․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
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의미함.
3)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
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
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화시키면 약 4개월분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4) 다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
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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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일차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국민연금에서는 급여의 조정이 이루
어지든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유족이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다.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현행 사회보험급여의 병급조정에서는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
민연금의 노령연금 간의 병급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이에 대
한 단기간의 소득보장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근로자가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
되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는 기간
의 제한이 없게 된다.
또한 휴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
주는 이에 따른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병보
상연금을 수급하는 피보험자가 근로기간 및 휴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에 달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상병보상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
에 수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병보상연금과 노령연금 간의 병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여타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병급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상병보상연금은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 상실을 보장
하는 것이므로, 경제활동기 동안의 소득 상실은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
금에서 보장하되 경제활동기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보장의 책임을 이
관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상병
보상연금을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기금에서 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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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생애기간

연금수급연령 이후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 병급조정 개선방향

현행 병급조정 사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권자가 국
민연금상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
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9조의 2).

개정 국민연금법상에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구
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하고 있다(국민연
금법 제93조의 2).
이러한 병급조정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모두 중복 급여를 제한하
는 조항을 마련하여 서로간에 급여의 지급을 감액 또는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구직자로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
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국민연금법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동안 연금지
급을 정지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국민연
금의 급여를 유예하게 되는 방향으로 병급이 정리되게 된다. 따라서 현
재 고용보험법상에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
서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용한 조항이다.
마.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의 장제비
산재를 당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시 장제 실행자에게 장의비가 지급
된다. 또한 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시 각 조합 정관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장제비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에 의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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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사망시 산재보험에 의한 장의비와 의료보험의 장
제비가 동시에 지급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의료보험이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데,
앞으로 통합 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 장제비에 대한 조항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의료보험의 장제비의 중복 수급은 현 단
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가 어렵고, 산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만 장의비를 전액 지불하고, 비산재 사망의 경우 의료보험
의 장제비를 다소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급여 가입기간 및 최소 가입연령 연계방안
급여 가입기간의 연계방안은 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심으
로 논의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피보험자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특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소속 연금체계가 바뀔 경우 가입기간이 연속
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현재 급여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를 위하여 가입기간 통산제도(通算制度)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최소 가입연령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법
의 최소 가입연령이 근로기준법과 일치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최소
근로연령이 15세인 반면, 국민연금법은 18세 이상이어서 15세부터 취업
하는 근로자는 3년 동안 가입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국민
연금의 최소 가입연령을 단계적으로 15세로 낮춰야 한다.
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서비스연계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과 산재보험의 직업재

180

활훈련 및 산재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재의 직업재활훈련은 그 효과성이 적어 훈련이수자의 재취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그 원인은 직업훈련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훈련교사의 자질부족, 인력부족 등과 함께 훈련이수자에 대한 직업알선
서비스의 미비가 더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산재장애인의
취업알선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산재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산재장해등급 1∼10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 정도가 경
미한 산재장애인은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
가 있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재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으나, 직업알선 서비스는 구
인계측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의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
므로, 고용보험의 직업정보체계를 산재장애인의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선사무소
의 직업알선 업무를 고용보험의 직업안정기관의 업무에 통합시키고 고
용취약자의 취업알선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4. 급여지급의 기준통일 방안
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1) 양 보험의 장애등급 일관성 결여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비교해 보면
양 보험의 장애등급체계가 대체로 일관성이 있으나 일부 일관성이 결여
된 장애등급들이 존재한다. 즉, 산재보험의 장애등급 7급에 국민연금 4
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들어 있는 반면, 8급과 9급에는 국민연금의 3급에
해당하는 장애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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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을 살펴보더라
도 일관성이 결여된 장애등급들이 존재하는데, 국민연금 장애등급 1급
에는 산재보험의 2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들어 있는 반면, 2급에 산재보
험의 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2급에 산재보험의 6급
에 해당하는 항목이, 3급에 산재보험의 4∼5급에 해당하는 장애현상이
규정되어 있고, 3급에 이미 산재보험의 7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3급에
산재보험의 6급에 해당하는 장애현상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등급 판정
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자세한 내용
은 <부록>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등급 조정방안 참조)
2) 평가 및 보완방향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장애 14개 등급의 항목들은 업무상 재해라는
특수한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고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은 국민연
금의 장애등급이 포괄하지 않는 장애등급까지를 포함해야 하므로 국민
연금의 장애등급에서 포괄하지 않는 구체적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산재장애등급 7급의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9급
의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11급의 10. 10개 이상
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급의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
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등은 산재사고로 인해 이러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장애등급에 포함시켜 보호해야 하는 사항들이지만, 국
민연급상의 장애등급에는 굳이 포함시켜 보호해야 할 사항은 아닐 수 있
다.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이 업무상 재해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포
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장해)등급체
계가 완전히 통일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관련제도의 장애등급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장애인들이 동일한 장애에 대하여 각 복지체계별로 각
각의 장애등급 판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상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
애판정 등급(6등급)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4등급)은 통합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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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의 구체적 항목들은 국민연금의 항목들과 순서
상 일관되게 재조정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번의 장
애 판정으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이 동시
에 판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나. 보험료 부과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임금의 통일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임금은, 국민연금은 표준보수월액을, 의료보험
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표준보수(소득)월액 기준이 서로 다른데, 국민연금은 ‘임금총액에서 비
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포함)을 제외한 임금’으로, 의료보험은 ‘임금
총액에서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변동급을 제외한 임금(대체로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급여지급 기준임금을 이직 또는 산재사고 발
생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지급에 있
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비해 보다 포괄적
인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체적으로 사회보험의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간의 급여의 병급조
정 및 급여연계방안을 고려할 때에도 급여지급 기준임금의 일원화는 필
수적이므로 조만간 급여지급 기준임금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통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국민연금
과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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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給與支給 業務 및 傳達體系의 改善

1.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급 업무 통합논의의 검토사항
사회보험 통합논의에서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제도 자체의 연계강화
및 일관성 있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급여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향후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일선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며, 적용․징수 부문과 함께 사회보험 관리
운영기구 통합방향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을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논의의 바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지급의 일선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급 업무의 현황 및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해

야 한다.
만약 4대 사회보험 중 전부 혹은 일부가 각기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가
지고 있지 않고 서비스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급여지급 통합뿐만
이 아니라 해당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에서 급여지급 업무 및 급여심사, 관련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 전문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여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혼합된 급여
업무가 개별 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면 각각의 사회보험제도가 독자
적인 일선전달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선 논의가능한 급여 업무와 관련된 일선전달체계의 개선안
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선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사회보험제도의 전달체계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 긴밀한 정보공유체계의 확립을 통해 급여 업무의 효율화
를 꾀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선전달체계의 완전통합 방안이다. 이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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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급여사무소와 같이 한 곳에서 관련 사회보험 급여의 업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이 갖는 주요한 장점은 각종 사회보
험 급여의 one-stop 서비스를 통해 보험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두 가지 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우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급 업무의 고유성 및 중복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혹은 자주 급여사무소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4대 사회
보험 모두에 존재한다면 일단 각 보험기관에서 요원을 파견해서 근무하
는 형태의 통합 급여지급 기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일단 보험사고가 났을 때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보험기관이 적합성 판단을 해서 온라인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급여지급 업무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그만큼
지급 업무의 통합은 실익보다는 비효율을 낳을 것이다. 예컨대, 일정지
역 단위마다 4대 보험 종합서비스 기관이 존재하고, 그곳에 4대 사회보
험 각각의 인력이 근무하는 경우 일선전달기관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나 산재보험 등은 과도한 일선조직을 갖게 된다.
현행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
험의 급여 업무를 검토해 볼 경우,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기가 아닌 현재
의 경우 국민연금의 급여 업무는 아직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기가 되었을 때에도 국민연금은 일단
급여의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급여수급이 결정되면, 그다지 자주 급여사
무소를 방문한 필요가 적어진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은 요양기관에서 대부분의 급여지급이 이루어지
며, 전문적인 영역은 산재 심사 및 진료비 심사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
어지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이들 사회보험제도와는 매우 다른 성격
을 갖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실업급여인 현금급여가 주
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와 실업급여를 수급하
지 못하는 자 모두가 고용보험의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받

第 4 章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連繫 및 長期的 改善方案 185

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가
함께 수반되어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서비스의 성격이 여타의 사회보험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전달
체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중 피
보험자가 가장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곳이 고용보험의 직업안정조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하나의 통합된 급여기관을 만들고 각 사
회보험에서 각각 관련인력을 파견하여 한 곳에서 모든 사회보험을 관장
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이나 조직면에서 과도한 행정상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잦은 방문을 필요로 하는 고용보험을 제
외한 나머지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의료보험은 급여와 관
련하여 피보험자가 관련사무소를 자주 방문할 가능성이 적어 읍 또는
면․동 단위의 급여사무소를 설립할 필요가 작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일선전달체계의 통합을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보면, 그 나라에서는 매우 다양한 포괄적인 급여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대다수의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회보험 사고와 관련된 각
종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
히 관련되어 관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급여사무소를 자주 방문할 필요
가 크게 된다.
그러나 현재 아직 그렇게 포괄적인 급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나
라에서 현행 사회보험제도만으로 피보험자의 급여사무소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전달체계 개선의 두 가지 차원 가운데 일선전
달체계의 완전통합은 현재로서는 그 기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급여가 보다 포괄적으로 마련되고 사
회서비스가 발달하고 공적부조가 보다 포괄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게 되
어 사회복지가 일반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전달체계의 마련이 바람
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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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지급 일선전달체계의 개선방향
현 시점에서는 현행의 각각의 사회보험별 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전
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주요한 두 가지 사항은 고용보험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적 유연성과
각 사회보험별 정보공유체계의 확립이다.
고용보험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적 유연성이란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여타의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는 직업안정조직이 4대 사회보험 업무를 비롯한 모든 복지관련 업
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복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안정조직이 실업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
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업급여 업무 및 실업대책 업무와 함께 관련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사회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
인 사회복지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
험의 직업안정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여타의 사
회보험제도들 중에서 가장 일선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앞으로 보다 많은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보
험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적어도 중복 급여에 의
한 병급조정을 위해서 각각의 사회보험기관에 별도로 방문하여 이중신
고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져야 하며, 관련된 한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해결가능한 다른 사회보험의 관련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체계가 보다 성숙화되어 가족수당 및 상병급여 등의 각종 급여가 새로
이 도입되고, 포괄적인 급여체계가 확립되면 급여관련 업무의 증가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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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를 염두에 두면서 보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여의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가 보다 심도깊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第 6 節 長期的인 給與體系 改善方案

본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급
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급여제도 내의 개선
현행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각 제도별 접근법으로 ①
적절한 급여수준 보장과 ② 제도의 견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적절한 급여수준은 시대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하
고 그 수준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
여수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
다.
제도의 견실화는 각 사회보험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
정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
해 의료보험제도의 진료수가제도 개선, 본인 부담률의 하향 조정, 요양
급여기간 제한의 폐지 및 장기화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검
토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위험인 노령으로 인한 퇴직시의 소득보장을
현행과 같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하여 각각 접근하기보다
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꾀해야 할 것이며, 재정부담 및 급여수준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 및 공교․사립학교교직
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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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 제도별로의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서는 여성의 임
신과 출산에 따른 가입 중단 혹은 보험료 미납시 연금에 계속 가입될 수
있도록 보험료의 부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2개월 유급휴가 기간을 넘어서는 무급휴직인 경우 연금재정 혹은 적절

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 보상하는 치료약과 처치 범위의 확대, 투병기
간 동안의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에서 물리치료 중의 극히 일부만에 산재보험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산재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치료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관련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
정적인 재활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보험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장기실업자 실업급여 지급방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의 적용방안, 무급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방안,
구직급여의 수준 및 부양가족수당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사회보험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관리감독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2. 적용대상의 확대 및 새로이 도입해야 할 급여의 검토
적용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과 보건복
지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간에 임금근로자체계와 자영자체계에 대한
일관된 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점들
이 해결되고 나서야 제도가 보다 많은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
련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체계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급여 내용
으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비산재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에도 상병수당(sickness benefit), 취학연령 이전의 아동양육에 대한 보장인 가족수당(family
allwance)과 무주택 세입자의 주택비용(housing benefit)에 관한 보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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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포괄적인 급여체계를 갖추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급여들이 단기간 안에는 도입되기 어려
울 것이나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절
한 재정부담 방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
이다.

第 7 節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사회보험 통합논의 중 급여 부문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제도
급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급여연계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통합을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면서 급여 부문 또한 통합을 위한 방안 내지 연계를 위한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물론 기존의 각 사회보험제도들이 개별적으로 발전
하면서 급여항목 또한 각 사회보험제도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제도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포괄적
이고 내실있는 소득보장체계를 형성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사 급여의 중복 및 누락을 검토하는 것은 전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어 각 제도의 내실화방안
및 개선방안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보험 통합논의에서 급여 부문에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각 유사 급여간의 중복 조정 및 연계강화방안, 서비스 연계방안, 그리고
누락된 급여체계의 검토, 장기적인 사회보험급여 발전방향 등이 함께 논
의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간의 연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및 장해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그리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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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노령연금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간의 병급조
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
와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 서비스 간의 연계방안도 검토되어
야 한다.
이외에도 각 사회보험간의 연계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선행조건으
로 보험료 산정시의 기준소득과 급여지급시의 기준소득의 일치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이 일관되게 조정되어 피보험자가 각각의 장애급여를 받기 위
해 이중으로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개인의 생애기간 동안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특
수직역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입자의 신분 변동시 연금 수급권이 인정
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제도 내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의
료보험의 상병수당과 고용보험의 부양가족수당 같은 누락된 급여항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
련 및 고용촉진사업 간의 연계방안이 검토되어 사회보험 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급여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특수직역연금은 논외로
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직역연금이 현재
까지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의 국고보조 및 급여 내용에서 매우 특혜적
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수직역연금의 개선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방안이 함
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직역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
입방안도 이후 검토해야 할 중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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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産災保險과 國民年金의 障碍等級 調整方案

1. 장애등급 판정시기 및 중복 판정, 일시금․연금지급기준의 개선
방안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장애등급의 판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

며, 동일한 피보험자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급여를 중복 수
급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급여를 100% 지급하고, 국민연금 장애급
여를 50% 지급하는 병급조정이 이루어짐.
- 향후 두 보험간의 병급조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장애급여와 관련

된 장애판정 시기, 연금과 일시금 지급의 장애기준 통일, 장애등급
의 일관된 조정이 필수사항임.
가. 장애등급 판정시기의 불일치
- 국민연금은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고 본인

의 청구에 의해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유후 장해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또한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장애의 원인 발생 후 6개월 이후를 기준

으로 장애를 판정하되, 장애 종류나 장애인의 상태 등에 따라 의사
가 결정할 수 있음.
- 이렇듯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 시기가 불

일치하여 동일한 사람이 장애 판정을 여러번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
래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등급의 연계와 더불어 판정시기를 일치하여 한 번의 장

애판정으로 각 제도상의 장애등급이 결정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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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등급의 중복 판정
- 장애를 당한 사람이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의 장애 판정
(14등급), 국민연금의 장애 판정(4등급) 및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판정(6등급)을 각각 받아야 함.
- 따라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판정을 일

관되게 조정하여, 한 번의 장애 판정으로 해당 사회보험 및 복지서
비스의 장애등급이 결정되게 함.
예 : 산재보험 장애등급으로 1∼2등급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 장애
등급 1급으로 인정함.
- 조정방법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수급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산재의 장애 판정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해등급이 결정되게 함.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산재의 장애 판정으로 장
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이 결정되게 함.
․국민연금의 장애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연금의 장애 판정으로 장
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이 결정되게 함.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분류를 모두 포괄

할 수 있는 일관된 장애인등급 기준을 설정해야 함.
다. 장애연금과 일시금 지급의 기준 불일치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장애등급별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데, 국민연금에서는 장애등급 1급에서부터 3급까지는 연금을,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받고, 산재보험은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8급부터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음.
- 그러나 장애등급이 일관성이 없어 유사한 장애 내용에 대해 산재보험

에서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는 일시금을 수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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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재보험의 6급 - 장애연금 수급 -

국민연금의 4급 - 일시금 수급 -

6급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 4급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
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
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애가 남은 자
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산재보험의 7급 - 장애연금 수급 -

국민연금의 4급 - 일시금 수급 -

7급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4급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
애가 남은 자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
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는 3개 이상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는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
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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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조정방안
가.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애등급의 현황과 문제점
- 산재보험은 14등급의 장애등급을 사용하며, 국민연금은 4등급의 장

애등급을 사용하는데, 산재보험의 장애등급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을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유사하나 일부 일관성이 결여된 장애등급
들이 존재.
- 산재보험의 장애 14개 등급의 항목들은 업무상의 재해라는 특수한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이 포괄하지
않는 장애등급까지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보다 장애분류가

상세히 되어 있고, 따라서 두 장애등급 간의 비교시 국민연금 장애
등급에서는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가 산재보험의 장애등급
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이 두 보험이 포괄하는 장애의 내용을 일치시킬 수는 없으며,

두 보험에서의 장애등급의 순서를 일관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체장해등급과 국민연금 신체장애등급간의 비교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국민
연금

1급

국민연금상 장애 내용

산재보험상 장애 내용(장애등급)

1.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두 눈이 실명된 사람(1)
로 감퇴된 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2)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1)
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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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국민연금상 장애 내용

산재보험상 장애 내용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1)
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1)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2)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2)
서 상실한 자
6. 1급의 1 내지 5 외의 자로
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
상태이며 상시개호를 요하
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급 7. 정신이 노동불능 상태로서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상시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
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람(1)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2)
8.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노동불능 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감시 또는
개호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
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 는 자
1. 두 눈의 시력이 0.04 이하로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3)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2급
0.06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1)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
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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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국민연금상 장애 내용

산재보험상 장애 내용

4. 척추에 현저한 변형이나 고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
도의 운동장애가 남은 자
가 남은 사람(6)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5)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5)
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4)
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5)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4)
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

2급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3)
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4)
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 -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상에서 상실한 자
(4)
11. 위의 1 내지 10 외의 자
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
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
도의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에 노동불능의 장애가
남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신경
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
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
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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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국민연금상 장애 내용

산재보험상 장애 내용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 두 눈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자(4)
감퇴된 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5)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
사람(4)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
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4)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가 남은 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6)
4. 척추의 기능에 중증도의 장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애가 남은 자
못 쓰게 된 사람(6)
5.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
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로 못 쓰게 된 사람(6)
남은 자
3급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가 남은 자
잃은 사람(6)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7)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5)
에서 상실한 자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 쓰게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된 사람(7)
11. 위의 1 내지 10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
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
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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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3급

국민연금상 장애 내용

산재보험상 장애 내용

12. 정신에 신경계통이 노동에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
사할 수 없는 사람(5)
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
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상병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
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
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1. 두 눈의 시력이 0.2 이하로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6)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
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6)
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
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6)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7)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4급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7)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
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
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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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국민연금상 장애 내용

산재보험상 장애 내용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
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
가 남은 사람(9)
가 남은 자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
해가 남은 사람(10)
4.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8)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해가 남은 사람(7)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
자
쓰게 된 사람(8)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
장해가 남은 사람(7)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은 자
못 쓰게 된 사람(8)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
상실한
자
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4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8)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9)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
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1 내지 8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
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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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국민연금 상 장애 내용

산재보험상 장애 내용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사람(7)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
가 남은 자
4급

11.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
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
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
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2)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에만 존재하는 항목

※ 참고：산재보험의 장해등급에는 있으나,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에
해당 안 되는 항목들을 장해부위별로 정리한 내용이며, 괄
호안에 있는 숫자는 산재보험 장해등급의 급수를 의미함.
ꁯ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
사할 수 없는 사람(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
지 못하는 사람(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9)
흉복부 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
ꁯ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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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8)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9)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10)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13)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9)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9)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13)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
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1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12)
ꁯ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9)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11)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1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14)
ꁯ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9)
ꁯ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9)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10)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11)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12)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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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된 사람(14)
ꁯ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11)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12)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13)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14)

ꁯ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3)
ꁯ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8)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람(10)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
ꁯ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
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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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1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1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13)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
를 잃은 사람(1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
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14)
ꁯ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9)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12)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
게 된 사람(12)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
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
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3)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4)
ꁯ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10)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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ꁯ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7)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
도로 제한된 자(9)
ꁯ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12)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12)
ꁯ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8)
ꁯ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7)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12)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12)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14)
ꁯ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7)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9)
ꁯ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2)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4)
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조정방안
-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이 업무상 재해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체계가 완전히 통일될 수는 없음.
- 그러나 현재 관련제도의 장애등급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장애인들이

동일한 장애에 대하여 각 복지체계별로 각각의 장애등급 판정을 별
도로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산재보험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항목
과 국민연금의 항목을 순서상 일관되게 재조정해야 함.
-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은 업무상 재해라는 특수한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고 세분화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산재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질수록 더욱 포괄적인 장애를 포함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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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
-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이 더욱 포괄적이지만 이는 산재에 의한 장애

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내용을 국민연금의 장애등
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 아닐 수 있음.
- 따라서 산재보험의 장애등급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완전히 통일

될 수는 없으며, 두 장애등급을 비교하여 일관성을 지니도록 재조정
하는 것이 필요.
- 본 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분류를 다루지 않으며, 산

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춤. 이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과의 구체적인 등급조정방안은 이후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함.
- 이하의 표에서는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국

민연금의 몇 등급에 속하는 것인지를 나타냄.
-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등급순서상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
산재
보험

장애 내용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제
1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급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2.
3.
제
4.
2
5.
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국민
연금
1
2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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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1, 2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의 1등급으로 인정

한다.
ꁯ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
산재보험

국민연금

1급의 2항
2급의 3항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 -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기능을 상실한 자
산재
보험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장애 내용

국민
연금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

2
2
1

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3
3
3

사람

4.
5.
6.
7.

한
한
두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2
2
2

1.
2.
3.
4.
5.
6.
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3
2
2
2
2
3

한
한
한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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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3, 4,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의 2등급으로 인정한다.
ꁯ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
산재보험
3급의 3항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의 1항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4급의 2항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4급의 3항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
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5급의 1항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5급의 6항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급의 8항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산재
보험

국민연금
1급 7항
; 정신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개
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3급 1항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급 3항
;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급 2항
;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
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3급 1항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
된 자
3급 10항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 12항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
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
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국민
연금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3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
장애 내용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6
급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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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6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의 3등급으로 인정한다.
ꁯ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
산재보험

국민연금

6급의 3항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
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급의 4항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급 2항
;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
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6급의 5항
;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
능장해가 남은 사람

2급 4항
; 척추에 현저한 변형이나 고도의 운
동장애가 남은 자

산재
보험

제
7
급

4급 2항
;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
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장애 내용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

국민
연금
4
4

4
3

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9.
10.
11.
12.
13.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3
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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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장애 내용
1.
2.
3.
4.

제
8
급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제
9
급

9.
10.

11.
12.
13.
14.
15.
16.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
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국민
연금
4
4

4
4
4

4
4

4

4

210
산재
보험
1.
2.
3.
4.
5.
제
10
급

국민
연금

장애 내용

6.
7.
8.

9.
10.
11.
12.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
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4

4

- 산재보험 7, 8, 9, 10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의 4등급으로 인

정한다.
ꁯ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
산재보험

국민연금

7급의 6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3급 7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
을 상실한 자

7급의 7항
;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3급 8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
도록 장애가 남은 자

7급의 11항
;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 쓰
게 된 사람

3급 10항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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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장애 내용

제
11
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
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2
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국민
연금

212
산재
보험

제
13
급

장애 내용
1.
2.
3.
4.
5.
6.
7.
8.
9.
10.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
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
2.
3.
4.
5.
6.

제
14
급

국민
연금

7.
8.
9.
10.
1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
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한 발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
게 된 사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①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함.
②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
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함.
③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 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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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⑤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
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 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산재보험 장애등급의 11, 12, 13, 14등급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에는

없는 내용으로 업무상의 재해인 경우를 상정한 장애이므로 국민연금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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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의는 사회보험제도 통합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적용․징수 및 급여의 각 부문별 통합의 전제이자 최
종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관장부처 및 관련공단의 다원화로 인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이 제한적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정된 자원을 통해 필요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
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이러한 기대효과를 담아 낼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장부처와 국민연금관
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련공단 및 일선전
달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통합하고 역할을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 관리운영기구 통합의 주요 내용이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을 고
민하는데는 일반적으로 국민복지(국민연금과 의료보험)와 노동복지(산
재보험과 고용보험)로 지칭되는 각 사회보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게 논의되며, 보험의 수요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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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높은 일선전달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또한 수요자 중
심의 관리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을 살펴보고, 관리운영기구 통합의 원칙 및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통합
기획단에서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을 검토함으
로써 적절한 관리운영기구 통합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2 節 4大 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 現況

1.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는 각각의 사회보험제도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각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
하고, 관리․감독하여 사회보험의 종합적인 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
다.
〈표 5-1〉사회보험제도의 실시현황(1999. 10)
구 분
공
적
연
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
지역 및 공교

대상위험
노령․
장애․
사망

대상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관할
부처
복지부
행자부
국방부
교육부

의료
의료보험
보험
직장의료보험

질 병

전국민

복지부

고용보험

실 업

전사업장

노동부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부

집행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재정국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145개소)
의료보험연합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근로복지공단

216

현재 우리 나라의 관리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부 등 관장부처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집행기구도 분립적
으로 존재하고 있어 부처간 상호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보험제도가 일관성있게 실시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비
효율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관장주무부처가 보건
복지부와 노동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관리공단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제도별로 집
행기관이 개별화되어 있다. 또한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이 분리되어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외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위한 집행기구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다원화
된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사회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정책의 입안, 제도
설계 및 기금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보험의 집행기관인 공
단에서는 각각의 사회보험을 위탁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적용․징
수, 피보험자관리, 급여심사,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집행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연금이 확대되면서 공단지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보
험은 각 조합별 관리로 제도의 운영이 매우 다원화되어 있으나, 1998년
10월에 공교와 지역의보의 통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

고, 앞으로 직장의료보험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외에 보험사무조합에서 보험료 징수 및 관
리행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보험사무조합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산재적용사업장의 3.5% 정도이다(보건
복지부, 1998).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면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의 징수업무는 1999년 10월부터 근로복지공
단에서 산재보험과 함께 통합징수하고 있다.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노동
부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 업무를 살펴보면, 관리과에서는 고용보험
의 적용․징수 업무(근로복지공단에 위탁)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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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실업인정,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안내를 담당하고, 고용보
험과는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5-2〉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관장부처, 집행기관) 비교
구

분

국민연금

의
직장의료보험
료
지역의료보험
보
공교의료보험
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장부처

집행기관

◦보건복지부
- 연금보험국
∙연금제도과(10명)
∙연금재정과(9명)

◦국민연금관리공단
- 70개 지사

◦보건복지부
-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15명)
∙보험관리과(14명)

◦의료보험연]합회
- 직원 1,435명
◦직장의료보험조합(145개)
- 직원 4,804명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개)
161개 지역사무소

◦노동부
-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10명)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46개 지사
◦보험사무조합
◦산재의료관리원
(전국 9개 산재병원 및 재활훈련시
설의 관리)
- 직원 1,858명

◦노동부
◦노동부
- 고용정책실
- 지방노동사무소(46개)
∙고용보험기획과(9명) - 고용안정센터(116개)1)
∙고용보험운영과(8명) - 인력은행(20개)
∙실업급여과(10명)
◦근로복지공단2)
(6개 지역본부; 46개 지사)

주：1)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은 1999년 10월 현재 수치임.
2) 근로복지공단은 이전에는 40개의 지사를 갖고 있었으나, 1999년 10월부터 고용
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도 담당하게 됨에 따라 46개 지사를 갖추게 되었음.
자료：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통합을 위한 자료집 , 1998, 9, ⅲ쪽; 노동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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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심의위원회
관장부처 및 집행기구의 다원화와 함께 각 사회보험별로 심의위원회
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회」(15인)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지침 및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산재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15인)에서 보험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산재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전문위원회를 따로 두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고용정책심의회」(30인
이내)를 두어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시책을 수
립․조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비롯한 분야별 3개의 전문
위원회를 두고 있다.
3. 4대 사회보험 업무의 분류
각 사회보험제도가 별도의 관장부처와 집행기구 및 심의위원회를 두
고 있으나, 제도의 업무를 살펴보면 중복되는 공통 업무가 존재하여 각
제도별로 독자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동일함에도 각 보험이 각각의 관리조직을 통
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관장부처 내에 있어도 별도로 관리
되고 있다.
<표 5-3>을 보면, 피보험자 자격관리 및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회보험의 공통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 업무에 대해 각 사회보험별로 접근함으로써 효과적인 피보험자 관
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 사회보험의 고유 업무를 살펴보
면, 가장 전문성이 인정받고 독자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급
여심사기능이다. 즉, 각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피보험자가 적절한
급여를 수급할 요건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각 제도의 고유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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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에 있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이 질병 및 장해라는 점에 의해 진료비 심사는 동일
한 업무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각 사회보험의 공통 업무 및 고유 업무를 보다 심도깊게 파악
하여 각 제도별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과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측면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들을 개
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5-3〉사회보험제도의 업무분류
공 통 업 무

고 유 업 무

국민
연금

◦ 제도내：급여심사, 기금운용, 장해등급판정
◦ 제도간：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제도
와의 연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의 급
여연계

의료
보험

◦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 제도내：요양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불),
기금운영
* 자영자 소득 파악 문제 ◦ 제도간：직장․지역․공교의료보험 통합

산재
보험

고용
보험

* 일용직․임시직 등 불완적
취업자 적용․관리문제

◦ 제도내：산재 및 장해등급판정,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 및 지불), 피재근로자 및 중
소기업근로자 복지, 기금운영
◦ 제도간：산업안전, 국민연금과의 급여연계
◦ 제도내：급여 심사, 고용안정, 능력개발,
기금운영
◦ 제도간 : 국민연금과의 급여연계, 산재보험
과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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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제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안전망의 가장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리운
영상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장기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관리운영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은
보험수요자에 대한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제한을 주게 되며 취약한
사회보험제도의 보호기능을 한층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이 장에서는 관리운영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음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가장 크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적
용, 보험료 부과, 징수 등의 관리 업무에 관련된 것이다. 피보험자의 적
용과 보험료 징수 업무는 4대 사회보험제도의 공통적 업무임에도 불구
하고 각 보험별 관련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적용․징수 업
무의 중복을 초래하고 있다. 즉, 동일한 대상자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 중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에서 별도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피보험자가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 징수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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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의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집행기구의 사회보
험 인력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 업무여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중복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각 사회보험별 독립적인 관리 업무로 인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
상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의 수 및 적용인구수
등이 서로 다르게 집계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표 5-5>에서 보듯이 동일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의 직장가입자와 의료보험의 직장의보, 그리고 산재보험을 비교하여 보
면, 각 제도가 파악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수가 차이가 나고 있다.
즉,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
의 수가 국민연금에서는 17만 7천 개소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직장의료
보험에서는 18만 6백 개소로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산재보험
은 23만 2천 개소로 파악되고 있어 정확한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용대상 사업장 및 적용인구를 각 부처별로 중복적으
〈표 5-4〉한국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 현황(1999. 6. 30. 현재)
구

분

국 민 연 금

의 료 보 험

적용범위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국민

적용사업장수(개소)

적용인원수(명)

소

계

177,368

16,234,853

직

장

177,368

5,044,200

지

역

-

11,190,650

소

계

190,301

44,661,143

직

장

180,655

16,240,859

공

교

9,646

4,905,242

지

역

－

23,515,042

고 용 보 험

전사업장

570,748

5,844,018

산 재 보 험

5인 이상 사업장

232,667

7,568,357

자료：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관련자료.

222

로 관리하면서도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제도의
비효과성 및 중복 업무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
라 할 수 있다.
적용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별 관리방식의 차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분류체계의 상이함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일용
직 근로자 등을 자영자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관장
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
전취업층을 사업장 근로자체계로 포괄하고 있어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
한 접근이 관장부처에 따라 상이하다. 이로 인해 보험료의 부담에 있어
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에 대하여 산재보험(산
재보험은 불완전취업층의 경우만 해당)과 고용보험에서는 사용주의 보
험료가 부과되는 한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에서는 사용주의 책임이 회
피되고 보험료 부담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체계도 제도마다 다르게 설
정되어 피용자의 보험료 산정시, 노동부 중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보건복지부
가 관장하는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을, 의료보험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은 세대의 소득수
준 및 피보험자수 등에 따라 소득(재산)비례 및 정액보험료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에 근거하여 피용자와 마찬가
지로 표준소득월액 등급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의료보험에
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추정소득과 국민연금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신고소득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용자는 피용자대로, 자영자는 자영자대로 동일한 대상자
에 대하여 사회보험마다 각기 다른 부과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
는 각 부처의 편의에 의한 관리운영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갹출
의 계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제도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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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운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거의 동일한 대상자를 관
리하고 있으면서도 제도별로 별도의 관리운영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적용․징수 행정이 동일 업무의 중복으로 관리효율성이 떨어지며,
동일한 대상에 대해 부처별로 다르게 분류하여 접근하고, 각 사회보험의
부과기준체계가 서로 달라 관리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
될 수 있다.
3. 사회보험제도간 연계부족
관리운영의 다원화로 인해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들을 살펴보면 주로 제도간 급여의 중복 및 누락에 대한 문제
를 논의할 수 있다.
우선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간에 중복되는 급여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국민연금의 유
족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과 고용보험의 구직
급여 간의 중복 수급 가능성이 나타난다. 이는 각 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위험별 급여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현재 위에
언급한 급여들 간에는 부분적인 병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
액하여 지급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93조 제1항).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병급조정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권자
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
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
을 365로 나눈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의 2), 국민연금에서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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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93조의 2). 그러나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
연금의 노령연금 사이에는 아무런 병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복되는 급여간에 병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관된 원
칙이 없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관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50% 감액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관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노령급

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아예 병급조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재장애로 인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의 장해등급은 14등급이나 국민연금에서는 4등급으
로 구분하고 있어 동일한 장애에 대해 각각의 사회보험에서 장애 판정
을 이중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을 위한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기
준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서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을 지급받고,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피재
자는 연금을 지급받고, 8급부터 14급의 피재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
급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동일한 장애사고에 대한 이중 판정, 그리고 산
재보험과 국민연금 간에 일시금과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의
차이는 제도간의 연계를 매우 제한시키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예로는, 특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자가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
한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으로 연금체계를 바꾸
게 되는 경우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는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연금체계를 옮기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여서 가입자의 신분변동에 따른 연금 수급권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각 사회보험 전산망이 독자적으로 구축되고, 상호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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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험자 관리 및 제도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결여되
어 있다. 현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국세청, 국민연금과 국
세청,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부분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앞으로 정확한 피보험자 관리 및 개인의 전생애기간 동안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제도간의 정보공유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보험 급여간의 비형평성
사회보험 관장부처의 다원화에 따라 각 사회보험제도가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사회보험간의 보험급여 수준 및 요건 등이 불균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체계에서 공무원과 군인․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갖고 있으며, 장기급여 외에 단기급여도 지급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1).
또한, 특수직역연금에서 공무원 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여연수(20년)만을 연금의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어2) 국민연금이 기여연수(20년 이상)와 연령조건(60세 이상)을
수급요건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공적연금의 재
정적자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5. 공급자 중심의 운영
관리운영체계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가입자
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각 사회보험별로 보험료의 납부기준, 납부
시기, 납부처 등이 모두 달라 피보험자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1) 단,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본인 부담분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용이하
지 않다.
2)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6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60세 이후부터 연
금의 지급을 실시한다는 연령조건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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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게 보험관련 업무의 중복과 불편을 주고 있다.
즉, 보험료 납부시기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당해 연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초
로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며, 다음 보험연
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로 정산하는 연납․선납 방식을 취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월납․후납 방식인데,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보험료의 납부시기가 근로자분은 익월 10일까지로 되어 있
다. 반면에 의료보험은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수시로 재결정을 하며, 근
로자분은 익월 10일까지, 자영자분은 당월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자진 산정하
여 보고하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보험자가 산정․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방식의 차이는 사업주에게 각 보험마다
별도의 작업을 하게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격
변동이 생기면 가입자는 각각의 제도에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이어
서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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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통합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관리운영상
의 효율성 증진과 제도의 질적인 개선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수행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원칙
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원칙을 먼저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
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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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른 나라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 현황이 주는 시사점들을 논의하
고자 한다.
1.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원칙
가.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통합의 원칙
1) 관리운영의 효율성

관리운영의 효율성이란 관련인력의 절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리운영체계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여 현재의
관리운영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관련공단의 역
할 조정과 함께 현재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체계에 있어서 중복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러한 중복 업무의 해소를 통해 한정된 인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피보험
자 관리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사회
보험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리운영의 일관성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관리운영 부처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5인 미
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불완전취업층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각
각 자영자 및 피용자체계로 접근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각 사회보험별 부과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도 문
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떠나서 사회
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들이며,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각 부처별 장애등급체
계의 분리도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안
고 있는 일관성 없는 관리운영체계가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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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자 중심의 관리행정

지금까지의 사회보험제도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피보험자의 불
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납부시
기, 납부방법 등이 모두 다르고,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피
보험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험관련 업무에 있어서의 불편을 초래하
여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리운영 책임의 명확화

사회보험 통합으로 인한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시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있는 관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사회보험제도의 접근 가능성 제고

보험수요자가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요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
안은 일선전달체계의 긴밀한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수요자 참여 강화

사회보험 수요자가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제도의 질적 개선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통합원칙
1) 사회보험 급여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의 급여가 제공되는 데 있어서 제도간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수준 조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의 수급요건에서도 일관
성 있는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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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의 연계 강화를 통한 포괄적인 보호 제공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유사 관련급여의 중복 급여를 방지하고, 관련급
여의 연계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향상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처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그 어느 제도로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각 개인의 생애기간 동안의 적절한 보호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특수직역과 국민연금
에 있어서 가입자의 신분 변동시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
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촉진사업 간의 연계 방안이 검토되
어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보험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이 보험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특수직역연금에만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에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5인 미만 사
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의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사용주의 비용부
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
으로 비용이 충당되고 있는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자영자 소득 파악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피용자 사이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
인 재정안정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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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제도의 전문성 제고

통합논의에서 각 개별 제도의 고유한 업무 및 전문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모형
가.〈제1안〉2：2 통합안
이 모형은 현행 사회보험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노동부 산하의 산
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 업무,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보험 업무와 국민
연금 업무를 통합하는 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고용보험 업무를 ‘근로복
지공단’에 이양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적용․징수 조직이 산재보험료뿐
만 아니라 고용보험료도 함께 징수관리하게 된다. 급여지급 업무는 근로
복지공단 본부조직에서 별도 관리하되 지부의 지사조직에서 현금급여
업무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보험의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서비스
는 현행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 경
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모두 담당하기
위해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지방조직과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여 역할분담을 해야 하며, 각 지방조직의 재배치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복지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
합하여 「국민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적
용․징수를 통합관리하며, 급여 업무는 본부조직은 별도로 하되 지역조
직에서 보험별 개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대안이 가능한데, 기존의 근
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의 조정을 통해 통합적
으로 적용․징수를 담당하게 하는 것과 달리, 관련공단 내에 새로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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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구의 설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2 : 2 통합안이 실시될
경우 공단 내에 새로운 징수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될 것이다.

[그림 5-1] 2 : 2 통합모형
복지부

노동부

가칭〈국민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통합징수
기관

의료보험

통합징수
기관

국민연금

고용보험

⇩

⇩

〈국민보험관리공단〉지방사무소

통합징수

의료보험

산재보험

통합
지역조직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지방사무소

통합징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는
복지부

노동부

가칭〈국민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
통합징수

산재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
⇩

⇩

〈국민보험관리공단〉지방사무소

통합징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통합
지역조직

〈근로복지공단〉지방사무소

통합징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모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현재의 관리운영기구에 있어서
큰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각 부처 내의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징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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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통합하기 때문에 통합의 부작용이 적고, 통합징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가 거의 없으며, 현재의 사회보험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는 측면이다. 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부과기준도 임금총액
으로 동일하며, 보험료 납부방식 및 납부시기가 동일하므로 어느 정도
통합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과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기존에 노동
부와 보건복지부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관리운영체계를 고착시켜 분립된
형태의 사회보험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한 채 유사 보험의 적
용․징수의 부분적인 통합만을 꾀하여 통합의 효과성이 매우 적다는 점
이다. 또한 동일 부처 내의 사회보험별로 적용․징수 업무만을 통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에 대해 각각 자영자체계와 사업장 근로
자체계로 달리 접근하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2 : 2 모형인데, 노
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미 통합 적용․징수가
추진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 적용․징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사가 46개 소로 확대되었고, 고용보험에의 가입과 보험료의 보고, 납
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관리와 실업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의 고용보험의 급여신청 및 지급
업무는 종전처럼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근
로복지공단과 고용안정센터의 역할분담을 통해 피보험자의 관리와 서비
스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이미 기존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조합 등 관련기구가 다양한 가
운데서 이 두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의 통합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와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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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2안〉관리운영조직의 완전통합 : 사회보험청(가칭) 설치
사회보험청의 설치안은 중앙부처부터 일선전달체계까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는 안이다.
이 안에서는 중앙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보
험청(가칭)을 신설하고 여기서 4대 사회보험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징수 업무뿐 아니라 급여심사, 급여지급, 부정수급
예방활동, 기금관리 및 일반관리 업무를 모두 통합하기 위해 일선 중간
공단 및 일선전달체계도 모두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그림 5-2] 사회보험청 설치를 통한 완전통합 모형
(가칭) 사회보험청
진료비
심사실
적용
징수국

의료보험 연금보험
관리국
관리국

고용보험
관리국

산재보험
관리국

사무국

사회보험
통계국

사회보장사무소(시․군․구)
적용징수과, 현금급여과, 요양급여과, 고용안정과, 서무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청에는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관
리하는 적용징수국, 사회보험료 산정과 자격, 급여, 재정, 기금 등의 관
리 업무를 총괄하는 각 사회보험제도별 관리국, 사회보장 통계국, 사무
국을 두게 된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구에 의해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진
료비 심사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비 심사실을 설치하게 된다.
일선전달체계로는 전국 시․군․구별로 일선 사회보장사무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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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징수과, 현금급여과, 요양급여과, 고용안정과, 서무과를 마련하
고 급여지급 업무를 일원화하게 된다.
이 안은 영국의 사회보장부(DSS)의 형태와 유사한 모형이나, 영국의
사회보장부와는 다른 측면을 갖는다. 즉, 중앙부처는 통합되었지만 각
보험별로 따로 관리된다. 또한 영국의 DSS는 의료보험은 관리하지 않으
나, 사회보험청 모형은 의료보험까지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급여의 경우에도 영국에서는 각 사회보험별로 급여가 구분되어 있는 것
이 아니지만, 사회보험청 모형은 각 사회보험별로 급여를 구분하여 관리
하게 된다. 따라서 여전히 중복 급여의 가능성은 존재하나, 제도간 연계
를 통한 중복 급여의 방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사회보험청을 신설하게 되는 이 안은 사회보험의 관장부처의 분리에
따른 문제가 사회보험의 발전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는 점에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급진적인 안이다. 또한
중앙부처 및 일선전달체계를 모두 통합함으로써 관리운영 비용의 절감
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무리한 완전통합의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사회
보험의 통합을 통해 기존의 다원화된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여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동일한 적용대상자에 대해 동일한 접
근을 취할 수 있고, 수요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으
나,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관료화와 경직화가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오히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소지가 높다.
또한 무리한 완전통합은 각 사회보험의 전문적인 서비스 및 급여 업
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완전통합에 따른 조직과 인력, 업무의 이관
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이 없이는 실현성이 약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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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3안〉사회보험공단 및 사회보험사무소의 설치 : 일선전달체계
의 통합
사회보험공단 설치안은 중앙조직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따르므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그대
로 두고, 기존의 공단과 지방사무소의 지방조직을 통폐합하여 가칭 사회
보험관리공단 및 사회보험사무소를 설립하고 여기서 징수 업무 및 급여
전달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존의 각 공단의 본부는 제도별 자격관리, 급여심사, 재정,
기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선전달체계인 사회보험사무소에서는 4
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급여지급 및 급여심사 업무를 수행하여 수요
자의 접근성 강화를 꾀하게 된다.
[그림 5-3] 일선전달체계의 통합모형
보건복지부

연금보험

노동부

의료보험

집행
기구

산재보험

사회보험관리공단
◇
◇
◇
◇
◇

적용․자격관리국
보험료 부과․징수국
전산정보관리국
통계조사국
인력 및 조직관리국

사회보험사무소
적용징수과, 현금급여과, 요양급여과, 고용안정과, 서무과

고용보험

236

이 안의 장점은 적용․징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선전달체계의
급여지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적용․징수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절감
을 꾀할 수 있고, 무리한 중앙부처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각 사회보험 업무를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여 대민서비스
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관리운영에 있어
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중앙부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
부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간 집행기구 및 일선전달체
계를 통합할 시 관리운영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오히려 업무의 혼
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간 집행기구가 사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
게 되면 중간기구가 너무 비대화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일선 급여심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일원화한다
는 것은 각 보험의 전문성을 훼손시켜 오히려 통합의 효과를 적게 한다
는 지적도 있다. 일선전달체계의 통합안은 고용보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적용․징수 업무가 아닌 급여지급
및 관련서비스 업무를 일선전달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은 고용보
험뿐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관련공단의 지방조직에서 주
로 수행하는 업무는 적용․징수이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직업알선 및 재취업훈련 알선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화된 인력과 조직을
필요로 한다.
사회보험 급여지급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실업
자에 대한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는 노동부(DfEE)의 구직센
터(Jobcentre)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정책과
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고용보험 업무는 현금급
여 업무와 직업정보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수
행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면 사회보험사무소에서 국민연금 및 의
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오히
려 각 급여심사 및 관련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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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의 일선기관인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의 업무가 사회보험사무소로 이관될 경우 기존 조직의 전문
인력에 대한 재배치의 문제도 큰 과제로 남게 된다.
3.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체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운영과 수요
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다. 이러한 효과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모
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척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이 전체 사회보험 통합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관장부처 및 관련공단의 다원화로 인해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이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제도를 효
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정된 자원을 통해 필요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이러한 기대효과를 담아 낼 수 있을 것인지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단지 현 시점에서 각 모형이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만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우선 2 : 2 통합모형(1안)은 각 사회보험제도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 : 2 통합모형은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적용․징수만을 관장부처별로 통합하는
것인데, 현재 노동부 내에서는 1999년 10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징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청의 신설(2안)과 4대 사회보험의 일선전달체계를 일원화하
고자 하는 사회보험공단(3안)은 각 사회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사회보험 업무의 책임주체가 변화되기 때
문이다. 또한 현재 일선전달체계에서 급여와 관련하여 가장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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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험은 고용보험으로 일선전달체계의 통합시 실
업급여의 지급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직업안정서비스 업무는
그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될 것이다.
고용보험은 단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의 성격만이 아니라 재취업
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 실업자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수
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갖
게 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급여
심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의 노동시장 연계
서비스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수요자들이 각 사회보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에 대
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선전달체계의 일원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읍․면․동사무
소를 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제기되는데, 읍․면․동사무
소를 복지센터로 전환할 경우 각 사회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센터에서 모든 사회보험 업무를 동시에 관리한다는 안은 보
다 많은 단계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4. 주요국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구 현황을 살펴보기
로 한다. 이는 주요국의 관리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모형의 각각의 안을 평가하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다3).
3) 각 국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주요국의 사회보험체계 및 관리운영기구”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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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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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국
영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하에 통합
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부처인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모든 관련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부

조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운영하고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
고 있다. 급여지급과 관련된 일선업무는 사회보장부 산하에 있는 각 지
역의 급여사무소(Benefit Office)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인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은 처음에는 사회보장부의 관리하에 각 지역의 급여사무소에

서 지급되었으나, 1996년 10월부터 구직자수당을 적극적인 훈련프로그
램, 그리고 직업알선서비스를 동시에 연계하여 지급하기 위해 교육고용
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 관장하며, 각 지역
의 구직센터(Jobcentre)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로 말하면 노동부가 실업에 대해서 현금급여와 서
비스를 모두 관장하고 있음을 말한다.
의료보장의 경우에는 다른 중앙부처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에서 관장하여 전국민 대상의 무료 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부는 산하에 총 5개의 기관을 두어 급여 제공과 보험료 징수,
정보체계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급여국(Benefit Agency)：BA의 주된 기능은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
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20여개 이상의 사회보험 급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심사 업
무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59,000여명
의 정규직원과 15,000명의 시간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② 보험료징수국(Contribution Agency)：국민보험(NI)의 보험료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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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기록을 관리한다. 1998년 현재 NI
보험료는 영국의 정부 세입 중 세 번째로 큰 항목으로 6,500만 명
의 근로자와 120만 명의 고용주, 240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
료 징수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료징수국은 1999년 4월부터 내국세
청(Inland Revenue)으로 이관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세청에서 세금
과 보험료 징수를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③ 정보기술서비스국(ITSA)：사회보장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고자 정보체계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민간 모
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단일한 정보체계의 개발이 수요자를 위한 서
비스 개발과 업무의 중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문제에 대비하는 정보

체계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④ 아동지원국(Child Support Agency)：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적절
하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정부와 민간의 각종 아동보호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아동보호사업
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⑤ 보훈국(War Pension Agency)：전쟁장애인과 미망인 및 그들의 부
양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장부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
공에 있어서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 외에 자산조사에 의한 부조와
욕구에 따른 수당을 통해 다각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의 통합적
체계는 보험제도 적용자들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노동정
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직자수당을 사회보장부의 급여사무소에서 교육고용부의 구직센터로

242

이전하고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New Deal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직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상담을 제공하여 이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키려는 노력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 사회보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변화는 1999년 4월에 사회보장부
의 보험료징수국(CA)을 내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통합했다는 점
이다. 이는 내국세청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징수하게 함으로써 국민
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내국세청과 CA의 정보와 인력을 공유하여 보
다 정확한 국민들의 소득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이다. 현재 내국세청은 약 50,000여 명의 직원이 중앙부처와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약 8,000여 명의 징수국 직원이 내국
세청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부분에서의 인력 감축을
꾀하고 있다.
나. 독 일
독일은 사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이며, 각 사회보험별 발
전의 역사도 매우 깊은 곳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의 사
회보험제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나라도 독일의 사회보
험제도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 간
병보험 등 5가지가 있으며, 이 중 의료보험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사회보험의 총괄조정

은 노동사회부(Department of Labor and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한다.
노동사회부는 우리 나라의 틀로 이해하자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하
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전체적인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등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감독하는 곳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은 각 보험별로 분화되어 있는데, 연금은
연금보험조합연합회에서, 의료보험 및 장기 간병보험은 지역․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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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농민질병금고연합회에서, 고용보험은 연방고용청에서, 산재보험
은 산업․직역별(노사자치) 산재보험금고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 각 사
회보험별로 보험자(Insurance Carrier)가 독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갖추
고 있다.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각각의 관리운영체계 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노사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주의적인 자율집행이 기본 운영
철학이다.
노동사회부에서 의료를 제외한 4개의 사회보험을 모두 관장하고, 보
건부에서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것과 달리, 적용․징수의 경우는 산재보
험만 따로 적용․징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4개의 보험의 적용 및 징수
는 의료보험의 적용․징수 조직이었던 질병금고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
고 있다. 이는 질병금고가 가장 넓은 지방조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다
른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
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별 조합의 자율성이 강하여 독립적으로 징
수하고 있다.
독일형 사회보험관리체계는 복지정책을 노동시장정책에 연계되어 통
일적으로 관리되어 보험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적극 유인하
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는 복지정책과 노동
시장정책을 노동사회부에서 통합적으로 주관함으로써 가능한 일인데,
각각의 사회보험제도가 노동사회부 내에 별도의 조직들을 갖고 있다 하
더라도, 이들 사회보험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간에 긍
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통합적인 관리운영이 된다고 말
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별 자치운영의 원칙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정
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각 사회보험이 분립된 보험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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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본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독립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그 관리운
영체계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 의료보험 및 연금은 후생성이 담당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성이 관리한다. 이 외에 특수직역보험의 경
우 해당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
험제도 관리운영기구와 유사한 형태이다.
후생성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부처로 1961년 연금과 의
료보험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의 관리운영 부분과 제도의
기획 및 입안을 분리하였다. 이에 의해 후생성 외부 기관으로 사회보험
청이 설립되었고, 후생성 내의 보험국과 연금국이 사회보험의 기획 및
입안, 조정과 조사연구, 그리고 건강보험조합,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
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등의 지도 감독 외에 사회보험, 의료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사회보험청이 정부관장의 건강보험사업, 선원보험사
업, 국민연금사업, 후생연금보험사업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었다.
사회보험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대부분 운영을 관할하
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1989년 전국의
사회보험사무소와 사회보험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1997년부터는 동
일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피보험자 기록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였다.
후생성의 지방행정기구로는 피보험자의 적용,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
여의 지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07개의 사회보험사무소가
있다. 또한 도도부현 민생주관부국(民生主管部局)의 보험과, 국민연금과
에서 각 보험의 사업을 관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반면 노동성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노동성 내
노동기준국의 노동자재해관리과와 보상과 등에서 관리하고, 고용보험은
직업안정국의 고용보험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
험료 징수는 노동보험징수과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지방행정기
관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국 478개의 공공직업
안정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전국 347개의 노동기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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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용보험도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도도
부현의 민생주관부국에 고용보험과가 있어서 고용보험 사무의 관리, 보
험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에서 감독을 한다.
일본의 경우 제도가 다르고 재정이 독립되어 있어도 통합․연계가 가
능한 관리 업무는 부처 내에서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 부처에 속해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료보험
과 연금보험 간에는 적용․징수를 통합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연금
보험과 의료보험은 각 지구에 있는 사회보험사무소를 통해 일선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회보험사무소를 통해서 보험의 적용과 징수 업무가 이루
어지고 있다. 노동성은 1972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칭
하고 이를 일원적용하는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함으로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장부처가 노동성과 후생성으로 분리되어 있는
운영체계는, 복지와 노동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하기에는
용이하나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연계나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
행에는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적 발전
을 위해 일본 정부는 1998년 6월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안」을 가결함
으로써 노동성과 후생성이 결합된 ‘노동복지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법안에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주요 내용
은 특수직역과 일반국민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일원화
하고, 4대 사회보험제도의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다. 노동복지
성이 설립될 경우, 이의 주요 임무는 고용의 확보, 노동조건의 정비, 사
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이고, 노동복지성의 정책
실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회보험청이 설치될 계획이다. 노동복
지성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및 사회보험제도 징수통합이 추진될 계획
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개혁을 통해 매우 복잡하고 분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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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사회보험체계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통합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라. 미 국
미국은 사회보험에서 연금보험 및 의료보장(Medicare)은 연방이 관장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Medicaid),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은 주
(州)가 관장하거나 연방의 규제하에 주정부가 운영한다.

연금보험을 담당하는 곳은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다. 사회보장청에는 10개의 지역본부와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가

있으며, 지방에는 1,300개에 달하는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가 있다.

의료보장(Medicare)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결정은 보건복지서
비스부에 속해 있는 의료보장재정청과 공중보건서비스청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인 업무는 보험당사자인 민간보험회사 또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그리고 Blue Cross/Blue Shields 등 중간 지

불기관들이 의료보험청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행한다. 이들 단체
는 병원과 의원의 급여청구 절차를 관리운영하며 의료 공급자인 병․의
원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주별로 의료전문인
심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심사, 감독한다.
실업보험의 운영은 연방의 노동부가 실업보험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
과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주정부가 연방의 기준 안에서 자율적으
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
업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정부이며 실업보
험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실업보험은 주마
다 관리운영 조직이 다른데 28개의 주는 실업보험을 관장하는 고용안정
국을 노동부나 주정부의 기타 부서 내에 설치하고, 또 다른 주에서는 독
립적인 부서나 위원회를 통해 실업보험을 운영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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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에 속해 있는 고용훈련청과 실업보험서비스청을 통해 전국의 실업
보험을 관리한다.
산재보험도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대개 주정부 내의 노
동부나 근로자보상국에서 관리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노동부의 근로자보
상사업실에서 주정부의 산재보험을 감독하며, 진폐사업의 경우에만 연
방사회보장청에서 운영한다. 이렇듯 미국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ꁯ 미국 사회보험체계에서의 각 기관별 기능분할 및 연계내역
재무부(Treasury)

국세청(IRS)

사회보장청(SSA)

◦ 기금의 관리
◦ SS 보험료의 징수
◦ 급여지급의 승인
- IRS에 의해 징수된 보
- 고용주의 등록 및 ID부
- 모든 적용근로자의 등록
험료 수납
여 관리
및 기록관리 (ID 부여)
- 수납한 보험료는 SS
- 재무부에 징수된 보험료
- IRS 양식을 기초로 수
Trust Fund로 이체
입금
급자의 임금기록 작성
- 신탁기금의 투자 및
- 고용주에 의해 작성된 임
- 급여액의 산정
이윤관리
금신고양식 SSA에 송부
- IRS에 피보험자 임금
- 수급자들에게 사회보
- 납세기록 작성 및 관리
정보 송부
험급여 지급
- 강제 징수
- 재무부에 급여 지급과
- SSA의 행정비용 지급
- 납세자 조사
관련된 정보제공
- 은행과 업무협조
- 기록의 대조(재무부와 SSA)
- 소득 및 보험급여액에
- 납세자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을 개인
납세자들에게 발송
- 수급자들에 대한 서비
스
신탁기금의 이사회 운영
및 국회 보고

국회에 징수현황에 관한
보고

국회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현황보고

기관간의 상호연계기제:
① 사회보험 신탁기금 관리위원회(Trust Fund Governing Board) : 장관급
② SSA/IRS 정책위원회 : 국장급
③ SSA/IRS 합의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공식적 합의
④ 실무자네트워크(실무급 : 과장)
* IRS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반독립적인 국세 징수기관 ; SSA(Social Security
Admin.)은 정부의 총리실 혹은 행정실(Executive Branch) 산하의 사회보험관장 독
립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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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과 주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별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험관리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보험료의 징수에
서 재무부(Treasury Dept.), 국세청(IRS), 사회보장청(SSA) 간의 업무분
담 및 연계에 있다.
재무부는 기금의 관리 및 현금급여의 집행을 담당하고, 국세청은 보험
료를 징수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을 관리한다. 사회보장청은 피보험근로
자의 관리 및 급여의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국세청은 보
험료를 징수하며, 재무부는 징수한 보험금을 관리하고, 사회보장청은 급
여의 심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에 있어서 국세청(Tax Collection Agency)과의 통합연계는
조세체계와 사회보험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마. 스웨덴
스웨덴의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질병보상, 부모보험),
국민연금, 상병보험, 실업보험 등이 있다. 이 중 실업보험은 법정 사회보
험이 아니며 노동조합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의 관리행정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중 국민연
금, 상병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가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는 사

회보험사무소가 각 사회보험의 현금급여를 관리한다. 사회보험사무소는
25개의 지방본부와 산하에 360개의 지역사무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

역사무소는 대부분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보험 급여의 지급
외에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등을 지급한다. 사회보험위원회의 업무는 중
앙 지도와 사회보험 사업을 감독하고, 개별 사회보험사무소의 활동 감
독, 사회보험 통계와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산하에 행정부,
정보부, 보험부, 평가부, 법무부, 자료부를 두고 있다.
실업보험은 노조별로 40개의 실업보험금고가 적용 및 징수,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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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하고 있으며, 급여 및 취업서비스는 지역고용사무소에 의해 시행
되고 있다. 실업보험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와는 별도로 노․사․정
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Board)에 의해 관리․감독
되고 있으나, 실업보험료는 다른 보험과 함께 국세청에서 징수한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현물급여(요양치료, 재활서비스)는 국가보건
복지위원회와 그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즉 의료
보험과 산재보험은 징수 및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현물급여 및 서비스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주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부담금
(Social Insurance Charge)과 정부보조(조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보

험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조세와 함께 징수한다.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
는 1975년부터 전국사회보험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85
년부터는 보험부담금 징수에 대한 감독 업무도 사회보험위원회에서 국
세청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부담금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으로의 징수 업무 이관은 거대한 사회보험의 운영에
있어 지방 차원에서의 분권화(사회보험위원회로의 집중화가 아닌 역할
분담)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security)을 높이고자 이루어졌다. 징수 업
무의 통합과 국세청 이관 과정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통일되었고, 보
험료 산정방식이 단순화되었으며 산업재해 요금의 경험요율도 폐지되었
다. 또한 부가연금 보험료의 산정방식도 단순화되어 부과상한선 및 기초
소득 공제 등을 폐지하고 보험요율 재조정이 있었다.
국세청(National Tax Board)은 131개의 지방세무소(Local Tax
Offices)를 통해 사회보험부담금 징수 업무(부담금 산정과 고지서 발송

등)를 담당하며, 피보험자는 은행과 우체국에서 사회보험부담금을 납부
한다.
사회보험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는 긴밀한
연계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는 공통의 개인 ID로 납
세자와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자 개별사항에 변화가 생길 경
우 그 정보는 1주 단위로 사회보험위원회로 보내진다. 보험료 납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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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는 고용주의 등록관리는 전적으로 국세청의 임무이며, 따라서 고
용주와 자영자의 분리 등과 같은 적용 및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관련정보만 사회보험위원회로 보내진다.
징수된 사회보험부담금은 매일 사회보험위원회로 송금되며, 보험기금
은 보험별로 운영된다. 즉, 국세청이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회보험위원회
에 입금하면 전액이 전국기금(National pension Fund, 부가연금 포함),
부분연금기금, 산업재해기금 등으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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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은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고 민감한 쟁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장
부처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
련공단 및 일선전달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은 향후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을 고민하는데는 일반적으로 국민복지(국민
연금과 의료보험)와 노동복지(산재보험과 고용보험)로 지칭되는 사회보
험의 두 영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가 관장부처의 통합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보험 수요자가 이용하기 편리하
고 접근성이 높은 일선전달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또한 수요자
중심의 관리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다.
적절한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용․징수 부
문, 급여, 재정 모든 부문에서의 통합모형이 검토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운영기구 모형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선 각 부문에서의
통합의 대안을 살펴보자.
적용․징수 업무는 보험간에 유사성을 가진 일반행정 업무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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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기존 사회보험 운영에 있어서 적용․징수의 분리가 보험 운영
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요인이라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또한 각각의 사회보험별로 보험료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피보험자
는 각각의 사회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
가 되고 있다. 적용․징수의 통합은 관련인력의 중복 업무를 해소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노력에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
되 연계가 가능한 급여체계를 검토하여 급여간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
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한 급여에 대해서는 병급조정을 하는 방안이 현
실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요
양급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및 장해연금, 국민연금의 노령
연금 및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간의 병급조정과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
와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서비스 간의 연계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의 통합은 불가능하며, 각 사회보험의 분리
계정하에 효율적인 재정관리체계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의 적용․징수, 급여, 재정 각 부문에서의 통합의 방향을 모두 고
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
이 선정되어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이를 염두에 두고 현 단
계에서의 적절한 모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 나라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에 외국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가 주는 함의를 살펴보자.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구조적 특징
등에 의해 나름대로의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
국,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현재의 관리운영체계 등은 상이하지만 여기서
커다란 기본방향은 추론해 낼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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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는데,
첫째, 사회보험제도가 분립된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든(독일, 일
본), 통합된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든(영국, 스웨덴) 장기적인 사회보
장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
하여 사회보장부에서 관장하던 구직자수당이 교육고용부의 구직센터로
이관되었고, 직업알선서비스와 훈련프로그램을 동시에 연계하여 제공함
으로써 급여의 수급자들이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노동사회부에서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에 관
련된 사회보험을 모두 관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재 노동성과
후생성을 통합하여 노동복지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긴밀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복지급여의 효
과를 높이고,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 및 노동생산성을 높여 단기적인
소득보장뿐만이 아닌 장기적인 고용보장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사회보험 관리기구와 국세청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보험료 징수와 조세
징수의 일원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국은 1999년 4월부터 사회보장
부 산하의 보험료징수국(CA)을 내국세청으로 이전하여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조세의 징수를 일원화하고 있다. 스웨덴도 사회보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국세청에서 담당하게 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과 징수의 효과를 높이는 데 모든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Treasury Dept.)와 국세청(IRS), 사회보장청(SSA) 간의
업무분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걷고, 재
무부에서 징수한 보험금을 관리하고, 사회보장청에서 급여의 심사를 통
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국세청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성의 고용과 산재, 후생성의 연
금과 의료는 이미 통합징수를 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징
수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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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 부처 내의 사회보험료의 징수도 통합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
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점이다. 어느 나라든 모든 소득의 파악이 정
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일원화하여 징수관련 조직과 인력을 집중시키고 전문화함으로써
모든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상의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각 부문별 통합의 방향과 외국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안을 설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통합안이라기보다는 관리운영기구의 발전방향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현 단계에서의 단기적인 방향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리운영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현 단계의 단기방안 : 수정 2:2 통합안：4대 보험의 적용․징수
통합
이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험을 각각 부처 내에서 운영하기
는 하되, 4개 사회보험의 적용․징수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즉,
관련 중앙부처의 현 단계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부과기준 및 적용과
징수 업무는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사회보험 적용․징수의 효과성과 효
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적용․징수 업무를 제외한 급여
심사, 급여의 집행 업무는 현행대로 두 부처 산하의 공단이 담당하게 된
다. 그러나 여기서 4개의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할 경우 어느 곳이 통합징
수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
통합징수기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안이 논의 가능한데,
첫째, 현재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의료
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검토하여 공단 간의 역할조정을
통해 한 곳에서 통합징수를 담당하는 안이다. 관련공단에서 통합징수를
할 경우 세 공단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적용․징수 공단을 만들거나
(조직통합안), 어느 한 공단에 모든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징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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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하고 관련정보를 공통전산망을 통해 공유하는 방안(기능적 통합안)
두 가지 중 하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공단 통합안은 사회보험 관
련업무의 일원화를 만드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조직의 비대화
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반면, 기능적 통합안은 전산정보의 공유를 통해
위탁 업무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한 공단
에 업무가 집중됨으로써 다른 공단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과
제가 남아 있게 된다.
둘째, 국세청에서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안이다. 외국의 경우에
도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조세의 징수가 일원화되어 서로간의 상승효과
를 기대하고 있고, 보다 정확한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서
의 징수 일원화는 심도 깊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존 공단
의 활용, 국세청 등의 안은 사회보험 가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을 전제로 논의되는 사항이다.
셋째, 그러나 이와 다르게 검토될 수 있는 또 다른 안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
부의 정책과 연관시켜 관리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징수를
담당하고, 자영자는 자영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징수를 담당해 온 의료보
험공단에서 담당하게 하는 안이다.
이상의 안에 대해서 현재 섣불리 각각을 평가하기는 힘들고, 보다 장
기적으로 어떠한 통합징수기관이 자영자의 소득 파악 및 피보험자의 관
리를 보다 적절히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관리단위
및 적용대상자의 통일, 보험료 납입일 및 징수방법의 통일, 기구 및 인원
조정과 전산망 연계 등의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적인 관리운영기구 발전방향 :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다른 나라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을 검토하여 볼 때 대체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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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강화가 중요시되면서 사회보험 업
무를 집행하고 있다4). 따라서 장기적인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으로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복지와 노동정책을 긴밀히 추진하여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일식의 노동사회부 또는 노동복지부를 설치하여 사회
보험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관련 업무와 노동정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일
원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기적인 방향을 중심으로 현 단계에서의 통합
의 우선순위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중앙부처는 현재 복지부와
노동부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칭)노동복지부’에서 통합
하여 관리운영하고, 생활보호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도 노동복지
부에서 함께 관리하며, 의료보험은 보건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안이다.
중앙부처는 노동복지부와 보건부로 부분적인 통합을 이루고, 중간 기구
인 관련공단 및 지방의 일선전달체계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며, 적용․
징수 업무는 4대 사회보험을 모두 통합하여 통합징수 조직에서 관리하
게 된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생활보호제도 및 사회
복지서비스 업무도 노동복지부에서 함께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
으로 작은 정부의 역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에 대한 정책 결
정과 보험간의 연계조정, 집행에 대한 핵심적 통제기능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집행기능은 실제로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그에 따른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민연금과 산
재보험,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제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여 복지정
책과 노동정책의 연계를 꾀할 수 있고, 의료보험은 보건 업무와 함께 전
문성을 제고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이 경우 각 보험의 전문성을 고려하

4) 일본의 경우 1998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성과 후생성을 통합한
노동복지성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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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외국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용보험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된 전달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5). 따라서 고용보험의 일선전달체계인 고용안정센터를 현행처
럼 중앙정부 관리하에 둠으로써 고용보험에 의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칭)노동복지부의 일선사무소와 현재의 읍․면․동사무소 간
의 연계 및 역할조정을 통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함께 검토
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복지부의 통합모형을 그리면 [그림 5-4]
와 같다. 이 그림에서는 의료보험의 일선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사회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할 경우 의료보험의 일선사무소는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방안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
[그림 5-4] 가칭 노동복지부 모형
(가칭)
노동복지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징수기관

공적연금

기초생활보호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업안정센터

보건부

의료보험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심사평가원
노동복지부 일선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일선사무소

5) 영국의 경우도 고용보험의 현금급여는 사회보장부의 급여국과 교육고용부(DfEE)의
구직센터(Jobcentre)에서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을 직업훈련 및 직업안
정서비스와 연계시키기 위해 교육고용부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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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논
의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와 관련부처 및 공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운영기구는 적용․징수,
급여, 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효율
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보험급여 및 서비스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도 있
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질적 개선
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
의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고유한
서비스 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방향이 설정
되고 그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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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방하남․안학순

第 1 節 英國 : 社會保障部(DSS)에 의한 統合的 管理運營

1. 개 관
영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 통합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DSS)에서 구
직자급여를 제외한 여타의 급여들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부조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다.
실업보험의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은 적극적인 훈련프로그
램과 직업알선서비스를 동시에 연계하여 지급하기 위해 교육고용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의

료보장은 별도 체계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장하여 전국
민 대상의 무료 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은 사회보장부를 통해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
행하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공에 있어서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
외에 자산조사에 의한 부조와 욕구에 따른 수당을 통해 다각적인 보호
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의 통합적 관리는 보험제도 적용자들을 노동시장에 적극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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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키기 위한 노동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 영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회보
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첫째, 교육고용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사

업을 통해 실직자에게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New Deal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둘째, 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사회보장부의 징수국
(CA)을 내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이전하여 조세와 국민보험 기여

금의 연계를 강화하며 셋째, 각 행정기관에서 효율성과 수급자의 만족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 개선(Active Modern Service)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혁들은 사회보험 급여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
을 강화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며, 적극적이고 수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관리운영기구
영국의 사회보장체계의 관리운영은 크게 사회보장부(DSS)와 교육고
용부(DfEE), 그리고 보건부(DH)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사회보장부(DSS：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초기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는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어 한 부처 내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1989년에 보건부와 사회보장부가 분리되면서 현재
의 사회보장부가 출범하였다. 이어서 1990년에는 정책의 집행 업무와
관리감독․계획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중앙본부(Headquater)와 5개의 집
행기관(executive agency)의 업무가 분리되었다. 중앙본부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
개의 행정기관은 사회보험의 적용, 각 급여의 지급, 피보험자 관리 등의
구체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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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영국의 사회보험기구
내국세청

사회보장부

교육고용부

보건부

중 앙 본 부

징수국

보훈국

아 동
지원국

정 보
전산국

급여국

고용안정
서비스 및
구직자 급여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국민보험

보훈연금
서비스

징 수

전산장비
보급

급여지급

직업경력
직업능력
취업상담

국민의료
보험지방
사무소

1) 중앙본부(Head-quater)

중앙본부는 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DSS의 모든 업
무를 중앙에서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중앙본부 내에서도 중앙본부의 전
반적 운영과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운영이사회(Headquaters
Management Board)이며, 여기서 예산의 할당과 활동계획을 결정한다.

중앙본부의 역할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보장정책
을 수립하고, 각 행정기관의 업무를 평가하며 중앙본부와 행정기관의 운
영을 조율하는 것, 둘째, DSS 및 각 행정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
을 할당하며, 회계 및 결산을 담당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현대화하는
것, 셋째, 관련 입법활동을 담당하고,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여 각 행정기
관의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타 DSS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집행기관(executive agency)
가) 징수국 ; Contribution Agency

징수국은 법정 국민보험의 기여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써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국민보험에 대한 정보를
다른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징수국은 전산화된 국민보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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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S)을 활용하여 약 6,000만 명의 보험가입자의 국민보험료 납부기록

을 관리, 보유하고 있다. 약 7,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예
산은 1998년에 2억 2,500만 파운드(1999년 2억 600만 파운드)이며 한 해
징수국에서 징수되는 보험료는 490억 파운드에 이른다.
징수국은 조세와 국민보험료의 징수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국세청과 협력해 왔는데, 1999년 4월부터는 징수국이 내국세청으로
이전되어 사회보장부가 아닌 내국세청에서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게 되
었다. 이는 조세행정과 보험행정을 연계하여 보다 정확한 피보험자 관리
를 실시하고, 자영자 소득 파악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징수 담당
인력의 절감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급여국(Benefit Agency)

급여국은 국민보험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수급자격을 심사하
고 급여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급여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편부모에게 지급
되는 서비스의 경우 아동지원국과 연계하여 아동지원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상담을 급여국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지원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

급자격 심사를 급여국에서 담당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과 관련된 급여를 모두 급여국에
서 관장하고 있음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수급자격 심사를 할 경우의 중
복 업무를 피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와 급여의 전달에 있어서 민간영역과의 연계 또는 민간기
업으로의 일부 서비스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여 수급에 대해 불
만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이의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 아동지원국(Children Support Agency)

아동지원국은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아동수
당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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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육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아동양육에 관련된 복지 제공은 아동지원국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가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는 경우와 같이
다른 사회보장 급여와 함께 아동지원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업무의 중
복을 피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급여국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라) 보훈국(War Pension Agency)

보훈국은 전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금수급자와 전쟁미망인에
대한 복지 제공을 담당한다. 1996년 12월부터 전쟁연금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전쟁연금에 관련된 서비
스의 제공을 보훈국이 직접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과 1998
년에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보훈국의 조
직개편과 서비스의 재강화가 단행되었으며,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수급
자의 의견반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도입이 이루어졌다.
마) 정보기술서비스국(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Agency)

정보기술서비스국은 국민보험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기술
서비스를 개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민간영역과 협력하여 사회보장프
로그램에 요구되는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영국 복지개혁
의 주요 사업인 New Deal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구직자급여의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 교육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DfEE)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급여와 노동시장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10월부터 구직급여는 교육고용부의 고용서비스국(Employment Service Agenc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선의 집행업무는 구직센

터(Jobcentre)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직센터에서는 DSS의 급여국 직원
과 DfEE의 고용서비스국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급여심사 및 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취업정보 제공,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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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교육고용부는 1998년 현재 산하에 9개의 지역사무소, 120개의 지방사
무소, 1,159개의 직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약 34,000명의 직
원이 근무하고 있다.
다. 내국세청(Inland Revenue)
1999년 4월부터 DSS의 급여국이 내국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국민보

험 기여금의 징수 업무가 내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 내국세청은 조세사
무소(Tax Office)를 통해 조세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3. 보험료 징수체계
영국에서 근로하는 16세부터 연금연령(여 60세, 남 65세)에 이르는 모
든 근로자는 국민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을 납부
하여야 하는데, 충분한 기여기록(납부실적)이 있어야 보험급여(기여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 국민보험기여금 종류
국민보험의 기여체계는 총 6개 체계(class)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인
은 근로생애에 있어서 한 class에서 다른 class로 이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기여금 부과기준이나 기여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
며, 동시에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ꁯ class 1 ;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 이하이며,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내는 기여금으로 근로소득이 최저 기준임금(LEL：
Lower Earnings Limits)을 초과해야 한다.

근로자의 범주에는 계약을 통해 고용된 자, ‘소득과 기업세법’에 의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을 갖는 자, 청소부, 가족종사자, 교사, 강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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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봉급을 받는 성직자 등이 포함되지만 선원, 해외취업자는 별도의
조건이 적용된다.
class 1의 기여는 근로자의 기여와 고용주의 기여로 구성된다. 근로자

는 최저임금 이상 최고임금 이하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8.4% 또는 10%)
을 납부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기여금(9.2∼12.2%)을 납
부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달리 최고임금 이상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납부
한다. class 1의 최저기준임금과 최고기준임금은 매년 책정되며 1999/
2000년의 최저임금은 주급 66파운드 또는 월급 286파운드이고, 최고기

준임금은 주급 500파운드 또는 월급 2,167파운드이다. 기혼여성이나 미
망인은 최저기준임금 이상의 소득에 대해 감소된 기여율을 적용하여 최
저기준임금 이상 임금에 대해 3.85%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class 1의 기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조세사무소(tax office)에서

징수하며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class 1의 기여금을
납부할 책임을 갖고 있다.
ꁯ class 1A
근로자나 관리자에게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연료를 지급
하고 있는 고용주가 내는 기여금으로서, 고용주만 내는 기여금이다.
class 1A로 징수되는 기여금은 급여에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ꁯ class 1B
고용주가 연말에 특정한 비용과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면서 납부
하는 기여금으로서, 고용주만 내는 기여금이다. class 1B도 급여에는 연
계되지 않는다.
ꁯ class 2와 4 ; 자영자
class 2의 기여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매주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서 저소득 예외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모든 16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이
하의 자영자는 class 2의 기여금을 납부한다. 자영자에는 가게주인, 사설
개업을 한 전문직종인, NHS 의료인과 사설의료인, 작가와 미술가, 농민

第 6 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265

과 소작인, 소자작농이 포함되며, 어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가 있다.
class 4의 기여금은 Class 2를 납부하고 있는 자영자 중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자에게 소득비례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
세자의 자기 보고에 따라 내국세청에서 징수된다. 자기보고를 통해 부과
되는 기여금은 모두 class 4로 분류된다.
class 2의 기여금은 내국세청 국민보험징수사무소(Inland Revenu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Office)에서 징수하나 class 4의 기여

금은 내국세청에서 소득세와 함께 징수한다.
ꁯ class 3
근로하지 않고 있거나, class 1과 class 2에 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외
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보험료 기여 기록이 연금을 수급하기에
는 부족할 시에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기여인 class 3의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나. 1999년의 국민보험 기여율의 변화
class별 기여금에서 최저․최고 임금기준이나 최저소득선, 기여율이

매년 개정되는데, 이러한 정기적인 개정 외에 1998년 3월 17일 재무부
장관의 예산 발표로 1999년 4월부터 고용주와 근로자의 국민보험 부과
방식이 변하였다.
1) 근로자의 국민보험 기여율 변화

이전에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서 최저기준임금(LEL) 이하의 임금
에 대해서도 2%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최저기준임금
이하 임금에 대한 2%의 기여율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최저기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여율은 공적 소득비례
연금(SERPS)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여율이 10%이고, 민간소득비례연금
에 가입한 근로자(contracted-out employment)인 경우에는 8.4%의 기여
율을 적용한다. 1997/98년과 1999/2000년의 기여금을 비교하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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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과 같다.

기여금 납부의 예를 들면, 1999/2000년의 최저기준임금은 주당 66파
운드이므로 66파운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국민보험료를 내지 않고,
주당 84파운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84파운드에서 66파운
드를 뺀 18파운드에 대하여 10%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1.8파운드의 기
여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개정된 기여율은 최저기준임금 이하의 임금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변화 이전의 기여율에 비해 근로
〈표 6-1〉1997/98년과 1999/2000년도 class 1 국민보험기여금 기준

Class 1(피용소득자)
근로자 표준기여율
(Standard Rate)
제한(Limits)
하위임금 제한
1)

상위임금 제한

고용주 기여분
62파운드∼109.99파운드
110파운드∼154.99파운드
155파운드∼1209.99파운드
210파운드 이상

1997/98

1999/2000

LEL인 첫 62파운드의
2% + 62파운드 이상
465파운드 이하의 임
금에 대해서 10%

계약 외 고용이 아닌 경우 LEL
(주급 66파운드)를 초과하는 임
금의 10% (민간소득비례연금 가
입자 8.4%)

주급 62파운드
주급 465파운드

주급 66파운드(월급 286파운드)2)
주급 500파운드(월급 2,167파운드)

3%
5%
7%
10%

새로운 임금한계점인 83파운드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동률로 기
여(국가소득비례연금 가입자 12.2
% COSR3)은 9.2%, COMR은 11.
6%)

주：1) 단, 고용주분의 기여율은 상위임금 제한에 적용되지 않음.
2) 고용주 기여분의 경우 새로운 임금한계점이 적용되며, 1999/2000년의 임금
한계점은 83파운드임.
3) 2차연금 중 정부가 운영하는 소득비례연금인 SERPS가 아닌 민간연금체계
중 기업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기여금을 징수국이 아닌 기업연금체계에 납
부하고 퇴직 이후 민간연금체계를 통해 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하게 됨. 민간
연금체계에는 Contracted-Out Salary Related(COSR)와 Contracted-Out Money
Purchase(COMP)가 있음.
자료：K. Puttick, Welfare Benefits 1997/98 (Birmingham：CLT Professional Publishing,
1997), Appendix 2 ; 문진영, “영국의 실업자 사회안전망”, 유길상외,『실업자 사
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8, 26쪽에서 재인용 ; UK Inland
Revenu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for Employe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a Series CA01, 1999.
http://www.dss.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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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여율을 감소시킨 것이다.
2) 고용주의 국민보험 기여율의 변화

1997/98년에는 고용주의 경우에 근로자의 기여금 부과 최고임금인
465파운드 이상에 대해서도 10%의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며, 지급하는 임

금 수준에 따라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가지의 기여율을 적용하
였다.
1999년 이후의 고용주 기여에서 변화된 내용은 첫째, 근로자와 마찬

가지로 최저기준임금 이하의 임금에 대한 기여율이 폐지되었고, 고용주
의 기여에 있어서 최저 기준임금이 근로자와 달리 1999/2000년의 주급
임금한계점은 83파운드로 적용되었다(근로자는 66파운드).
둘째, 주급임금에 대해 3, 5, 7, 10%의 기여율을 차등적용하던 것이
폐지되고, 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소득비례연금을 국가의 SERPS에 가
입한 근로자의 고용주는 12.2%, 소득비례연금을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Contracted-Out Salary Related(COSR) 구조로 관리하는 고용주의 경우

에는 9.2%, Contracted-Out Money Related(COMR) 구조로 관리하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11.6%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이 기여율은 임금한계
점 이상의 모든 임금(주급 83파운드)에 대해 적용되며, 고용주의 기여
는 상위임금제한인 주급 500파운드 이상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고용주의 기여금 납부의 예를 들면, 1999/2000년의 최저 기준임금이
〈표 6-2〉1997/98년도 국민보험기여금의 표준기여율
주당임금
62파운드∼109.99파운드
110파운드∼154.99파운드
155파운드∼209.99파운드
210파운드∼465파운드
465파운드 이상

근로자 기여율

고용주 기여율

62파운드의 2%+62파운드 이상 465
파운드 이하 사이의 임금에 대하여
10%

3%
5%
7%
10%

0 %

10%

자료：K. Puttick, Welfare Benefits 1997/98 (Birmingham：CLT Professional Publishing,
1997), Appendix 2 ; 문진영, 위의 글, 2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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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파운드이고, 임금한계점이 83파운드이므로 SERPS에 가입한 경우

소득이 85.00파운드이면 85파운드와 83파운드의 차액인 2파운드에 대해
12.2%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0.24파운드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COSR로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 주급 임금이 192파운드일 경우 192.00파운드와
83파운드의 차액인 109파운드에 대해 9.2%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10.03

파운드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3) 자영자와 임의 가입자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율 변화

근로자와 고용주 외에 자영자와 임의가입자에 대한 기여율과 기준소
득의 개정이 있었다. 자영자를 대상으로하는 class 2와 class 4에서 정액
기여인 class 2의 기여금 수준이 상향되었고, 반면 저소득 면제점도 상향
되었다. class 4에서는 기여율의 개정없이 소득기준이 상향되었고, 임의
가입자에 대한 class 3은 기여금이 상향되었다.
다. 징수기관
1998년 3월 예산안에서 재무장관은 기여금 개정안과 함께 1999년 4

월부터 징수국을 내국세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징수국과 내
국세청을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세금과 국민보험 기여금의 연계를
〈표 6-3〉1997/98년과 1999/2000년도 class 2, 3, 4 국민보험 기여금 기준
1997/98
Class 2(자영자 기여율)
저소득 면제점
Class 3(임의가입자)
Class 4(자영자 기여율)
소득기준
하위소득 기준
상위소득 기준

1999/2000

주당 6.15파운드
연간 3,480파운드
주당 6.05파운드
6.0%

주당 6.55파운드
연간 3,770파운드
주당 6.45파운드
6.0%

7,010파운드
24,180파운드

7,530파운드
26,000파운드

자료：K. Puttick, Welfare Benefits 1997/98 (Birmingham：CLT Professional Publishing,
1997), Appendix 2 ; UK Inland Revenu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for Employe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a Series CA0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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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국민보험기여금의 연계는 한 기관에서
세금과 국민보험 기여금을 산정함으로써 기업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
고, 사회보장부와 재무부의 연계를 통해 과세의 공정성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며, 소비자 중심 서비스에 더 많이 집중하게 하며 장
기적으로는 조세와 국민보험기여금이 동일한 원칙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급여체계는 국민보험에 의한 ‘기여형 급여’와 욕구에 기초한 ‘비기여
형 급여’,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부조’로 구성된다.
‘기여형 급여’는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전

까지의 일정소득 이상(1999/2000년의 경우 주급 66파운드)의 모든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납부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퇴직연금(State Retirement Pension), 출

산수당(Maternity Allowance), 미망인연금(Widow’s Pension) 등이 여기
에 속한다.
‘비기여형 혹은 보편적 급여’는 국민보험기여금의 납부 기록이나 자산

조사 없이 아동양육, 장애, 노인 보호 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욕구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상병수당(Statutory Sick Pay), 장애
인의 보호․이동을 위한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아동수당(Child benefit),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 출산수당
(Statutory Maternity Pay), 산업재해급여(Industrial Injuries Scheme
Benefits), 장애인보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중증장애인수당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요보호 노인 보호수당인 부양수당
(Attendance Allowance)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상병수당과 출산수당은

고용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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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영국의 급여형태 및 급여종류
급여형태

수급자격

급여종류

- 16세에서 연금수급연 -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령 전까지 일정소득 -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Contribution-based
기여형 급여
이상의 모든 근로자
Jobseeker’s Allowance)
(contribution
-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 - 퇴직연금(State Retirement Pesion)
based benefit)
-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 미망인 연금(Widow's Pension)
-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 - 상병수당(Statutory Sick Pay)
부 기록이나 자산조사 - 장애인 생계수당
없이 질병, 장애, 아동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양육, 노인보호 등에 따 - 아동수당(Child Benefit)
른 욕구가 있는 경우 - 양육자수당(Guidian’s Allowance)
비기여형
- 법정 출산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보편적 급여
- 산업재해 급여(Industrial Injuries Scheme
(universial
Benefits)
benefit)
- 장애인 보호 수당(Invalid Care Allowance)
- 중증장애인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 요보호 노인부양수당(Attendance Allowance)
-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 - 소득보조(Income Support)
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 소득기초형 구직급여(Income-based Allow층
ance)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사회기금(Social Fund)에 의한
과 자산이 각 자산조사
․지역사회보조(Community Care Grants)
․출산보조(Maternity Grants)
형 급여가 정하는 일정
․장제보조(Funeral Grants)
수준 이하인 경우
자산조사형
․혹한기 보조(Cold weather Grants)
․가계비 대부(Budgeting Loans)
급여
․위기대부(Crisis Loans)
(means tested
- 가족수당(Family Credit)
benefit)
- 최고소득급여(Earning Top-Up)
- 아동지원 유지(Child Support Maintenance)
-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 주택급여(Housing Benefit)
- 지방세 감면급여(Council Tax Benefit)
- 교육급여(Education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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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형 급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저축 또는
resource)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그리고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로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소
득액은 각 급여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보조(income support)
의 경우 신청자의 자산이 8,000파운드 이하여야 하나 주택수당(Housing
Benefit)의 경우에는 16,000파운드 이하이면 된다.

영국의 사회보장급여체계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관련하
여 기여형, 보편적, 자산조사형 급여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6-4>와
같다.
이하에서는 각 위험의 종류별로 제공되는 급여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노령․퇴직과 연금수급 연령 이후의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급여
기여형 급여
-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 RP)
- 미망인 연금(Widow’s Pension )

보편적 급여
- 부양수당(Attendance
Allowance ; AA)

ꁯ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 RP)

퇴직연금은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 전까지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개인이 연금수급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에 도달하면, 연
금연령 이후의 근로나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급여이다. 연금수
급연령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이며 남녀간 연금 수급액의 차이는
없다.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연기한 경우에 증액된 연금을 받는다.
영국의 퇴직연금은 기초연금(정액연금)과 2차연금(소득비례연금)의
이층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class 1에 속하는 근로자는 class 1의 기여
금과 더불어 2차연금인 SERPS(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cheme)
나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또는 사적연금(Personal pens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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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class 2에 속하는 자영자의 경우에는 일
정소득 이상일 경우 납부한 class 4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소득비례연금
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액 중 정액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데 완전 정액연금액(66.75파운드)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의 근로생애 중 90%에 해당하는 연수(年數)(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44
년, 남성의 경우 49년) 이상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했어야 하며 최소한
25%에 해당하는 연수 이상 기여금을 납부했어야 지급한다. 소득비례연

금은 1978년 4월 이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또한 80세 이상의 수급자는 주당 25페니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
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대방의 기여금 납부 기록에 따라 정
액연금 39.95파운드와 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ꁯ 미망인 연금 (Widow’s Pension)

미망인 연금은 65세 이전에 미망인이 되었거나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
45세 이상이었던 여성에게 지급한다. 미망인 연금은 기여형 급여로 남편

이 산재에 의한 사망이 아니면 국민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수급가능
하다. 급여액은 지급시작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기본액은 주당
66.75파운드이며, 54세 미만에 대해 1년에 7%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미망인 급여에는 연금 외에도 보조금과 수당이 있는데, 60세 이하의
미망인이 60세 이상의 남편이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비과세 일
시금(tax-free lump sum payment)으로 지급되는 미망인 보조금(Widow’s
Payment) 1,000파운드와 미망인이 아동수당을 받는 부양아동이 1인 이

상 있는 경우에는 주당 62.45파운드와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미망인
부모수당(Widow Mother’s Allowance)을 추가로 수급할 수 있다.
ꁯ 부양수당 (Attendance Allowance ; AA)

비기여형 급여인 부양수당은 65세 이상인 자가 질병이나 장애로 6개
월 이상 개인적인 간병을 받아 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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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급하며, 수급자가 입원 또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부양수당 신청시
우선 처리하며, 6개월의 증명기간 없이 부양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액은
주당 52.95파운드 또는 35.40파운드이다.
나. 실직시 급여
기여형 급여 NI

자산조사형 급여

- 소득기초형 구직자급여(JSA Income-based)
-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
- 근로복귀보너스(Back to Work Bonus)
(JSA Contribution-based)
- 아동부양 보너스(Child Maintenance Bonus)

ꁯ 구직자급여 (Jobseeker’s Allowance ; JSA)

구직자급여는 이전의 실업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와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소득보조를 통합한 것으로서, 근로할 수 있고 근로의욕이 있는 18
세에서 연금수급연령 이전 사람이 주당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구직자급여는 실직자가 구직센터(Jobcentre)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합의서(Jobseeker’s Agreement)를 작성
한 뒤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여야 지
급된다. 구직자급여에는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실직자에게 지급하
는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JSA Contribution-based)와 소득기초형 구직
자급여(JSA Income-based)가 있다.
〈표 6-5〉기여기초형 구직자 급여 지급액(1999/2000년)
연령구분

지급액

16∼17세

30.95파운드

18∼24세

40.70파운드

25세 이상

51.4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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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소득기초형 구직급여 개별산정액(1999/2000)
독

신

편 부 모

부

부

부양아동
거 주 비
(소득보조와 동일)

16∼17세
18∼24세
25세 이상
16∼17세(저액)
16∼17세(고액)
18세 이상
모두 18세 이하
모두 18세 이하, 1명이 장애인
모두 18세 이하, 부양아동
18세 이하와 18∼24세
18세 이하와 25세 이상
모두 18세 이상
11세 미만
11세 이상
16세 이상
런던외 지역 거주
런던시 거주

30.95파운드
40.70파운드
51.40파운드
30.95파운드
40.70파운드
51.40파운드
30.95파운드
40.70파운드
61.35파운드
40.70파운드
51.40파운드
80.65파운드
20.20파운드
25.90파운드
30.95파운드
59.40파운드
66.10파운드

기여기초형 급여는 182일까지 지급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부가급여 없
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여기초형 구직자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인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실직상태에 있으면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기초
형 급여로 전환된다. 소득기초형 급여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액이
8,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부조로, 급여액은 본인의 연

령, 배우자나 부양아동의 유무와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 연금수급 이전(경제활동기간)의 질병이나 장애
기여형
급여NI

보편적 급여

자산조사형 급여

- 장애급여
(Incapacity
Benefit ; IB)

- 법정 상병수당(Statutory Sick Pay ; SSP)
-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SDA)
-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
DLA)
- 장애 부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 ICA)

- 장애인 근로
수당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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ꁯ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 IB)

장애급여는 국민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이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질병
이나 장애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과세급여이다. 장애급여는
단기 장애급여와 장기 장애급여가 있는데, 법정 상병수당을 지급받지 못
한 근로자나 자영자, 실업자에게 아픈 지 4일 이후부터 28주까지 저액
(lower rate, 50.35파운드)의 단기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28주간 법정 상

병수당이나 저액의 단기 장애급여를 지급받은 후에도 질병이나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고 52주까지 고액(higher rate, 59.55파운드)의 장
애급여를 지급한다. 52주 즉, 1년 이후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금액의 장기 장애급여(66.75파운드)를 지급
한다. 또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28주 이상 아프면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장애급여 수급자가 보수가 있
는 근로를 하게 되면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ꁯ 법정 상병수당(Statutory Sick Pay ; SSP)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4일 이상 연속으로 아픈 경우 최대 28주까지 소
득비례의 법정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법정 상병수당은 월급
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며 28주 이후에는 기여형 급여인 장애급여로
전환된다.
ꁯ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 SDA)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기여형 장애급여를 수
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연속 28주 이상 모든 근로가 불가
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비과세의 중증 장애수당을 지급
한다. 중증 장애수당은 신청 당시 16∼65세 미만이어야 수급이 가능하
다. 그러나 수당이 일단 지급되기 시작하면 65세 이후까지도 급여를 받
을 수 있다. 급여액은 40.35파운드로 근로불가능 판정을 받은 연령에 따
라 14.05파운드, 8.90파운드, 4.45파운드를 추가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중증 장애수당은 사회부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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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산재급여와 중복되는 경우 병급하여 급여액이 조절된다.
ꁯ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 DLA)

65세 이하인 사람이 3개월간 개인적인 간병을 받았고 6개월 이상 간

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병
과 이동시 필요한 보호에 대해 간병비용(care component)과 교통비용
(mobility component)을 지급한다. 간병비용 급여는 상․중․하로 나뉘

어 52.95파운드, 35.40파운드, 14.05파운드를 지급하고, 교통비용 급여도
상하로 나뉘어 37.00파운드, 14.05파운드를 지급한다. 장애인 생계수당
은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의 입원 또는 시설 입소시에
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액된다.
ꁯ 장애인 부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 ICA)

16∼64세의 근로연령대의 사람이 장애인 생계수당이나 부양수당 수

급자를 주당 35시간 이상 간병하고 있고, 소득이 5파운드/주인 경우에
장애인 부양수당으로 39.95파운드를 지급한다.
ꁯ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16세 이상인 사람이 평균 주당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질

병이나 장애로 소득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자산이
16,000파운드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3,000∼16,000파운드

사이인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수당의 급여액은 부양아동의 수와 연령,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라. 산업재해에 의한 질병이나 장애
기여형 급여 NI
- 산업재해 장애급여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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ꁯ 산업재해 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직업병이나 근로상의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시에 비과세 급여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며 산재 이후 근로가 가능
하더라도 지급된다. 또한 직업병의 영향으로 매일의 간병을 필요로 하고
장애가 95% 이상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 영구적인 부양수당을 지급하며,
영구적인 부양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간병과 보호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중증 장애수당(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을 지급한다.

마. 임신 및 출산․양육 등
기여형 급여 NI

보편적 급여

자산조사형 급여

- 출산수당
(Maternity Allowance)

- 법정 출산급여
(Statutory Maternity
Pay ; SMA)
- 아동수당
- 양육자 수당
(Guardian’s Allowance)

- 사회기금 중 출산보조금
- 가족수당(Family credit)
- 교육수당(Education Benefit)
- 최고소득 급여
(Earning Top-Up)

ꁯ 출산수당 (Maternity Allowance)

출산수당은 지난 66주 중 26주 이상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에 지급하는 기여형 급여로 18주 동안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신청자가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출산 전 11주 이내 또는 이미
출산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청자가 법정 출산급여를 받지 않는 피고용
여성인 경우에는 주당 59.55파운드를 지급하고, 법정 출산급여를 수급한
피고용자이거나 자영자인 여성에게는 주당 51.70파운드를 지급한다.
ꁯ 법정 출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 SMP)

임신 전 15주를 포함하여 지난 26주간 동일한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이 중 최근 8주간의 평균임금이 국민보험기여금이 부
과되는 소득의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받은 피고용자가 임신한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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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가 소득비례 수당으로 지급한다.
ꁯ 아동수당(Child Benefit)

영국 거주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비과세의 주급 현금급여로 16세 이하
의 부양아동 또는 19세 이하의 학생, 또는 16∼17세이고 직업훈련을 받
고 있는 아동과 동거하는 경우에 비기여형 급여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소득보조를 수급하고 있거나 중증 장애수당, 임금 등을 받는 경
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급여액은 아동 1인과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14.40파운드, 편부모의 경우 17.10파운드를 지급하고, 아동이 2인 이상

인 경우 9.60파운드씩 추가 지급한다.
〈표 6-7〉위험 종류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위험의 종류

급여종류

급여내용

- 소득보조
16세 이상의 영국 거주자로 질병, 장애, 아동양육, 60세
( I n c o m e 이상, 임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주당 16
Support)
시간 이하 근로하거나 배우자가 24시간 이하 근로하여 본
인과 배우자의 자산이 8,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급여는 연령, 부양가족,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개
별수당과 premiums, 주거비용으로 구성
- Family Credit

아동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며, 양부모가 주
당 16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
아동의 연령과 수, 소득과 저축액,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빈 곤
- 주택급여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자산조사형 급여로서 저축이
(For people
( H o u s i n g 16,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집세를 보조
on low
Benefit)
income)
- 지방세감면급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자산조사형 급여로 소득보조를 받
여 ( C o u n ci l 거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지급
Tax Benefit)
- 사회기금
(The Social
Fund)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보조나 소득기
초형 구직자급여를 받는 경우 혹한기보조, 출산보조, 장
제보조, 지역사회보조, 가계비 대부, 위기대부를 지급

- 무료 또는 저 소득보조나 소득기초형 구직자급여를 받는 경우 5세까
가 우유
지의 아동에게 무료로 우유와 비타민제를 보조하고,
Family Credit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세 이하의 아동에
게 저가 분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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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의 계속
위험의 종류

급여종류

급여내용

- 구직자급여
(Jopseeker’s
Allowance)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근로 가능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경
우에는 기여기초형 급여를,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기초형 급여를 지급
급여액은 기여기초형 급여와 소득기초형 급여 모두 연
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급여수준은 기여기초형이나 소
실 업
득기초형이나 동일
(For
- 재취직 보너스 구직자급여를 수급하던 실직자가 구직자급여를 수급하
unemployed
(Back-to-work 지 않게 되는 경우 지급
Jopseekers)
Bonus)
- New Deal
16세 이상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취업을
프로그램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는 필수적으로 참여
해야 함
실직자를 16∼23세, 24세 이상의 장기실직자로 분류하
여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고용기회 등을 제공
- 법정 출산급여 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고용주는 18주 동안 출산수
( S t a t u t o r y 당을 지급하며, 급여액은 6개월간 평균임금의 90%를 지
급하고, 최저 59.55파운드 이상 지급해야 함.
Maternity
Pay)
- 출산수당
법정 출산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을 하는 여성
( M a t e r n i t y 이거나 비근로 여성, 또는 최근에 직업을 바꾼 여성의 경
Allowance)
임신․출산
우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 기록에 따라 출산수당을 지급.
(For Women
급여액은 비근로 또는 자영자의 경우 18주간 51.70파운
Expecting
드, 근로자의 경우 18주간 59.55파운드를 지급함
Babies)
- 사회기금 중 소득보조나 소득기초형 구직자 급여, Family Credit, 장
출산보조
애인 근로수당을 수급하고 있고, 500파운드 이하(60세 이
( M a t e r n i t y 상은 1,000파운드 이하)의 저축을 갖는 경우에 아동용품
Payment)
구입을 위해 사회기금에서 출산보조를 지급
- 기타
법정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고 출산수당 신청도 기각된
경우 임신으로 인한 근로 불가능으로 보아 자동적으로 장
애급여가 신청됨
- 아동수당
소득이나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16세 이
( C h i l d 하 또는 비전문적 교육과정에 있는 16∼8세의 아동을 양
Benefit)
육하는 사람에게 지급
아동양육
첫 아이의 경우 14.40파운드를 지급하고(편부모의 경우
(For people
17.10파운드), 둘째 아이부터는 각각 9.60파운드를 지급
Bringing up
- 양육자 수당
부모가 사망한 고아나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있
Children)
( G u i d i a n ’ s 는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
Allowance)
첫째 아이의 경우 7.30파운드를 지급하고, 둘째 아이부
터는 11.35파운드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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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의 계속
위험의 종류

급여종류

급여내용

- 아동지원 유지 아동지원국에서 지급하는 급여로서 양부모나 부모 중 1
(Child
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고, 소득보
아동양육
Support
조나 소득기초형 구직자급여, Family Credit, 장애인 근로
(For people
Maintenance)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지급
Bringing up
- 기 타
아동지원 유지 수급 중 소득보조나 소득기초형 구직자급
Children)
여가 종결된 경우 아동유지 보너스를 주당 5.00파운드씩
최대 1,000파운드까지 지급
- 전쟁미망인
보훈국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1939∼45년의 전쟁으로 질
연금 등
병을 얻었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시
(War
전쟁보훈
에는 미망인에게 연금을 지급
Widow’s
pension)
- 상병수당
주당 평균임금이 66.00파운드 이상인 근로자가 4일 이상
(Statutory Sick 질병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최대 28주 동안 상병수당을 지
Pay)
급
- 장애급여
근로할 수 없거나 또는 상병수당을 수급하지 못하는 근
( I n c a p a c i t y 로자나 자영자가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
Benefit)
- 중증 장애인 16세 이상 65세 이하로 질병이나 장애로 최소한 연속된
28주 동안 근로를 할 수 없고 80% 이상의 장애로 판단되
수당(Severe
Disablement 며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급여
Allowance)
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고 장애발생 연
령과 부양가족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
- 요보호 노인
장애나 질병으로 개인적인 간병이 최소 6개월 이상(말기
질병․장애
부양수당
환자 제외) 필요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간병하는 경우
(For sick,
(Attendance 지급
injuried
Allowance)
or
- 장애인 생계 65세 이하로 질병이나 장애로 이전 3개월 동안 개인적인
disabled
수당
간병과 동행이 필요하였고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말
people)
( D i s a b i l i t y 기환자 제외) 필요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 보
Living
조와 교통비용 보조를 지급
Allowance)
- 장애인 근로 16세 이상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수당
질병이나 장애로 소득이 제한적인 사람의 경우 국민보험
( D i s a b i l i t y 기여금 납부 기록에 관계없이 배우자, 부양아동의 연령과
Working
수, 소득과 저축에 따라 지급
Allowance)
- 장애인 보호 16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이 주당 35시간 이상 동안 중
수당
상위 수준의 장애인 생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중증 장애
(Invalid Care 인을 간병하고 있으며 소득이 주당 50파운드를 넘지 않는
Allowance)
경우에 정액으로 지급하며 부양가족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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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의 계속
위험의 종류

급여종류

급여내용

- 산업재해 급여 근로상의 사고나 산업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정
( I n d u s t r i a l 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영구적인 간병을 요하는 경우
Injuries
부양수당을 지급
질병․장애
Disablement
(For sick,
Benefit)
injuried
or
- 소득감소 수당 1990년 10월 1일 이전에 근로상 사고나 산업병으로 장애
d i s a b l e d (Reduced
가 발생하여 이전 직업이나 동종 직업으로 취직하지 못한
people)
Earnings
경우 지급하며 최대 86.60파운드까지 지급한다. 소득감소
Allowance)
수당 수급자가 연금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수당(retirement
Allowance)으로 전환
- 퇴직연금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까지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 S t a t e 실적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에
Retirement 도달하면 근로나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노령으로 인한
Pension)
퇴직
급여는 정액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의 이층 구조로 이루
(For people
어져 있음.
reaching
- 고령자연금
60세 이후 영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퇴직연금을
state pension
(Over 80
받지 못하거나 배우자연금액(39.95파운드) 이하의 연금을
age)
Pension)
받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39.95파운드의 고령자 연
금을 지급
- 사회기금 중
소득보조나 소득기초형 구직자급여, Family Credit, 장애
장제보조
인 근로수당, 주택수당, 지방세 감면급여를 수급자가 사망
( F u n e r a l 한 경우 장제비용을 보조
Payment)
- 미망인급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60세 이
사망
(
W
i
d
o
w
s
’
하의
미망인에게 비과세 일시금으로 ￡1,000를 지급
(Help when
someone dies) Payment)
- 미망인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미
( W i d o w s ’ 망인 모자수당이 종결된 경우 45세 이상의 미망인에게 지
Pension)
급하며 미망인이 된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미망인은
남편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해서도 수급권을 갖게 됨.

자료：UK Benefit Agency, Which Benefit：A Guide to Social Security and Help with Bealth
Costs, 1997 ; UK Benefit Agency, A Guide to Benefit：A Concise Guide to Benefits and
Pensio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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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의 사회보험체계의 특징 및 변화
최근의 영국의 사회보험체계의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Jobcentre를 통한 사회보장부와 교육고용부의 협력을 통해 실업
자에게 현금급여와 New Deal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New Deal 프로그램은 처음 18∼24세의 젊은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는데, 1998년 1월 12개의 시범지역(“Pathfinder” areas)에서 고
용서비스사무소를 통해 홍보되어 1998년 4월에 18∼24세 젊은이를 위
한 New Deal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New Deal은 실직
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다른 대상에게도 확대되기 시작하
는데 1998년 6월에는 25세 이상과 2년 이상의 장기실직자에게 확대되었
고, 장애인과 편부모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듯 New
Deal은 취업을 원하는 각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New Deal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영국 정부의 ‘Welfare to Work’ 전략의 핵심요
소이다. New Deal은 개인의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획득하여 취업이 용이하도록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
을 제공한다. 또한 New Deal은 지역사회에서 고용서비스(ES)와 협력하
는 고용주, 자원활동기관, 교육과 훈련기관, 직업서비스(Career Services)
와 연계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New Deal은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에 적
절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며, New Deal의 전달체계도 고용서비스의
주도하에 지역별로 다른 구조를 갖게 된다.
둘째, 사회보장부 내의 보험료징수국(CA)이 1999년 4월 내국세청
(Inland Revenue)으로 통합되어 징수국과 내국세청과의 협력사업(Joint
Working Program)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단일한 조직을 통해 세금과

보험료를 징수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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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과 사회보장부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납세와 보험료 납부 실적을 더욱 높이
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개혁이다. 영국 정부는 1998년 3월부터 ‘적극적이
고 현대적인 서비스(Active Modern Service)’라는 모토하에 개혁을 추진
하고 있다. 서비스의 개혁을 위해서 설정된 세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 적극적 서비스(Active Service)：‘Welfare to Work’를 추구하는

것으로 근로와 자립을 강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
－ 대상자 중심(Customer Focused)：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반

응하여 급여에 대한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One stop service
를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정직(Integrity)：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급여가 전달되도록

하며, 급여의 남용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
이상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변화를 통해 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
취시키고,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선
하며, 급여의 남용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第 2 節 獨逸 ; 勞動社會部下의 勞動과 福祉의 連繫

1. 개 관
독일의 사회보장은 보험, 부양, 부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가장 중추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연금보
험, 질병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재해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간호
보험(장기 간병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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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장기 간병보험은 노동사회부에서 총괄조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은 자치의 원칙(자치행정기구, 자립재정)에 따라 독립적인 관리운영체계
를 갖추고 있어서 사회보험이 사회보험별․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다. 각
보험별로 관리운영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보험료 징수는 통합되어 징수되고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
고용보험, 간호보험 외에 의료서비스를 지급하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독일은 1975년부터 각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정책적 공통성과 법정책
적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사회법전이
편찬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사회법전은 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모든 법
적 규정(고용보험, 고용촉진, 교육촉진, 사회보험의 공동규정,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 간병보험, 자녀 및 청소년 부조, 사회
부조, 운영절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운영기구
내부에 일반행정 업무기구 외에 자치행정기구(勞․使․政의 동수로 구성
된 행정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고, 사회보험에 대
한 공동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들의 법적 통일성의 마련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54년부터 사회법원을 설치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분쟁을
행정법원에서 분리시켰다. 따라서 수급자가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
우 사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법원은 3심제로 지역 사
회법원, 주 사회법원, 연방 사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관리운영기구
독일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 간병보험은 노동사회부에
서 총괄조정을 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이 자치의 원칙(자치행정기구, 자립
재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사
회보험별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보험은 직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연금조합들이 연금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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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보험조합연합회와 연방 및 주 연금보험청에서 연금조합을 감
독한다. 연금보험조합은 노동자보험조합 18개, 선원기금, 연방철도보험
조합, 연방직원보험조합, 연방광산노동자보험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노동자보험조합은 연방 및 주 연금보험청이 감독하고 이외의 연
금조합은 독일 연금보험조합연합회에서 감독한다.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은 770여 개의 질병금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질병금고는 농업질병금고연방연합회 내의 농업질병금고 57개, 지역질병
금고연방연합회 내의 지역질병금고 20개, 기업질병금고연방연합회 내의
지역질병금고 640개, 직능인질병금고연방연합회 내의 직능인질병금고
57개, 근로자연방연합회 내의 생산직근로자 보충금고(13개)와 사무직근

로자 보충금고(13개), 선원질병금고(2개), 연방광산근로자금고(2개) 등
1996년 현재 758개의 금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금고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은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
으나 간병보험의 경우 노동사회부의 감독을 받는 반면, 의료보험은 보건
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연방고용보험은 연방고용청에서 관리하고, 주고용사무소와 지역고용
사무소(184개)는 운영을 담당한다. 산재보험은 노사자치의 성격이 강한
산재보험금고를 통해 운영된다.
이와 같이 독일의 사회보험은 조합별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질병금고가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 고용보험, 간호보험
외에 의료서비스를 지급하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노동사회부가 아닌
보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1)

3. 총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징수의 통합

1)

현재 독일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보
1) 정연택,「독일의 사회보험료 공동징수」,『사회보험통합자료집』, 노동부, 1998, 724
∼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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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는 총사회보험료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조합인 질병금고를 통해 징수
되고 있다. 의무가입자 범위를 보면 의료보험 의무가입자 범위(연금보험
의 보험료 산정기준의 75%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가 연금보험보다 좁아
서 의무가입자수는 연금보험이 의료보험보다 더 많다. 그러나 질병금고
의 지역 지부가 많아서 사업주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질병금고에서
통합징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근로자가
가입한 질병금고에 총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개별 근
로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보험요율의 책정이 조합별로 다양하며, 조
합자치의 성격이 강하여 통합징수에서 제외되었다.
총사회보험료의 징수 즉,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통일되었는데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은 ‘임금총액’으로
근로에 대한 계속성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일회적인 지불과 수
당 중 일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외의 3개의 사회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시켜서 총사회보험료로 통합징수
되고 있으나, 보험 의무가입의 기준인 소득선이 통일되지 않아 각 보험
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 상이하다.
보험료 납부 절차를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보험료의 납부는 고용주가 보험료 납부소(질병금고)에 근로자 등
록(신고서 제출)한 뒤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의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운영기관이 심사를 하고, 연
금보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소인 질병금고와 연방고용청에
서 심사한다2).
질병금고는 총사회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보험 가입의무, 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료 금액을 결정할 권리를 타사회보험 기관에서 위임받았으며,
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와 전달, 징수된 보험료의 전달(배
분), 과태료의 결정 등의 업무를 하고 보험료 정산을 담당한다. 보험 의

2) 이용갑, “독일 사회보험의 운영체제에서 보험등록과 보험료 납부의 절차”, 한국노
동연구원, 내부회의자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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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입자에 대한 고용관계, 직업교육, 국적 등에 대한 기록은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도 사용주가 계산하여 근
로자에게 징수할 책임을 갖고 있다. 질병금고는 사용자의 신고를 받아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질병금고→연금보험조합→연방고용청 순으로 전
달한다.
총사회보험료로 징수된 보험료는 지난달 보험료 수입의 사회보험 간
분배비율로 계산된 ‘기본비율(총수입 예산액 즉, 징수결정액에 대한 배
분비율)’을 가지고 이번달 실제 납부된 당월 보험료를 배분한다. 급여간
연계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금고에서 보험료의 징수와 함께 처리하는데,
상병수당 수급자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고용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것은 질병금고가 총사회보험료 징수액과 함께 전달하며,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의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고용보험이 총사회보
험료 징수기관인 질병금고를 거치지 않고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에 전달
한다. 징수 수수료는 각 사회보험에서 지불하는데 실비가 아닌 징수결정
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비로 수수료를 지급하
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징수 조직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사회보험 중 하나인 질병금고에서 세 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이어서 징수의 실비용을 질병금고의 보험 업무비용과 분리하여 계산하
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징수 업무를 위임한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징수
자인 질병금고를 검사하는데 정기검사는 질병금고의 보험 업무를 방해
하지 않기 위하여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동시에 하며, 검사기간을 사전
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 질병금고를 통해 총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는 통합이라
는 측면에서 여전히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현재 사업주가 보
험료를 계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모든 신
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
다. 또한 사업장 번호는 연방고용청에서 발급하고, 사회보험 증명수첩3)
은 연금보험조합에서 발급하는 등 사업장 관리가 분화되어 있다. 질병금

第 6 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289

고가 접근의 용이성,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통합징
수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 질병금고 고유의 보험 업무에 대한 행정효
율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징수가 통합되어 있으나 보험간 대
납관계가 여전히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하거나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4. 각 사회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가. 연금보험
노령 후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은 사회노동성이 감독을 하며 급여
로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한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부가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험요율은 매
년 보험요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1995년 보험요율은 18.6%). 실업
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고용보험에서 대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보
험료는 보통 근로자 평균임금의 2배인 소득선(보험료 산정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4). 국고보조의 경우에도 보험요율과 마
찬가지로 급여의 지급과 보험료 수입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매년 결정
된다(1996년 사회보장 총정부지출 중 20.5%).
연금보험은 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생산직 근로자 연금보험,
사무직 근로자 연금보험, 그리고 광산 연금보험으로 분류되며, 공법인인
노동자보험조합(생산직 근로자, 18개 주 보험), 연방철도보험조합(생산
직 근로자 대상의 특별기관), 선원금고(생산직 근로자 대상의 특별기관),
연방직원보험조합(사무직 근로자, 28개 지역별 지방보험사무소), 연방광
산노동자보험조합이 있고, 각 연금보험조합들은 독일연금보험조합연합
3) 보험증명수첩은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서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
보험조합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고용관계가 생기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제출하였다가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지급시와 의료보험의 상병수당 지급시 보험조
합에서 회수한다(정연택, 앞의 글).
4) 정연택, 앞의 글

290

회에 가입되어 있다. 각 조합에는 자치행정조직으로 피보험자와 수급자
가 선출한 대표와 사용자대표 동수(광산연금보험은 노 2/3, 사 13)로 구
성된 대표자회의와 이사회가 있어서 이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연금보험 운영의 감독은 노동사회부 산하의 연
방보험국 및 연방노동사회성에서 하고 있고, 주 수준에서는 주 사회장관
이 감독한다.
5)

나. 의료보험․장기 간병보험

5)

독일에서 의료보험은 법적으로 전국민 강제적용이 아니지만 소득이
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배)의 75% 이
하인 경우 의무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현재 독일 전체인구의 92%가 법
정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외의 8%가 민간 질병보험에 가입하
고 있다.
의료보험은 대상자에 따라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일반노동자와 직
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제도와 자영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
질병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은 공법인인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직능별 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광산근로
자금고,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보충금고, 농업질병금고의 8개의 질
병금고가 하며, 각 금고는 노사 동수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된다.
의료보험요율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
지만 일정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주가 의료보
험료 전액을 지불한다. 1994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가장 낮은 직장질
병금고의 평균 보험요율은 12.02%이었고, 가장 높은 광산금고는 의료보
험요율이 13.90%였으며, 농업질병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같은 지역의 지
역질병금고의 평균 최고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 내에서는 사회보험간 보험료 대납 관계가 있는데 실업자의 경
5) 이용갑,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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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고용보험이 의료보험료를 지불한다.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은 없으며 예외적으로 농업질병금고 중 노령 농업종사자에 대해서 국
고보조를 한다.
의료보험급여로는 예방급여(현물), 의료급여(현물), 질병수당(현금, 7
주 후부터 기본임금의 80% 지급), 출산수당(현금, 최근 3개월간의 수입
에 비례), 장례비(현금, 정액) 등을 지급한다.6)
의료비 지불에서 진료비는 질병금고연합회가 각 주보험의협회와 진료
수가를 결정하여 진료 총액을 지불하면 보험의협회가 진료수가 점수에
비례하여 보험의에게 수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원요양
비는 질병금고연합회가 병원과 수가를 결정하여 1인당 입원요양비 일액
(일반 치료에 대한 요양비 일액과 고액 의료에 대한 요양비 일액)을 정

액으로 지불한다7).
의료보험 외에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사회
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장기 간병보험이 도입되었다. 장기 간병보
험은 법정 의료보험과 관리운영 조직, 가입자가 동일하며 급여로 재가급
여와 간병단계(간병 필요성에 따른 3단계 구분)에 따른 현금(간병수당)
과 현물을 간병급여로 지급한다. 간병보험의 경우에도 대납제도가 있어
서 간병인(산재보험 급여대상자인 가족이나 이웃)의 경우 간병보험에서
연금보험료를 지불한다. 질병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연방과 주정부에
있다.
다. 고용보험
실업보험이 1969년 고용보험으로 대체되었으며,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연방고용청에서 관리․운영한다. 고용보험은 직업훈련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농업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소집 전 근로자였던
병역의무중의 군인, 가내근로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자체 보장체계가 있
6) 국민연금관리공단, 『’92-’93 海外社會保險動向』, 1994, 157쪽.
7) 국민연금관리공단, 위의 책,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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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종의 종사자(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등)와 근로활동이 기준 이하인
자는 제외된다.
고용보험요율은 6.5%로 근로자 임금소득 중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선
(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배)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되며8), 노사가 절

반씩 부담하나 직업훈련생과 총임금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고, 병역의무중인 군인은 연방정부에서 고용보
험료를 전액 부담한다9). 그리고 사회보험의 대불제도로 의료보험의 상
병수당 수급 근로자와 산재보험 장애수당 수급 근로자는 의료보험과 산
재보험에서 고용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관리운영기구인 연방고용청은 노동사회부의 감독을 받는
기구로 본부, 11개의 지방고용청, 184개의 지역고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고용청, 주고용청 및 지역고용사무소에는 노․사․정 동수
의 대표로 구성된 자치행정조직인 행정위원회가 있다. 연방고용청 본부
는 고용보험에 대한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하며
총재와 부총재, 6개국의 집행기관,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자치행정기
관(독자적인 예산편성 기능을 하는 행정위원회와 총재를 견제하고 감독
하는 이사회)이 있고, 고용보험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직업소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학교와 특별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다10).
라. 산재보험
독일의 법정 산재보험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초․중․고
등학교 학생과 대학생,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상이 포함
되며, 재활을 위한 급여, 상해수당, 이행수당, 상해연금, 유가족연금, 장
례보조금, 고아연금, 부모연금 등을 지급한다. 유가족에 대한 산재연

8) 정연택, 앞의 글, 715쪽.
9) 정연택, 「독일실업자 사회안전망」, 유길상 외,『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 1998, 68∼69쪽.
10) 정연택,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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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급여의 경우 사망자의 연간 노동보수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11).
산재보험은 동업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
한다. 보험료는 금년 보험료로 작년의 지출이 충당되도록 책정하고, 금
년 지출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선불하고 1년 후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험요율은 근로자 임금과 사업별 위험등급에 따라 결정
된다.

第 3 節 美國 ; 聯邦社會保障廳에 의한 統合管理와
州政府別 自治管理

1. 개 관
미국은 1908년 연방정부의 산업재해보험법의 제정과 이에 대한 주정
부의 법 제정, 1935년 사회보장법(노령연금보험, 실업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를 시행)의 제정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유족급여, 장해보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미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보험
(OASDI), 노령층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장(Medicare), 실업보험, 산업

재해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험의 운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연금보험
과 의료보험은 연방정부가 관리운영하고 있고,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협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고 있
다. 의료보험은 제한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연방의 사회보
장청이 의료보험 가입자의 등록업무와 자격관리까지 관장함으로써 연금
11) 이용갑, 앞의 글,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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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뿐 아니라 의료보험의 운영에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2. 관리운영기구
미국 사회보험에서 연금보험, 의료보장은 연방이 관장하고, 저소득층
을 위한 의료보호(Medicaid), 실업보험, 산재보험은 주가 관장하거나 연
방의 규제하에 주정부가 운영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징수 외의 모든 연금보험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이 관장한다. 사회보장청에는 10개의 사회보장청 지
역본부와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가 있으며, 지방청 산하에 1,300개에 달
하는 지방사무소가 있다.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는 연금수급자의 개개인
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수급자의 인정사항 변동에 관한 처리기
능을 수행하고, 재무성 산하의 여러 급여지급센터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
의 확인, 부채 환수, 사회보장 번호의 부여 등 수급자에 대한 모든 서비
스를 수행한다. 일선기관인 지방사무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사회보장
번호의 부여를 신청받고 개개인의 소득기록을 확인해 주며 연금, 의료보
험, 보충적 보장소득(SSI)의 신청을 받는다. 사회보장청이 피보험자에 대
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는 매년 2월말 지난해의 각 근로자에
대한 봉급, 보험료 납부 기록을 사회보장청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회보장청은 보험료 징수기관인 내국세청과 이 정보를 공유한다.
의료보장(Medicare)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결정은 보건복지부
에 속해 있는 의료보장재정청과 공중보건서비스청에서 담당하고, 세부
적인 업무는 보험 당사자인 민간보험회사 또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그리고 Blue Cross/Blue Shields 등 중간지불기관들

이 의료보험청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행한다. 이들 단체는 병원과
의원의 급여청구 절차를 관리운영하며 의료공급자인 병․의원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주별로 의료전문인 심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심사, 감독한다.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운영을 관장하는 사회보장청은 연금보험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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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제한된 의료보험 가입자의 등록, 수급자격, 보험료의 고지와 징
수 및 전산 업무를 관리한다.
실업보험의 운영은 연방의 노동부가 실업보험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
과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주정부가 연방의 기준 안에서 자율적으
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
업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정부이며 실업보
험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실업보험은 주마
다 관리운영 조직이 다른데, 28개의 주는 실업보험을 관장하는 고용안정
국을 노동부나 주정부의 기타 부서 안에 설치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독
립적인 부서나 위원회를 통해 실업보험을 운영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노
동부에 속해 있는 고용훈련청과 실업보험서비스청을 통해 전국의 실업
보험을 관리한다.
산재보험도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대개 주정부 내의 노
동부나 근로자보상국에서 관리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노동부의 근로자보
상사업실에서 주정부의 산재보험을 감독하며, 진폐사업의 경우에만 연
방사회보장청에서 운영한다.
이렇듯 미국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연금보험와 의료보험의 기여금인 연
방사회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사회보장청과 재무성, 내국세청의 연계
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보험료 징수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연방사회보험료
를 통해 보험료가 함께 징수된다. 연방사회보험료의 징수는 재무성 내의
내국세청이 담당하며, 징수된 연방사회보험료는 부과된 비율에 따라 각
각 연금기금인 노령․유족연금기금과 장애연금기금, 그리고 강제의료보
험기금인 입원보험기금으로 예치된다.
연금보험 재원은 급여지급과 행정비용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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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잉여금은 모두 연방정부 채권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
다. 기금의 운용은 재무장관, 노동장관, 보건후생장관, 공익대표 2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이사회가 담당하는데 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연금기금
외에 의료보험기금인 입원기금과 보충적 의료보험기금까지 관리한다.
임의보험인 보충적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정액 보험료 43.8달러와 연
방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내국세청이 아닌 사회
〈표 6-8〉미국 사회보험체계에서의 각 기관별 기능분할 및 연계내역
재무부(Treasury)

국세청(IRS)

사회보장청(SSA)

－ SS보험료 징수
－ 급여지급의 승인
－ 기금의 관리
∙고용주의 틍록 및 ID
∙모든 적용근로자의 등
∙IRS에 의해 징수된 보
부여
관리
록 및 기록관리(ID부여)
험료 수납
∙재무부에
징수된
보험
∙IRS
양식을 기초로 수
∙수납한 보험료는 SS
료
임금
급자의
임금기록 작성
Trust Fund로 이체
∙고용주에
의해
작성된
∙급여액의
산정
∙신탁기금의 투자 및
임금신고양식
SSA에
∙IRS에
피보험자
임금
이윤의 관리
송부
정보송부
∙수급자들에게 사회보
∙납세기록의 작성 및 관
∙재무부에 급여지급과
험급여 지급
리
관련된 정보 송부
∙행정비용을 SSA에 지
∙강제징수
∙소득
및 보험급여액에
급
∙납세자 조사
관련된 사항들을 개인
∙은행과 업무협조
∙기록의 대조(재무부와
납세자들에게 발송
SSA)
∙수급자들에 대한 서비
∙납세자 서비스
스
신탁기금의 이사회 운영
국회에 징수현황에 관한 국회에 급여지급과 관련된
및 국회 보조
보고
현황보고
기관간의 상호연계기제
① 사회보험 신탁기금관리위원회(Trust Fund Governing Board)
② SSA/IRS 정책위원회 : 국장급
③ SSA/IRS 합의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공식적 합의
④ 실무자 네트웍(실무급 : 과장)
주 : IRS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반독립적인 국세징수기관; SSA(Social Security
Admin.)은 정부의 총리실 혹은 행정실(Executive Branch) 산하의 사회보험관장
독립기구임
자료：Stanford G. Ross, Common Issues of Social Security and Taxation Systems, Interactions
of Social Security and Tax System, ISSA, 199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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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청에서 보험료를 징수한다. 징수된 보험료는 보충적 의료보험기금
으로 예치되며 다른 연금 및 의료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금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연방실업보험 보험료는 내국세청에서 징수하여 재무성이 관리하는 실
업보험신탁기금으로 예치된다. 각 주에서 징수한 보험료도 실업보험신
탁기금에 적립되며 주단위로 계정되어 관리, 지급된다.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은 주정부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
업의 위험도, 기업체의 규모, 적용대상 직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
다(1995년도 평균요율 2.05%)
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도 연방과 주정부의 분할이 있지만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기금운영은 연방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연방에
서의 연방사회보험료의 징수는 조세체계와 연계되어 내국세청에서 징수
되는데 미국은 징세체계와 사회보험체계를 연계, 통합하여 보험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재무성 산하의 내국세청은 납세
자와 피보험자에게 세금과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하며 세부적으로
는 고용주의 등록과 ID의 부여, 고용주가 제출한 임금신고 양식을 사회
보험청에 송부, 징수된 보험료를 재무성의 기금에 입금, 납세기록의 작
성 및 관리, 납세자 조사, 납세자 서비스 등을 한다. 재무성은 보험별 기
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기금의 투자와 이윤을 관리하고 사회보험의
급여와 행정비용을 지급한다. 사회보험청은 급여자격을 심사하여 급여
의 지급을 승인하고 급여액을 산정하고 내국세청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
보를 공유하고, 수급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한다.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연금보험은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984년부터는 연방공무원도
연금보험에 강제가입 대상이 되었다.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
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부터 지급된다. 노령
연금급여는 전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배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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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 또는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50%를 부양가

족수당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장애 발생 전까지 연금가입 전 기간의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에 대해
연금액의 50%를 부양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결혼한 지 10
년 이상이 된 미망인이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75%를 지급하고,
18세 이하 또는 18∼19세이며 학생인 아동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와 동

일하게 연금액의 75%를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자가 부양하던 부모에 대
해서는 각각 82.5%, 즉 양부모에 대해 150%를 지급한다.
1965년에 도입된 의료보험은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자 등 일부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강제적용의 입원보험은 65세 이상의 고령
자 또는 지난 2년간 장애급여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에 입원에 대한 비용
을 지원한다. 입원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보충적 의료보험 가입자격
이 주어지는데 보충적 의료보험은 의사의 진료비용과 병원 외래환자 진
료비와 입원보험에서 지급하는 각종 의료용구와 자재를 지급한다.
실업보험은 실업 전 5개 분기 가운데 처음 4분기인 기준기간만큼 근
로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한다. 주에 따라서 기준기간 동안에 최소 소득
또는 최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의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
소 소득은 주마다 다르나 현재 1,000∼2,964달러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
고 있다. 대부분의 주들은 최소 소득 이외에 한 분기 이상 임금을 받았
거나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던 분기를 제외한 다른 분기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일할 능력 및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로는 정규실업급여와
연장급여가 있다. 정규실업급여는 주마다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신청자
의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준기간 중
어느 하나(대체적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던 분기) 혹은 그 이상의 분
기 동안에 임금의 일정부분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급여산정식을 명
시하고 있다. 또한 급여의 상한선을 고정액 또는 가변적인 것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 급여액은 임금수준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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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어서 고정액으로 급여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는
주의 경우에는 실제 임금보상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
규실업급여에 대해 현재 13개의 주가 피부양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부양자 범위는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미취업 배우자와 아동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피부양자수당은 일반적으로 주당 20달러 혹은 그
미만으로 지급되며 피부양자 수만큼 지급한다. 급여기간은 2개를 제외
한 모든 주에서 급여연도 내의 법정급여기간을 26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44개 주는 급여신청자의 과거 임금수준, 고용경력을 고려
하여 급여기간을 정하고 있어서 26주 미만의 급여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연장급여제도는 실업률이 13주 이상에 걸쳐 5% 이상이고 이전 2년 동
안 동일 기간의 실업률보다 20% 이상 높은 실업률을 보일 때 급여 권리
기간을 13주 동안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연장급여 수급
자격 조건들은 주법에 의해 규정되며 급여의 수준은 정규실업급여와 동
일한 액수로 지급된다.
1908년 연방공무원 중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

입되었던 산재보험은 현재 모든 주에서 근로자보상법의 제정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모든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강제적용하
고 있다. 보상급여액과 급여지급 기간 등에 있어서는 주마다 많은 격차
가 있는데 항구적인 장애에 대한 산재연금 급여액은 통상 주당 임금의
약 66%에서 법적 최고 한도까지 지급된다. 일부 주에서는 이 급여율에
서 결혼 여부, 부양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도 한다.
5. 미국 사회보험관리체계의 특징
미국의 사회보험 관리체계는 재무성(Treasury Dept.), 국세청(IRS), 사
회보험청(SSA) 간의 업무분담 및 연계가 특징이다. 즉 재무부는 기금의
관리 및 현금급여의 집행을, 국세청은 보험료의 징수 및 적용대상 사업
장의 관리를, 사회보험청은 피보험근로자의 관리 및 급여의 심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정보의 교환을 통해 분장업무간의 연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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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에 있어서 국세청과의 통합연계를 통하여 효율적
인 관리를 함으로써 조세체계와 사회보험 시스템 간에 공통업무를 통합
하고 서로 고유한 업무는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第 4 節 日本 ; 政府部處別(勞動性-厚生性) 部分的
統合運營體系

1. 개 관12)

12)

일본은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사회보험이 노동성(고용, 산재보험)과
후생성(연금, 의료보험) 양 부처에 의해 분할관리되고 있으며, 역사적 발
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각 법이 성립됨에 따라 현재 대상별로 각기 다
른 법에 의해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다르고 재정이 독립되어 있어도 통합․연계가 가능한 관리업무
는 부처별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일 부처 내에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간에는 통합된 적용․
징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관장부처에 따른 분
할운영체계로서 복지와 노동 각 분야별 전문적인 관리운영은 용이하나
제도간의 연계나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분할․분립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정책
의 연계적 발전을 위해 1998년 6월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안」을 가결
함으로써 노동성과 후생성이 결합된 ‘노동복지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
다. 여기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주요 내용은 공
12) 일본의 사회보험관리운영은 이해영, 「일본의 사회보험과 관리운영체계」, 한국노
동연구원, 1998에서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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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금제도의 일원화, 4대 사회보험 제도의 징수업무 일원화 등이다.
2. 관리운영기구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독립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그 관리운
영체계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 의료보험 및 연금에 관한 중앙행정기구는
대부분 후생성이 담당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성이 관리한다.
이 외에 특수직역보험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부처로서 1961년 연금과
의료보험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의 관리운영 부분과 제도
의 기획 및 입안을 분리하였다. 이에 의해 후생성 외부 기관으로 사회보
험청이 설립되었고, 후생성 내의 보험국과 연금국이 사회보험의 기획 및
입안, 조정과 조사연구, 그리고 건강보험조합,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
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등의 지도․감독 외에 사회보험, 의료에 관
한 행정을 담당하고, 사회보험청이 정부 관장의 건강보험사업, 선원보험
사업, 국민연금사업, 후생연금보험사업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었
다.
사회보험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대부분 운영을 관할하
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1989년 전국의
사회보험사무소와 사회보험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1997년부터는 동
일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피보험자 기록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였다.
후생성의 지방행정기구로는 피보험자의 적용,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
부의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사무소(전국에 307개)가 있다. 또한
도도부현 민생주관부국(民生主管部局)의 보험과, 국민연금과에서 각 보험
의 사업을 관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성이 담당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노
동성 내 노동기준국의 노동자재해관리과와 보상과 등에서 관리하고, 고
용보험은 직업안정국의 고용보험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보험료의
징수는 노동보험징수과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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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국 478
개의 공공직업안정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전국 347개의
노동기준감독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용보험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도도부현의 민생주관부국에 고용보험과가 있어서 고용보험사
무의 관리,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에서 감독을 한다.
또한 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문기관으로 후생성의 의료
보험복지심의회, 연금심의회와 노동성의 중앙직업안정심의회, 노동자재
해보상보험심의회가 있다. 이 외에 사회보험 전반의 기획, 입법, 운영 등
에 대해 심의하는 내각총리대신 소관하의 사회보장제도 심의회가 총리
부에 설치되어 있다.
피보험자가 자격, 보험료, 급부 등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으로서 심사관제도를 두고 있는데, 도도부현의 보험주관과와
국민연금주관과에는 사회보험심사관이 있고 도도부현의 고용보험주관
과는 고용보험심사관, 노동기준국에는 노재보상보험 심사관을 두고 있
다. 또한 사회보험심사관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심사기관으
로 후생성에 사회보험심사회가 있고, 고용보험심사관과 노재보험심사관
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심사기관으로서 노동성의 노동보험
심사회를 두고 있다.
3. 보험료의 징수
일본의 사회보험은 관장 부처별로 보험료 징수 업무를 연계 또는 통
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후생보험과 건강보험은 각 지구에 있는 사회보험
사무소를 통해 일선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징수․급
부 등 모든 처리가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이루어지지만 후생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적용와 징수관련 사무만 사회보험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사회
보험사무소가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함께 취급함으로써 보험의
성격은 달라도 실무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사무수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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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의 양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노동부는 1972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칭하고 이를
일원적용하는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사무가 일원화되었다. 노
동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일원적용되는 사업과 두 보험의 적용
범위, 적용방법이 차이가 나서 이원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관
리를 하고 보험료도 피고용자,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자, 자영자, 해
외파견 특별가입자, 일고노동자로 구분하여 다른 산정을 통해 징수한다.
원칙적으로는 양 보험의 보험료를 하나의 노동보험료로 징수하기 위해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이 정해졌는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보험연
도 초에 1년간 임금총액 예상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개산보험료를 징
수하고 연말에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한다. 사업기간이 한정
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작시 사업 전기간의 임금총액의 예상
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개산보험료를 내고 사업 종료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고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보
험료 외에 일정액의 인지보험료를 징수한다.
노동보험료 납부는 보험료 신고서와 납부서에 개산보험료를 첨부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이나 고용보험주관과, 노동기준
감독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보험사무조
합이 중소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노동보험료의 납부, 기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중앙에 있어서는 노동성에서 노동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관리하며
지방의 행정조직을 적용․징수 기구로 활용하여 해당사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담담부서 도도부현의
노동주관부와 공공직업안정소 그리고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과 노동기
준감독서의 운영에서 노동보험의 징수 업무는 도도부현에서 담당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고유한 업무에 있어서는 노동기준국과 노
동주관부가 각각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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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일본의 의료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제조합의 단기급부가 있다.
건강보험은 정부관장 건강보험과 조합관장 건강보험으로 나뉜다. 건
강보험조합은 상시 700인 이상의 피고용자가 있는 사업소 및 동종 업종
의 복수사업소, 또는 일정지역 내의 다른 업종의 복수사업소에서 3,000
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설립되고, 정부관장은 조합관장 외에 주
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의 급여로는 요양급부,
입원시 식사요양비, 방문간호비, 특정요양비, 고액요양비, 이송비, 상병
수당금이 있고 출산급부와 사망시 장제비가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민,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자보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하게 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동종 사업 종
사자 300인 이상으로 조직된 공법인단체인 국민건강조합이 보험자가 될
수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는 후생연금보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
제조합 등이 있다. 일본의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 그리고 기타 기금을 통해 노후생
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자영자 등 근로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1986년부터 전국민에게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
는 제도로 개정되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후생연금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강
제적용되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나 재외국민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급여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하고 납부기간(보험료 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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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포함)이 25년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 급여액은 보험료 납부개월
수(보험료 면제월수)에 비례하게 하여 지급한다.
2단계 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장 및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자
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로는 노령후생연금, 장해후생연금, 장해수당금,
유족후생연금이 있다. 노령후생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연금
급여는 물가에 대해 연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
급연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한 전사업장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농
업, 임업, 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은 잠정 임
의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사업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등은 특
별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급여로는 질병 치료시 치료비를 보조하는 요
양보상, 휴업 4일째부터 급여기초액의 60%를 지급하는 휴업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 장해보상과 유족보상, 그리고 개호보상,
상병보상급여, 장제비 등이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전사업이 당연적용 대상이고, 농
림수산업, 개인사업으로 5인 미만인 사업소는 임의적용 대상이다. 고용
보험급여로는 구직자급여, 취직촉진급여, 고용계속급여 등을 지급한다.
구직자급여는 이직 전 1년 중 피보험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피보험자
가 실직 후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신청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급여액은
이직전 6개월의 임금총액을 180로 나눈 금액의 60∼80%이다.
5. 일본 사회보험체계의 변화
현재 일본에서는 경제․사회적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경
제․사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 재정, 사회보장, 경제, 금융시스
템, 교육의 6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사회보
험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행정개혁을 위해 마련된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안」에 의하면 현재

第 6 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309

의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되어 새로이 노동복지성(가칭)이 설립될 개획
이다. 노동복지성의 주요임무는 고용의 확보, 노동조건의 정비, 사회복
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이고, 노동복지성의 정책 실시
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회보험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
복지성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통합 및 제휴 강화,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노
동자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징수사무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개혁을 위해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르는 사회보장 관련비용의
증가 억제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으로는 고령화의 진전, 경제적 저성장
과 재정상황 악화로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횡단적 재
편성을 통한 전체적인 효율화,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용자 본위의
구조,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민간역할의 강화, 급여와 부담의 공평
성과 공정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개혁 속에서 후생성과 노동성의 노동사
회성으로의 통합, 보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일원화, 노동정책과 사회
보장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매우 복잡하고 분절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사회보험체계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통합형태로 변
화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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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스웨덴 ; 社會保險委員會에 의한 統合的 運營

1. 개 관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질병보상, 부모보험), 국
민연금, 상병보험, 실업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실업보험은 법정 사
회보험이 아니며 노동조합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스웨덴에서는
법정 사회보험 외에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부가보험제
도(직종연금제도)가 있어서 공적보장체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보험회사에 의해 공급되는 사적연금제도가 있어 공적연금,
직종연금, 사적연금 등 삼층 보장체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삼층 체제
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안전망으로 각 지
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자산조사형 사회부조가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의 관리행정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중 국민연
금, 상병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가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는 사

회보험사무소가 각 사회보험의 현금급여를 관리한다. 사회보험사무소는
25개의 지방본부와 지방본부 산하의 360개의 지역사무소로 이루어져 있

으며, 지역사무소는 대부분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보험 급여
의 지급 외에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등을 지급한다.
강제보험이 아닌 실업보험은 노조별로 40개의 실업보험금고가 적용
및 징수, 기금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급여 및 취업서비스는 지역고용사
무소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실업보험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와는 별
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Board)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으며, 반면 실업보험료는 다른 보험과 함께 국세
청에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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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현물급여(요양치료, 재활서비스)는 국가보건
복지위원회와 그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즉 의료
보험과 산재보험은 징수 및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현물급여 및 서비스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그림 6-6] 스웨덴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국가사회보험
위원회

국민보건복지
위원회

노동시장
위원회

사회보험사무소
(25개소)

지역운영위원회

실업보험금고

↓
의료서비스
(현물급여)
담당

↓

국세청

↓
모든
사회보험부담금
징수

사회보험사무소
지부(약 360개)
↓
연금, 상병보험,
국민건강보험
현금급여 담당

실업보험
담당

2. 관리운영기구 : 사회보험위원회
법정 사회보험을 관리․운영하는 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 RFV)는 급여의 지급과 지급과정, 질병의 예방과 치

료, 사회보장의 분석과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보험
위원회의 관련법과 규정을 승인하고, 사회보험사무소 활동에 대한 재정
적 틀을 결정한다.
사회보험위원회의 업무는 중앙 지도와 사회보험 사업을 감독하고, 개
별사회보험사무소의 활동감독, 사회보험 통계와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
로 산하에 행정부, 정보부, 보험부, 평가부, 법부, 자료부를 두고 있다. 국
가사회보험위원회(RFV)의 조직구조는 [그림 6-7]과 같다.

第 6 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313

[그림 6-7] 국가 사회보험위원회(RFV)의 조직구조
5개(기획, 행정, 인사, 내부서비스, 특정 IT 업무
담당)의 부서가 있으며, 재정회계, 재정, 연간회
행정부 계, 예산정보, 기금관리, 사회보험위원회와 사회
보험사무소 내부 조정과 함께 사회보험위원회와
사회보험사무소의 목표를 관리
정보부 내․외부의 정보관리, 연결, 출판담당
Committee
정부가
위임하는
위원들로
구성
(임기:
19982000)

Executive
office
DG/DDG

보험
1부

의약가격, reference prices, charge limitation을
결정하는 의약부서, 산재담당 부서, 의료부조담
당 부서가 있음

보험
2부

연금, 상병보험, 재활, 부모보험, 장애수당, 산재
수당을 담당. 또한, 보험의 행정에 대한 업무로
보험정보와 지침, 적용사항을 배포하고 보험 사
무소의 보험 업무의 운영을 감독

평가부

통계, 통계분석, 평가를 하며 자발적 연금보험을
담당

법부

legal unit 한 개와 court unit 2개가 있음. legal
unit은 사회보험위원회의 법적 규정, 공공성과
비밀보장의 문제, 행정법 등을 담당하고, court
unit은 사회보험의 법적 적용을 준수하고 피보험
자의 고소 심사, 보험 실행에 대한 법적 정보제
공을 담당

RFV
자료

모든 보험급여의 IT 체계를 생산․관리․개발하
고, 연계구조를 마련하여 사회보험위원회와 사회
보험사무소, 정부에서 사용하도록 함.

※ 기타：내부감사부, 기금후원단, 행정사무소(Executive office) 비서과 등

지역과 지방 수준에 있어서는 지역(country)마다 하나씩 있는 사회보험
사무소(25개소)와 사회보험사무소 산하의 사회보험사무소 지부(약 360
개)가 있다. 사회보험사무소와 사회보험사무소 지부는 지역과 지방 수준
에서 개별 사회보험 사례를 담당하며, 상병보험, 부모보험, 기본퇴직연금
과 부가연금,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의 급여 지급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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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징수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주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부담금
(Social Insurance Charge)과 정부보조(조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1997년

사회보험 수입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부담금과 보험료 수입이 73.5%, 기
금이자가 19.9%, 정부보조 즉 일반조세가 22.7%였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회보험료 분담에 있어서 1970년대에 근로자 부담분이 폐지되었
으나 1996년부터는 연금(1996년 당시 임금의 1%)과 상병보험(1996년
당시 임금의 3.95%)에 근로자 기여분이 도입되었다13).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은 <표 6-9>와 같으며, 고용
주는 모든 보험 분야에 대해 임금의 33.06%를 부담하고, 피고용자인 근
로자는 연금 중 부가연금 부담금으로 임금의 1%. 건강보험부담금으로
3.95%를 부담한다.
〈표 6-9〉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스웨덴 사회보험 부담금(1996년) 현황
보험종류
부가연금
기본연금
부분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
노동시장
산업안정
임금보장
일반 임금
전 체

기여율(임금에 대한 %)
고용주
근로자
13.00
1.00
5.86
0.20
5.28
3.95
1.38
5.42
0.17
0.25
1.50
33.06
4.95

자료：Smedmark & Svenstrom, “The Swedish Contributions Collection System”, ISSA,
European Series No. 25, Interaction of Social Security and Tax System, 1997, p.112.
13) Smedmark & Svenstrom, “The Swedish Contributions Collection System”, ISSA,
European Series No. 25, Interaction of Social Security and Tax System, 1997,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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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조세와 함께 징수한다. 근로자 부담분
은 소득세와 함께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되어 월별로 국세청으로 전달
되고, 고용주의 부담분은 전월 임금(salary;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996
년에 33.06%)로 부과되어 매달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영자는 소득에 대
한 일정비율을 부담하며 연말에 세금과 함께 정산한다.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1975년부터 국가사회보험위원회에서 국세
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보험 부담금 징수에 대한 감독 업무
도 사회보험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국세청이 사회보험
부담금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으로의 징수 업무 이관은
거대한 사회보험의 운영에 있어 지방 차원에서의 분권화(사회보험위원
회로의 집중화가 아닌 역할분담)를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security)을 높
이고자 이루어졌다. 징수 업무의 통합과 국세청 이관 과정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통일되었고, 보험료 산정방식이 단순화되었으며 산업재해요
금의 경험요율도 폐지되었다. 또한 부가연금 보험료의 산정방식도 단순
화되어 부과 상한선 및 기초소득 공제 등을 폐지하고 보험요율의 재조
정이 있었다.
국세청은 세무서(Tax Authorities, 24개소)와 지방세무소(131개소)를
통해 사회보험 부담금 징수 업무(부담금 산정과 고지서 발송 등)를 한다.
지방세무소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주민등록(Population registration)과
연소득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고 고지서를 발송
한다. 피보험자는 은행과 우체국에서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한다.
사회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관리기구인 사회보험위원회와 징세기관
인 국세청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험자의 관리에 있어
서 국세청은 세금과 보험행정에서 동일한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여 관
리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에 대한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주 사
회보험위원회로 보내진다. 또한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 두 기관이 공
통의 개인 ID로 납세자와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자 개별사
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정보는 1주 단위로 사회보험위원회로 보내진
다. 보험료 납부의 책임이 있는 고용주의 등록관리는 전적으로 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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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이며, 따라서 고용주와 자영자의 분리 등과 같은 적용 및 보험료 납
부와 관련된 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해서 사회보험위원회로 정보를 보
내며 사회보험위원회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다.
징수된 사회보험 부담금은 매일 사회보험위원회로 송금되며, 보험료
는 국세청을 통해 통합․징수되나 보험기금은 보험별로 운영된다. 국세
청이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회보험위원회에 입금하면 전액이 전국기금
(National pension Fund, 부가연금 포함), 부분연금기금, 산업재해기금

등으로 이전된다.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국민건강보험은 국적에 관계없이 스웨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
회보험사무소에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의료서비스(치료 및 입원)를 제공하고, 질병으
로 인해 상실된 소득의 65∼90%(병가일수의 첫 3일간은 65%, 4∼90일
간은 80%, 그 이후에는 90%)를 보상하며, 출산 전후로 450일간의 휴가
와 월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을 360일 동안(360일 이후에는
최저 지급액) 지급한다.
국민연금제도에는 기본연금, 부가연금, 부분연금 등이 있다. 기본연금
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여러 부가수당
들을 지급한다. 기본연금 중 노령연금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보험가입 기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만
65세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나 60∼70세 중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선

택이 가능하다. 기본연금 지급액은 ‘기본액(1992년 연 33,700크로나)’의
일정비율로 지급하여 독신자에게는 기본액의 96%, 부부는 157%를 지
급한다.
장애연금은 16∼65세에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전액, 2분의 1, 3분의 1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에는 부모가 사망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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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배우자연금이 있다. 아동연금의 경우 양부모 사망시 기본액의
50%, 한쪽 부모 사망시 기본액의 25%를 지급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

우에는 배우자연금으로 65세 이하의 배우자에게 12개월 동안 기본액의
96%를 지급하고, 부양아동이 있는 미망인에게는 기본액 전액을 지급한

다. 이외에 기본연금에서는 장애자수당, 아동간호수당, 아동보조수당, 주
택보조수당, 부인수당 등 여러 가지 부가수당들을 지급한다.
부가연금(ATP)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거주자 외에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연금기본액에 추가되어 지급된다.
부분연금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전에 근로생활에서 연금생활로 이행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연
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60∼65세인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전일제 근
무를 하던 근로자가 60세 이후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기본연금
을 수급하지 않고 있고 10년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에 지급
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일어난
경우 신체손상에 대한 의료비, 소득을 보상하는 질병수당, 질환으로 장
애가 계속되는 경우 종신연금, 사망시 사망급여 등을 지급한다.
실업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지만 노동조합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된다. 실업급여는
지난 12개월 동안 연속된 4개월 내에 75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야 지급되며, 주당 5일씩 총 300일간, 55∼64세인 경우에는 45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5
개월 이상 스웨덴 내에서 근로하였고 국영 직업소개소에 구직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가로부터 주당 5일씩 150일까지 실업부조(Cash
Labour Market Assistance)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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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네덜란드; 社會雇傭部에 의한 勞動과 福祉의 連繫

1. 개 관
네덜란드의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세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포함)을 대
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체계(National Insurance Scheme)’와 피용근로자
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보험체계(Employee Insurance Scheme)’ 두 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자영자의 보험
료 부담과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며, 최소 수준의 급여(minimum level
benefit)를 제공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에서

관리하고, 징수는 각 지방의 조세사무소에서 담당한다. 급여 내용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예외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장과 아동수당 등
이 있다.
근로자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와
〈표 6-10〉네덜란드 사회보험체계
구 분
-

대상
보험료부담
급여수준
징수기관
보험료관리
급여내용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전국민
근로자, 자영자
최소 수준의 급여
조세사무소
사회보험은행
노령연금
유족연금
예외적 의료비지출
아동수당

근로자보험
(Employee Insurance)
근로자
근로자, 고용주
소득비례급여
사회보험사무소
국립사회보험원
장애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의료보험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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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급여는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며(income
related benefit), 징수된 보험료는 국립사회보험원(National Institute of
Social Insurance)에서 관리한다. 근로자와 관련된 장애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의료보험 등이 근로자보험에 속해 있다.
네덜란드는 1998년 현재 사회보험 지출규모가 GNP의 15%(100 Bln)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와 관련된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GNP 대비 7%, 50 Bln). 이러한 네덜란드의 사회보장 지출규모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6-11〉1994년의 사회보험급여 지출과 수급자수
사회보험급여
-

실업급여
장애급여
일반노령연금
일반유족연금
일반아동수당
사회부조

지출(Billion)

수급자수(명)

9.5
21
36

300,000
741,000
2,100,000
190,000
180,000
480,000

4.5
6.2
10.7

〈표 6-12〉네덜란드와 EU의 사회보장지출규모 비교
1994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규모
-

의료
장애
노령
유족
가족수당
실업
기타

(단위：%)

네덜란드

EU

6.7
6.7
9.7
1.7
1.7
3.2
3.2

6.3
2.8
9.5
2.0
2.0
1.8
0.5

네덜란드는 1998년부터 사회보험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서 장애급여와 상병급여에 관련된 변화가 가장 주요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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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상병급여를 완전 민영화하였고, 장애급여도 부분적인 민

영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영자도 장애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되었으며,
공무원도 근로자 장애보험제도에 속하게 되었다.
근로자보험의 상병급여와 장애급여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두 급여가 민영화됨에 따라 고용주는 민간 보험회사를 선
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Private Insurance), 고용주가 원하고 회사의 자
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Self Insurance)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상병급여와 장애급여를 지급해
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상병급여는 해당근로자에게 52주 동안 지급된다. 그 기간이 지나도
계속 질병이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최고 5년 동안 지
급된다. 그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회부조 체계인 국민
의료(National Health)에서 보호하게 된다.
〈표 6-13〉상병 및 장애에 대한 사회보험체계
상병 및 장애에 대한 사회보험 (Social Protection for Disablement):
WAO, WAZ, Wajong
근로자보험(Employee Insurance)
재원：고용주부담

사회부조(Social Provision)
재원：조세

장애급여
상병급여
(Disablement
Wajong：장애청소년을 위한
Benefit：WAO)
장애부조 (Disablement Assistance for
(Sickness Pay：ZW)
- 처음 52주
- 상병급여 이후지급
Handicapped Young Person)
5년간 보장
자영자를 위한 국민보험법상의 장애보험：WAZ
(Self-Employed Persons Disablement Benefit)
재원：자영자 본인부담

네덜란드의 사호보험체계의 특징적인 면을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7년부터 산재(work-related)와 비산재(non-work related) 장
애와 질병의 구분을 없애고 장애급여(Disablment Benefit)와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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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ness Pay)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산재로 인한 질병과 장애

이든 비산재 질병 및 장애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병과 장애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둘째, 장애급여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처럼 노령연금체계 내의 연금
급여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보전(income replacement)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급여는 상병급여와 연결되어 장기간의 요양
자들을 위한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상병급여에서
52주 동안 보호하고, 이후 최대 5년간 장애급여에서 보호하도록 연계되

어 있다.
셋째, 의료보험(health care insurance)이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에
서 분리되어 여타의 사회보험은 사회고용부에서, 의료보험은 보건부에
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의 분리는 의료의 전문화를 위한
것인데, 반면에 의료보험 관장기관과 사회보장 관장기관이 분리되어 있
어 치료담당(treating physicians) 의사들과 사회보험 운영기관간의 장애
판정에 있어서 정보교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장애환자의 상담과 재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과거에는 네덜란드 사회보험의 운영이 단체협약적 성격이 강하
였으며 따라서 사회보험의 고급여체제(too generous)가 유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보험 급여의 지출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다 지출로 인
한 비용효과가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도록 하
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병
급여가 완전 민영화되었고, 장애급여도 부분적으로 민영화됨으로써 사
회보험 운영에 민간의 경쟁개념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작업장의 보건 및 산업안전의 향상, 장애자의 적극적인 직업
재활(Re-Activation)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개정된 관련 사회보
험법에서는 상병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주들로 하여금 ①근로자들의 상병
휴가(sick leave, absence)율을 낮추고, ②보건안전과 산업안전의 증진을
위해 기업의 작업환경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③되도록 장애를 입은 근
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장애근로자를 적극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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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상병급여의 민영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상병급여를 완전 민영
화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나 일반장애의 비용부담을
고용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업장의 보건 및 산업
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민간보험회사의 참여를 개방하여 경
쟁상황에서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산재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998년 1월부터 모든 고용주들은 직장
혹은 작업장의 보건 및 산업안전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근로자에게 제
공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1998년부터 장애급여나 상병급여의 수급자
들을 조기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Re-Integration Act(재활법)이 발효되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사회보험은 모든 운영에서 복지와 노동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고 있다. 복지와 노동관련 관리운영기구도 사회고
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로 일원화되어 있다.
또한 급여를 제공하기보다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급여
수급자들에게 적극적인 고용 및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관리운영기구
국민보험과 근로자보험, 사회부조가 모두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에 의해 관리감독된다. 그러나 각 체계

의 기금의 운용 및 전달은 분리되어 있는데, 국민보험의 기금은 사회보
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에서 관리운영하며, 국민보험의 관련급여
및 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보험은 사회보
험관리청(National Institure of Social Insurance : LISV)에서 기금운영을
담당하며, 관련급여와 서비스는 사회보험관리청 산하의 사회보험기관
(Social Insurance Agencies)에서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모두 크게 5개

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직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
회부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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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징수는 국민보험료의 경우 국세청(Tax Authorities)에서, 근
로자보험은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Agencies)에서 맡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보험을 중심으로 관련된 운영기구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사회고용부
노동정책과 사회보험(국민보험과 근로자보험) 및 복지정책을 총괄하
여, 의료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감독한다.
[그림 6-9] 사회고용부의 조직

▪Minister

▪State Secretary
Secretary-General and
3 Directors-General

Policy
Director

Supervision
Director

Facet Director

Logistics
Director

Misc.

정책담당관(Policy Director)이 노동시장, 사회복지, 사회보장, 근로조
건, 노사관계 등을 담당하여 관련업무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나. 사회보험관리청(LISV)
사회보험관리청은 근로자보험의 기금을 관리하며, 보험요율을 결정하
고, 일선의 급여 및 서비스 전달기구를 관리감독한다. 급여를 실질적으
로 전달하는 곳은 LISV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민영화된 기구인 사회보
험기관(social insurance agencies)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달체계의 민영
화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해 민간 운영기구간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작된 것이다.

第 6 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MSA & E
사회고용부

LISV
사회보험관리청

CTSV
사회보험감독
위원회

325

직종별
위원회

사회보험기관(SIA)
(GAK-Nethrlands 등 5개소)

다.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Agencies : SIA)
사회보험기관(SIA)은 민간 회사로서 LISV와의 계약하에 사회보험의
여러 급여들을 실제로 집행하고 전달하는 곳이다. SIA가 집행하는 사회
보험 급여는 상병급여, 장애급여, 실업급여, 부가급여 등 근로자보험에
속해 있는 급여들이다. 또한 사용주들이 장기 상병근로자들에 대해 직업
재활(return- to-work)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
고 필요할 경우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도 수행한다.
1999년 현재 5개의 SIA 조직이 있는데, 5개의 조직이 산업별로 분야

를 담당하고 있다.
－ Cadans：소매업, 의료산업 분야
－ GUO：농업, 육류가공업 분야
－ SFB：건축 및 건설산업 분야
－ USZO：공공부문
－ GAK, Netherlands：기타 모든 분야(가장 규모가 큼)
라. 사회보장감독위원회(Social Security Supervisory Board：CTSV)
LISV와 SIA를 감독하는 곳으로서 정부의 명령과 간섭으로부터 독립

적인 기구이며, 관련정보를 사회고용부 장관에게 제공하여 각 기관의 작
업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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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징수체계
국민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과세소득액 한계(maximum taxable income)
내에서 근로소득세(taxes on salaries)와 함께 총액으로 징수하며 보험료
및 과세 면제액 기준은 연간소득 Dfl. 47,184이다. 근로자와 자영자가 국
민보험의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며, 고용주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1998년 현재 Dfl. 80,600을 납세 및 납부의무 소득 상한액
으로 해서 세금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며, 고용주 혹은 급여사무소로부
터 연말에 1.70%(1998년 현재)를 공제받게 된다. 보험료 부과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동수당과 사회부조 급여액은 소득으로 간
주하지 않는다. 자영자를 위한 장해급여의 보험료는 하한액 Dfl. 29,000
에서 상한액 Dfl. 84,000 이하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민보
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며, 기금은 사회보험은행에서 관리한다.
<표 6-14> 국민보험의 보험료(1998년 현재)
구분

(단위：%)

국민보험

자영자보험

종류

노령연금
(AOW)

유족연금
(ANW)

예외적 의료비
지출(AWBZ)

아동수당
(AKW)*

장해(연금)급여
(WAZ)

고용주
근로자

－
18.25

－
1.40

－
9.60

－
－

7.9
－

주 :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조세로 재정 충당.

근로자보험의 징수는 사회보험기관에서 담당하며, LISV에서 기금을
관리한다. 근로자보험 중 장해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장애급여에는 경험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는 기본보험
료에 경험요율이 더해져서 부담된다. 근로자보험에서는 장애인을 5% 이
상 고용시에는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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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근로자보험의 보험료
구분

기본
장해보험(WAO)

차등
장해보험(WaO)

의료보험
(ZFW)

실업보험
(WW)

고용주
근로자

7.55
－

0.30
－

5.60
1.20*

6.35
6.45

주 :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수급액의 6.8%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함.

고 있다.
근로자보험 중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항목에 대한 보험료
는 Dfl. 10,000∼25,000 사이의 임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며,
Dfl. 10,000(보험료 납부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면

제된다. 또한 Dfl. 35,000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하
지 않는다.
보험재정은 수정부과방식으로 일정규모의 예비적립금(약 Dfl. 3∼4
Billion)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요율이 변화되는 것을 지양

하고 급작스런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자영자는 전액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국세청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4. 사회보험 급여 내용
근로자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급여(Benefits based on Minimum
Wage)와 소득비례급여(Benefits based on Wage)의 이층체계를 지니고

있다. 단, 상병급여는 소득비례급여(임금의 70%)만 적용된다.
가. 국민보험의 급여
1) 노령연금(General Old Age Pensions Act：AOW)

위의 표에 제시된 급여는 노령연금의 완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것
이며, 수급권은 매 피보험연도에 2%씩 축적해 나가므로, 완전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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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100% 수급하기 위해서는 15∼65세 사이 50년간 연속 피보험기간
을 가져야 한다.
연금수급은 65세부터 시작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 이전일 경
우는 보조급여(Supplementary AOW)를 받고, 보조급여의 액수는 65세
이전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연계되어 있다. 부부는 각각 독립적으
로 수급권을 갖는다.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death grant)이 주어진다.
〈표 6-16〉노령연금액(1999년 현재)
구 분

월연금급여액

휴가급여액

Dfl. 1639.22
(최저임금의 70% 수준)
Dfl. 2033.79
(최저임금의 90% 수준)
Dfl. 1,131.77

Dfl. 90.54

－ 기혼부부(혹은 동거)
∙급여수급자(배우자<65)

Dfl. 2,263.54

Dfl. 129.36

－ 기혼부부(혹은 동거)
∙부가급여 비수급자
(배우자<65)

Dfl. 1,639.22

Dfl. 90.54

－ 독신자
－ Lone Parents
－ 기혼부부(혹은 동거)

Dfl. 116.42
Dfl. 64.68

2) 유족연금(General Surviving Relatives Benefit：ANW)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어지는 연금급여로
1996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수급자격은 유족(배우자와 자녀)이 다음 중

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어는데, ① 생존 배우자에게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가 있거나 ② 근로무능력 상태가 45% 이상이거나 ③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였을 경우이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에게는 아동부양수당이 주어지며,
양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는 16세까지(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18세까지,
학생은 21세까지) 고아수당(Orphan's Benefit)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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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소득연계 프로그램이므로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만큼 급여에서 감액된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하(Dfl. 1,173.54)의 근
로소득이 있을 때는 유족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단, 배우
자가 재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수급이 종료된다.
〈표 6-17〉유족급여액(1999년 현재)
구 분

월 급여총액

월 휴일급여총액

유족급여

Dfl. 1,787.52

Dfl. 116.51

아동수당

Dfl. 397.82

Dfl. 33.29

18세 이하의 부양자녀
가 있는 경우

Dfl. 2,230.79

Dfl. 159.32

10세까지 고아

Dfl. 585.61

Dfl. 38.00

10∼16세 고아

Dfl. 878.41

Dfl. 57.00

16∼21세 고아

Dfl. 1,171.21

Dfl. 76.01

3) 예외적 의료비지출(Exceptional Medical Expenses Insurance：AWBZ)

의료보험(compulsory or private health insurance)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예외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보험으로 입원 366일 이후부터
의 거의 모든 치료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병원이나 집에서 장기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비례의 보험료를 지
불하며(상한선은 월 Dfl. 3,215), 소득비례의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월 Dfl. 210∼1,105 사이의 정액(flat rate)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은 전년도의 소득이며, 아동수당과
사회부조 급여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아동수당(General Child Benefits：AKW)

18세 이하의 부양아동이나 자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급여의 수준은

자녀의 나이와 가족의 수에 따라서 다르다.

330

〈표 6-18〉1994년 10월 이전 출생한 경우 아동수당액
구 분

0∼5세 아동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Dfl.
Dfl.
Dfl.
Dfl.
Dfl.
Dfl.

316.82
363.79
379.45
412.40
432.17
445.35

6∼11세 아동
18∼24세 청소년
Dfl.
Dfl.
Dfl.
Dfl.
Dfl.
Dfl.

452.60
519.70
542.07
589.14
617.38
636.21

12∼17세 아동
Dfl.
Dfl.
Dfl.
Dfl.
Dfl.
Dfl.

588.38
675.61
704.69
765.88
802.59
827.07

〈표 6-19〉1994년 10월 이후 1995년 1월 이전 출생한 아동 또는 1994년 10월
로 6, 12, 18세에 달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액
구 분

0∼5세 아동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Dfl.
Dfl.
Dfl.
Dfl.
Dfl.
Dfl.

316.82
363.79
379.45
412.40
432.17
445.35

6∼11세 아동
18∼24세 청소년
Dfl.
Dfl.
Dfl.
Dfl.
Dfl.
Dfl.

384.71
441.75
460.76
500.71
524.77
540.78

12∼17세 아동
Dfl.
Dfl.
Dfl.
Dfl.
Dfl.
Dfl.

452.60
519.70
542.07
589.14
617.38
636.21

1995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급여

액이 정해져 있는데, 0∼6세 아동에 대해서는 Dfl. 316.82, 6∼12세 아동
은 Dfl. 384.71, 12∼18세 아동에 대해서는 Dfl. 452.60의 아동수당이 지
급된다. 아동수당은 16세까지의 자녀에 대해 주어지나, 학생이거나 실업
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18세까지 주어진다.
5) 자영자를 위한 장애보험(Self-Employed Person Disablement
Benefit：WAZ)

자영자를 위한 1998년 1월부터 자영자와 그의 배우자, 전문직종의 종
사자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영자도 보험에 강제적용되었
다. 급여의 지급기간은 최대 5년이고, 급여수준은 연령별․장애등급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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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되어 있다.
나. 근로자보험(Employee Insurance Schemes)
1) 장애급여(Disablement Benefits)

질병 혹은 장애발생 후 52주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15% 이상의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로 최대 5년간 65세까지 주
어진다. 5년 이후의 기간은 국민의료(National Health)에서 보장한다. 급
여의 수준은 장애 정도(a요건)와 장애 이전의 임금(일급여기준)에 따라
서 정해지며, 장애시의 연령(b요건)에 따라서 급여기간이 다르다.
장애급여가 지급된 이후 2단계 급여(Follow-Up Benefit)는 다음과 같
이 산정된다. 15세 이후 장애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매해에 대하여 장해
이전의 임금(W)(상한액=Dfl. 305.96(1998. 7월 현재)과 최저임금(w)의
〈표 6-20〉장애등급(a요건)에 따른 급여액
장애등급

급여 (기준：이전임금)

15∼25%
25∼35%
35∼45%
45∼55%
55∼65%
65∼80%
80% 이상

14%
21%
28%
35%
42%
50.75%
70%

〈표 6-21〉연령에 따른 급여기간(b요건)
연 령

기 간

연 령

32세까지

0

48∼52세

2년

33∼37세

6개원

53∼57세

3년

58세

6년

59세 이상

65세까지

38∼42세

1년

43∼47세

1년 6개월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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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추가된 금액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며 65세까지 지급된다.
2) 의료보험(Health Insurance：ZFW)

자산조사에 기초한 근로자보험으로 연 임금소득이 Dfl. 62,200을 넘
지 않는 근로자와 대부분의 의료보험 급여수급자들이 보험의 대상이다.
가족 단위의 보험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피보험자가 되며, 피보험
자인 근로자는 임금의 1.20%, 고용주는 5.60%를 보험료로 납부한다(부
과 상한액은 Dfl. 52,983). 소득비례 보험료에 추가하여 피보험자 본인과
18세 이상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액

수는 의료보험기금에 따라서 다르다.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의 80%
를 보조하며, 피보험자는 의료비용의 20%를 지불한다(상한액=각 주피
보험자 1인당 Dfl. 200/년).
3) 실업보험(Unemployment Benefit：WW)

실업급여는 기본급여(UI1)와 소득비례급여(UI2)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기본급여(UI1)는 지난 39주 동안 26주 이상 고용되어 있었던 실업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70%가 6개월간 지급된다.

〈표 6-22〉고용경력에 따른 실업급여(소득비례급여) 수급기간(1999년 현재)
고용경력
4년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35년 미만
35∼40년 미만
40년 이상

소득비례급여 기간
6개월
9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4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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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 실업급여는 이직 전 본인 소득(상한액=Dfl. 305.96)의 70%
가 지급되는데 수급요건으로 이직전 적절한 근로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
득비례 급여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의 고용경력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비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소진된 이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최대 2년간의 연장급여(WW Follow-up Benefit)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수준은 기본급여액과 같이 최저임금의 70%이다. 또한 소득
비례 실업급여가 최저보장소득 이하일 경우에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상병급여(Sickness Benefit：ZW)

상병급여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자보험으로 고용주는 상병중
인 근로자에게 1년간(52주)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70%
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병급여를 52
주 동안 수급한 이후에는 장애급여로 넘어간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경
우에는 고용주는 급여의 100%를 최소 16주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네덜란드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 변화와 특징
네덜란드의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가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부터
시행될 CWI(Center for Work and Income)이다.
CWI는 하나의 건물에서 근로자보험 운영기관의 직원과 고용서비스

담당직원, 지방자치 정부의 국민보험 급여와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복지
담당 직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급여지
급과 취업알선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One-Stop Service를 위
해 계획된 기관이다.
CWI는 사회고용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나, 그 업무는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CWI의 운영위원회는 사용자 대표(2인), 노동자 대표(2
인), 지방행정기관 대표(복수), 공익 대표(복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CWI의 공식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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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에 대한 일원화된 서비스(One-Stop Service to the Client)
② 보다 질 높고 빠른 사회복귀(Better and quicker Reintegration)
③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와 관리운영(Mor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PES (Public Employment
Service) - 고용서비스 담당

CWI
(Work, Income)

Social Security
Agencies~
(GAK, GUO, Cadans...)
- 근로자보험급여 담당

Municaipal Authorities
- 국민보험, 사회부조 담당

네덜란드의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는 사회고용부를 통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급여의 내용은 영국
과 유사하여 급여간의 연계가 강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관리조직은 독일
과 같이 노동과 복지를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는 보건부에
서 따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의 감독은 사회고용부를 통해서 이
루어지나, 운영 및 집행기구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 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의 운영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보험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험의 징수 및 기금관리
기관도 분리되어 있는데, 국민보험은 국세청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와 보험료의 납부를 일원화시키고 있고, 근로자보험은 사회보험 담당기
관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자영자와 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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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리시키는 형태를 띄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기본선의 보장과
함께 소득비례급여를 지급하는 이층체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CWI를 통해 국민보험과 근로자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취업알선 서비스가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효과를 더욱 상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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