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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부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법제정(1963)이
되어 시행(1964)되었다. 적용대상 업종을 시행 첫해에는 광업과 제조
업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으로 적용을 제한하였으나,
2차년도인 19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1969년에는 건설
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1982년에는 벌목업을, 1983년
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그리고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규모 확대는 시행 2차년도인 1965년에는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1966년에는 150인 이상, 1967년에는 100인 이상,
1973년에는 16인 이상, 1976년에는 5인 이상 그리고 2000년 7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지난 40년간
적용대상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여 왔으나, 그 적용대상 근로자
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제한하였으며 2002년도의 적용대상 사업
장수는 1,002,263개소 그리고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10,571,279명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형태 유연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성을 인
정받지 못하여 산재보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
사자들이 증가하여(2002년 약 75만명) 수년전부터 이들의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2002. 5. 6 노사정 제1차 기본합의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

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는 2003.
3. 19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 1. 1 이후 이들에 대한 산재보
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조직화되어 있는 4개 특수
형태근로 직종(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
계사)의 종사자에 대한 재해질병위험
․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외국(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특
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동부 정
책과제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본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윤조덕 소장의 책임하에 본 센터
의 이지은 연구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이호근 박사, 전북대학교의
김영문 교수, 연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최기춘
박사, 한림대 의대 권영준 교수, 그리고 일본 와세다대학 이홍무 교수
의 공동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진행과정에서 연구방향 및 내
용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4개 업종의

관련 노사단체의
․
전문가 그리고 면담에 응해준 재해질병
․
당사자

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개별면담의 진행과 정리에 많은 수고를 한
안종순과 각종 자료 확인에 협조해 준 관련단체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 정철 책임
연구원 등 출판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들의 의견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6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 i

【제1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논의 ············· 1
제1장 서 론 ·································································· (윤조덕)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 4
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 ································ 13
참고문헌 ························································································· 19

제2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 적용 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 (이호근) ·· 20
제1절 특수형태근로에 관한 논의배경과 현황 ························· 20
제2절 국내외의 주요 입법례 및 대책방안 비교 ····················· 35
제3절 결론 ····················································································· 68
참고문헌 ························································································· 71

【제2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재해질병위험
․
- 사례연구
···························································································· 73

제3장 레미콘 운송 종사자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

- 설문조사 ············· (윤조덕권영준이지은안종순
․
․
․
) ·· 75

제1절 레미콘 운송업무의 역사 및 업무내용 ······························· 75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 80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 82
제4절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 87
제5절 증상 조사를 통한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건강 위험
평가 ·················································································· 100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 109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113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 118
참고문헌 ························································································ 129

제4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
- 설문조사

······························· (윤조덕권영준이지은안종순
․
․
․
) ··· 131

제1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역사 및 업무내용 ························· 131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 136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 138
제4절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 143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경기보조원의 건강 위험 평가 ············ 156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 178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182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 185
참고문헌 ························································································ 197

제5장 학습지교사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
- 설문조사

······························· (윤조덕권영준이지은안종순
․
․
․
) ··· 199

제1절 학습지교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 199
제2절 응답자 특성 ······································································· 202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 204
제4절 학습지교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 207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학습지교사의 건강 위험 평가 ·········· 218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 231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235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 240
참고문헌 ························································································ 255

제6장 보험설계사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
- 설문조사

······························· (윤조덕권영준이지은안종순
․
․
․
) ··· 257

제1절 보험설계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 257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 262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 264
제4절 보험 설계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 267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보험 설계사의 건강 위험 평가 ·········· 277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 286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 291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 299
참고문헌 ························································································ 312

【제3편】외국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 317
제7장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제도
··········································································· (김영문) ··· 319
제1절 들어가며 ············································································· 319
제2절 독일법상의 근로자성 ························································ 322
제3절 독일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 329
제4절 종속적 자영인 내지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보호 ···················································································· 339
제5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 366
제6절 시사점 ················································································ 372
참고문헌 ························································································ 374

제8장 오스트리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사례
··········································································· (김진수) ··· 375
제1절 일반상황 ············································································· 375
제2절 유사근로자의 정의 및 내용 ············································· 378
제3절 유사근로자의 종류 및 소득수준 ······································ 380
제4절 유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재정부담 ····························· 385
제5절 유사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관리운영 ······························· 389
제6절 시사점 ················································································ 390
참고문헌 ························································································ 395

제9장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제도

-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을
․
․
중심으로 ········ (최기춘) ··· 396

제1절 서론 ···················································································· 396
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개관 ··············································· 398
제3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률적 지위와 특수형태근로자
유형 ·················································································· 419
제4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운영원칙과 적용

실태 -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의
․
․
경우 ·························· 423

제5절 요약 ···················································································· 429
참고문헌 ························································································ 434

제10장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 (이홍무) ··· 437
제1절 일본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소개의 필요성 ·················· 437
제2절 특별가입제도의 개요 ························································ 438
제3절 중소사업주 등 ··································································· 469
제4절 1인경영 자영업자 ······························································ 481
제5절 특정작업종사자 ·································································· 496
제6절 해외파견자 ········································································· 510
제7절 시사점 ················································································ 517
참고문헌 ························································································ 521

【제4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 523
제11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의
인정기준 ······················································· (김영문) ··· 525
제1절 필요성 ················································································ 525
제2절 인정기준 ············································································· 526
제3절 입법기술 ··········································································· 533
제4절 대안에 대한 견해 ······························································ 534
제5절 시행령규정 - 입법패키지 ················································· 546

제12장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 (윤조덕) ··· 550
제1절 각국 제도 비교 ································································· 550
제2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 564
참고문헌 ························································································ 573

부 록 ································································································ 575
<부록 Ⅰ> 스위스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규정
·································································· (김진수) ··· 577

<부록 Ⅱ> 확대적용에 따른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안)
······················································· (근로복지공단) ··· 592

<부록 Ⅲ> 근로자 대상 설문지 ·················································· 598
<부록 Ⅳ> 사업주 대상 설문지 ·················································· 667

표 목 차

<표 1- 1> 양적설문조사 응답자수 ························································ 5
<표 1- 2> 양적설문조사 내용 ······························································· 6
<표 1- 3> 질적사례연구 면접조사 내용 ·············································· 9
<표 1- 4> 질적사례연구 분석대상자 요약 ········································· 10
<표 1- 5> 제조업의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 14
<표 1- 6> 비제조업의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 15
<표 1- 7> 제조업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 17
<표 1- 8> 비제조업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 17
<표 2- 1> 새로운 근로형태별 규모 및 구성 ····································· 22
<표 2- 2> 특수형태근로자 직군 분류표 ············································· 28
<표 3- 1> 전국레미콘업체 총괄 현황 ················································ 77
<표 3-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80
<표 3- 3> 레미콘 운송 경력 ······························································· 81
<표 3- 4> 성수기 근무시간 관련 사항 ·············································· 83
<표 3- 5> 비수기 근무시간 관련 사항 ·············································· 84
<표 3- 6> 현재 일자리 만족도 ··························································· 86
<표 3- 7>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 88
<표 3- 8> 레미콘 운송업무 중 경험한 사고 횟수 ···························· 89
<표 3- 9> 레미콘 운송업무 중 경험한 사고의 종류(중복 응답) ····· 90
<표 3-10>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 부위(중복 응답) ····················· 91
<표 3-11>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의 원인(중복 응답) ··· 92

<표 3-12> 사고를 경험한 경우 처리방법(중복응답) ························· 94
<표 3-13> 타인에게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 사고처리 방법 ··········· 94
<표 3-14>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 96
<표 3-15> 질병 및 사고로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는 경우 업무
처리 방법 ············································································ 99
<표 3-16> 신체 각 부위의 통증 경험 ·············································· 101
<표 3-17>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기준 ············································· 103
<표 3-18> 자각증상에 따른 건강장해 평가 결과 ···························· 103
<표 3-19> 현재 위장 증상의 유무 및 증상의 정도 ························ 104
<표 3-20>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의 분포 ··································· 105

<표 3-21>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남자(전원 남자) ················································· 107
<표 3-22> T 점수로 변환한 증상 점수의 평균 ······························· 107
<표 3-23> 증상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비교 ·························· 108
<표 3-24>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 109
<표 3-25>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 여부 ··················· 110
<표 3-26>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 권유 여부 ··················· 111
<표 3-27>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 여부 ··································· 111
<표 3-28> 산재보험 가입방법 ··························································· 111
<표 3-29>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 ····················· 112
<표 3-30> 차량구입과 관련된 사항 ·················································· 113
<표 3-31>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월별 특성에 따른 차이
관련 내용 ·········································································· 114
<표 3-32> 소득관련 내용 ··································································· 115
<표 3-33> 실질소득 ············································································ 116
<표 3-34> 소득신고 여부 및 소득신고 종류, 방법 ························· 116
<표 3-35> 가족관련 사항 ··································································· 117
<별첨 3-1> 2003년도 레미콘 차량 관리유지비 현황 ······················ 127

<표 4- 1> 전국의 골프장 수 ····························································· 132
<표 4-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36
<표 4- 3> 골프장 경기보조원 경력 ·················································· 137
<표 4- 4> 성수기 근무시간 관련 사항 ············································· 139
<표 4- 5> 비수기 근무시간 관련 사항 ············································· 140
<표 4- 6> 현재 일자리 만족도 ························································· 142
<표 4- 7>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 144
<표 4- 8> 경기보조 업무 중 경험한 사고 횟수 ······························ 144
<표 4- 9> 경기보조 업무 중 경험한 사고의 종류(중복 응답) ······· 145
<표 4-10>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 부위(중복 응답) ···················· 146
<표 4-11>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의 원인(중복 응답) · 148
<표 4-12> 사고를 경험한 경우 처리방법(중복응답) ······················· 149
<표 4-13>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 152
<표 4-14> 질병 및 사고로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 154
<표 4-15> 생리의 규칙성 ··································································· 156
<표 4-16> 생리통 유무 ······································································ 157
<표 4-17> 생리기간 외 출혈(하혈) 유무 ·········································· 157
<표 4-18> 미국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자 현황 ······························ 161
<표 4-19> 미국의 2000년도 업종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건수 및
작업손실일 ········································································ 162
<표 4-20> 일본의 업무상 질환 통계 ················································ 163
<표 4-21> 업종별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자 발생현황 ··················· 164
<표 4-22> 우리나라의 작업관련성 근육골격계질환 연구 사례 ······ 165
<표 4-23> 신체 각 부위의 통증 경험 ·············································· 168
<표 4-24>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기준 ············································· 170
<표 4-25>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 171
<표 4-26> 현재 위장 증상의 유무 및 증상의 정도 ························ 172
<표 4-27> 평균 식사시간과 위장 증상의 분포 ································ 173

<표 4-28>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여자(전원 여자) ················································· 176
<표 4-29> T 점수로 변환한 증상 점수의 평균 ······························· 176
<표 4-30> 증상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비교 ·························· 177
<표 4-31>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 178
<표 4-32>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 여부 ··················· 179
<표 4-33>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 권유 여부 ··················· 180
<표 4-34>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 여부 ··································· 180
<표 4-35> 산재보험 가입방법 ··························································· 181
<표 4-36>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 ····················· 181
<표 4-37>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월별 특성에 따른 차이
관련 내용 ·········································································· 182
<표 4-38> 실질소득 ············································································ 183
<표 4-39> 소득신고 여부 및 소득신고 종류, 방법 ························· 184
<표 4-40> 가족관련 사항 ··································································· 184
<표 5-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02
<표 5- 2> 학습지교사 총 경력 ························································· 203
<표 5- 3> 근무시간 관련 사항 ························································· 204
<표 5- 4> 현재 일자리 만족도 ························································· 206
<표 5- 5>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 208
<표 5- 6> 학습지교사 업무 중 경험한 사고 횟수 ·························· 208
<표 5- 7> 학습지교사 업무 중 경험한 사고의 종류(중복 응답) ··· 209
<표 5- 8>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 부위(중복 응답) ···················· 210
<표 5- 9>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의 원인(중복 응답) · 212
<표 5-10> 사고를 경험한 경우 처리방법(중복응답) ······················· 213
<표 5-11>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 215

<표 5-12> 질병 및 사고로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 217
<표 5-13> 생리의 규칙성 ··································································· 218
<표 5-14> 생리통 유무 ······································································ 219
<표 5-15> 생리 기간 외 출혈(하혈) 유무 ········································ 219
<표 5-16> 신체 각 부위의 통증 경험 ·············································· 222
<표 5-17>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기준 ············································· 223
<표 5-18> 자각증상에 의한 건강장해 평가 결과 ···························· 224
<표 5-19> 현재 위장 증상의 유무 및 증상의 정도 ························ 225
<표 5-20>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의 분포 ··································· 226

<표 5-21>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남자 ····································································· 228

<표 5-22>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여자 ····································································· 228
<표 5-23> T 점수로 변환한 증상 점수의 평균 ······························· 229
<표 5-24> 증상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비교 ·························· 230
<표 5-25>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 231
<표 5-26>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 여부 ··················· 232
<표 5-27>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 권유 여부 ··················· 233
<표 5-28> 보험료 부담자 ··································································· 233
<표 5-29>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 여부 ··································· 234
<표 5-30> 산재보험 가입방법 ··························································· 234
<표 5-31>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234
<표 5-32> 학습지교사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 ····································· 235
<표 5-33>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월별 특성에 따른 차이
관련 내용 ·········································································· 236
<표 5-34> 관리과목 실적 ··································································· 237
<표 5-35> 휴회홀딩(holding) 과목수 ················································ 237
<표 5-36> 실질소득 ············································································ 238

<표 5-37> 소득신고 여부 및 소득신고 종류, 방법 ························· 239
<표 5-38> 가족관련 사항 ··································································· 240
<표 6- 1> 보험회사 종사자 현황 ······················································ 258
<표 6-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63
<표 6- 3> 보험설계사 총 경력 ························································· 264
<표 6- 4> 근무시간 관련 사항 ························································· 265
<표 6- 5> 현재 일자리 만족도 ························································· 266
<표 6- 6>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 268
<표 6- 7> 보험설계사 업무 중 경험한 사고 횟수 ·························· 269
<표 6- 8> 보험설계사 업무 중 경험한 사고의 종류(중복 응답) ··· 269
<표 6- 9>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 부위(중복 응답) ···················· 270
<표 6-10>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의 원인(중복 응답) · 271
<표 6-11>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 275
<표 6-12> 질병 및 사고로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 276
<표 6-13> 신체 각 부위의 통증 경험 ·············································· 278
<표 6-14>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기준 ············································· 279
<표 6-15> 자각증상에 의한 건강장해 평가 결과 ···························· 280
<표 6-16> 현재 위장 증상의 유무 및 증상의 정도 ························ 281
<표 6-17>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의 분포 ··································· 283

<표 6-18>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남자 ····································································· 284

<표 6-19>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여자 ····································································· 284
<표 6-20> T 점수로 변환한 증상 점수의 평균 ······························· 285
<표 6-21>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 286
<표 6-22>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보험 가입 여부 ·························· 287
<표 6-23>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 권유 여부 ··················· 287

<표 6-24> 보험료 부담자 ··································································· 288
<표 6-25>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 여부 ··································· 289
<표 6-26> 산재보험 가입방법 ··························································· 289
<표 6-27>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290
<표 6-28> 보험설계사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 ····································· 290
<표 6-29>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월별 특성에 따른 차이
관련 내용 ·········································································· 291
<표 6-30> 보험 판매 실적 ································································· 292
<표 6-31> 대납 보험 실적 ································································· 293
<표 6-32> 소득 관련 내용 ································································· 294
<표 6-33>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 ·················································· 295
<표 6-34> 실질소득 ············································································ 296
<표 6-35> 소득신고 여부 및 소득신고 종류, 방법 ························· 297
<표 6-36> 가족관련 사항 ··································································· 298
<별첨 6-1> 수수료 지급 명세서 ························································ 314
<별첨 6-2> 2002년 10월 ○○○ 님 수당지급 명세서 ····················· 315
<표 7-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개별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비교 ·········································································· 338
<표 7- 2> 경영진급의 강제보험 여부 ·············································· 345
<표 8- 1> 일반근로자와 유사근로자 소득비교 ································ 384
<표 8- 2> 유사근로자 가입규모 및 재정부담 현황 ························ 386
<표 8- 3> 오스트리아 일반근로자와 유사근로자 사회보험
재정부담 비교 ··································································· 388
<표 8- 4> 오스트리아 계약형태별 적용법 및 사회보험관계 ·········· 392
<표 9- 1>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 비율(2003년) ······························· 416
<표 9- 2>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 비율(2003년) ······························· 426

<표 10- 1> 중소사업으로 인정되는 규모 ········································· 440
<표 10- 2> 건강진단이 필요한 업무의 종류 ··································· 454
<표 10- 3> 특별가입자에 대한 보험급부의 종류 ···························· 463
<표 10- 4> 건강진단 대상자별 필요서류 ········································· 471
<표 10- 5> 제1종 특별가입보험요율(2003년 4월 1일 현재) ·········· 4
7
5
<표 10- 6> 특별가입보험료 산정기초액표 ······································· 478
<표 10- 7> 가입시 검진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사례 ····················· 482
<표 10- 8> 제2종 특별가입보험요율표(2003년 4월 1일 현재) ······· 4
8
<표 10- 9> 가입시 검진을 필요로 하는 업무 ································· 497
<표 10-10> 가내노동자 등에 대한 급부기초일액과
보험료산정기초액 ··························································· 505
<표 11- 1> 법안의 비교 ···································································· 541
<표 12- 1> 일본산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범위 및 가입자수
(2001) ··············································································· 551
<표 12- 2> 노동자가 아닌 경우의 사례 ··········································· 552
<표 12-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기준 및 장․
단점(일본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한국
․
․
․
․
) ············ 554

<표 12- 4> 독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피보험자 ···························· 557
<표 12- 5>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유사근로자 계층 ···· 560
<표 12- 6> 대안별 장단점
․
비교 ···················································· 571

그림목차

[그림 3- 1]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 ········78
[그림 3- 2] 업무 중 사고(상해)의 종류(n=353건, 중복응답) ·············09
[그림 3- 3] 업무 중 사고(상해)시 사고 부위(n=467건, 중복응답) ···19
[그림 3- 4] 작업 중 사고의 원인(n=331건, 중복응답) ·······················39
[그림 3- 5]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n=252명) ························59
[그림 3- 6] 업무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n=417건, 중복응답) ···79
[그림 3- 7]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이 인지하는 업무 관련성의
정도(n=157명) ··································································· 9
7
[그림 3- 8] 제1순위 건강문제 중 상위 3개질환의 근무연수별
분포 ··················································································· 98
[그림 3- 9]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받은 병명 순위(n=120건,
중복응답) ··········································································· 99
[그림 3-10] 중간 통증 및 심한 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 ·············· 101
[그림 3-11]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정도(n=168명) ·························································· 104
[그림 3-12] 업무 중 식사의 형태 ······················································· 105
[그림 3-13] T 점수가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비율 ·························· 1
0
8
[그림 4- 1]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n=280명) ································································ 143
[그림 4- 2] 업무 중 사고(상해)의 종류(n=474건, 중복응답) ··········· 5
4
1
[그림 4- 3] 업무 중 재해(상해)시 재해 신체 부위(n=577건,
중복응답) ·········································································· 147

[그림 4- 4] 작업 중 사고의 원인(n=466건, 중복응답) ····················· 9
4
1
[그림 4- 5]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n=280명) ······················ 1
5
[그림 4- 6] 업무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n=694건, 중복응답)
··························································································· 153
[그림 4- 7] 제1순위 건강문제 중 상위 4개 질환의 근무년수별
분포 ·················································································· 153
[그림 4- 8]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받은 병명 순위(n=376건,
중복응답) ·········································································· 155
[그림 4- 9] 경기보조 업무 이후 발생한 임신 관련 증상(n=26명) ·· 1
5
8
[그림 4-10] 임신한 경우 업무조정 방법 ············································ 159
[그림 4-11] 중간 통증 및 심한 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 ·············· 168
[그림 4-12]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
정도(n=263명) ·································································· 172
[그림 4-13] 업무 중 식사의 형태 ······················································· 173
[그림 4-14] 야외 업무와 관련된 건강장애 ········································ 174
[그림 4-15] T 점수가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비율 ·························· 1
7
[그림 5- 1]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n=253) ······································································· 207
[그림 5- 2] 업무 중 사고(상해)의 종류(n=102건, 중복응답) ··········· 9
0
2
[그림 5- 3] 업무 중 사고(상해)시 사고 부위(n=114건, 중복응답) ·· 1
2
[그림 5- 4] 업무 중 사고의 원인(n=110건, 중복응답) ····················· 2
1
[그림 5- 5]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n=253명) ······················ 2
4
1
[그림 5- 6] 업무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n=314건, 중복응답) · 6
1
2
[그림 5- 7]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받은 병명 순위(n=96건,
중복응답) ·········································································· 217
[그림 5- 8] 학습지교사 업무 시작 이후 임신관련 증상(n=37명) ··· 2
0
[그림 5- 9] 임신한 경우 업무조정 방법(n=36명) ····························· 2
0
[그림 5-10] 중간 통증 및 심한 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 ·············· 222

[그림 5-11]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정도(n=253명) ··························································· 226
[그림 5-12] 업무 중 식사의 형태(n=253명) ······································ 6
2
[그림 5-13] T 점수가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비율 ·························· 2
9
[그림 6- 1]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에 대한 위험 인지 정도
(n=259) ············································································ 268
[그림 6- 2] 업무 중 사고(상해)의 종류(n=53건, 중복응답) ············· 2
7
0
[그림 6- 3] 업무 중 사고(상해)시 사고 부위(n=60건, 중복응답) ··· 2
7
1
[그림 6- 4] 작업 중 사고의 원인(n=54건, 중복응답) ······················· 2
7
[그림 6- 5] 사고 후 처리방법(n=57건, 중복응답) ···························· 2
7
[그림 6- 6]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n=259명) ······················ 2
4
7
[그림 6- 7] 업무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n=124건, 중복응답) · 5
7
2
[그림 6- 8]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받은 병명 순위(n=40건,
중복응답) ·········································································· 277
[그림 6- 9] 중간 통증 및 심한 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 ·············· 278
[그림 6-10]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정도
(n=115명) ·········································································· 282
[그림 6-11] 업무 중 식사의 형태(n=259명) ······································ 2
8
[그림 6-12] T 점수가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비율 ·························· 2
8
5
[그림 7- 1] 독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 362
[그림 10-1] 특별가입 신청 ·································································· 453

요 약

요

ⅰ

약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 시작 이후 기업
의 고용형태의 유연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여 산재보험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증
가하여 수년 전부터 이들의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2002. 5. 6. 노사정 제1차 기본합의

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는 2003. 3. 19.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 1. 1. 이후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적 구분은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내용을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
여 그 중간형태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념(또는 유사근로자 개
념)을 도입하는 3분법적 구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1. 제1안 : 산재보험법체계 개편을 통한 독자적 피보험자 그룹
정의에 의한 적용방안(적용대상 선정에 필요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명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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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선정방안
현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근로자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종속되어
있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산재보험법을 근로기준
법에서 독립된 독립법적 성격으로 재편하여, 적용대상을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별도로 산재보험법 독자적으로 피
보험자 그룹을 법에 새로이 정의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
보험자 그룹 중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폭
넓은 개념의 ‘취업자(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유사근로자)’
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개별직군이 이에 해당하느냐에 대
한 것은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산재보험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법 제○조(피보험자) (1)법적 강제력에 의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3.
4.
：
다음은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본 연
구의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이다(본문 제6장 참조).
산재보험법 제○조(피보험자) (2)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계약의 명칭, 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이용자를 위한 업무
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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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2.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무이용자에게 의존하고 있
을것
3.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
편입되어 있거나, 노무이용자의 지시권에 복
종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위임인에 종속되어 근로자처럼 사
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
이와 같은 기준은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
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형태 직업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방안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직업군의 업무특성, 재해질병위험성
․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법상
의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체계의 개편에 대한 정책차원의 검토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방안(제1안)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체 취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임으로써 산재보
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확대된다(2001년도 전
체 취업자 대비 산재보험적용율은 49.5%임). 둘째, 노사정위원회 비
정규특위의 제1차 합의(2002. 5. 6.) 내용 중 “특수형태 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

업재해보험법 적용방안을 강구한다”는 기본정신에 부합된다. 셋째,
당해 직종 종사자들로부터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
의 수용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한다.
반면에 단점(문제점)으로 첫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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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들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강제적용대상 피보험자성(또는 취업
자성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성 또는 유사근로자성) 판단을 위
한 기준마련이 전제된다.1) 둘째, 피보험자성(또는 취업자성) 판단
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2005년 1월부터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의
전면개편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2)
2)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취업자성(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성
또는 유사근로자성)이 판정(인정)되면
- 이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
담
→ 인정이 안된 경우에는, 당사자 전액부담(또는 당사자와 사
업주 각각 일정비율 분담)
◦가입방법은
- 강제가입
◦ 법규정 방식은
- 산재보험법에 독립적으로 규정
3) 사업주 인센티브제도 방안 검토
◦제1안에 의한 보험료 납입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제도
검토

1) 이와 같은 기준마련 및 판단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예 : 특수형태근로 종
사자 산재보험적용심사위원회)를 산재보험법에 명시함이 필요함.
2) 현행 산재보험법은 제1조(목적)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로 근로자에 한한 법임을 명시하고 있어
제1안에 의한 피보험자 정의를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1조부터 수정을
해야 하며, 이는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를 수반할 것임.

요 약

1) 이와 같은 기준마련 및 판단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예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적용심사위원회)를 산재보험법에 명시함이 필요함.
2) 현행 산재보험법은 제1조(목적)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로 근로자에 한한 법임을 명시하고 있
어 제1안에 의한 피보험자정의를 위하여서는 산재보험법 제1조부터 수
정을 해야 하며, 이는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를 수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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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안 : 매년 몇 개의 업종을 선정하여 법에 명시
1) 적용대상 선정방안
매년 몇 개의 업종(예: 3～4개 업종)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질
․
병위험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용대상선정
위원회(예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또는 산재보험 적용심사
위원회(새로이 기구구성))에 부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법에
업종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법적기
구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제2안)의 장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업종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적용을 해감으로써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한 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어느 업종을 우선 검
토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3) 둘째,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선
정을 위한 기준마련이 전제된다.
2)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선정이 된 업종은
-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 선정이 불가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전액부담(또
는 당사자와 사업주 각각 일정비율 분담)
◦가입방법은
- 강제가입
◦ 법규정 방식은
- 특례로 가능
3) 시행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집단화(조직화)되어 있는 직업군의 대부분이 산
재보험적용을 위한 우선 검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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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안 : 법에 일정규정을 명시하고 적용대상 업종은 선정위원
회에서 결정
1) 적용대상 선정방안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안으로서 법에 일정기준을 명시하고, 이 기
준에 의거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 업종선정은 적용대상선정위원회
(예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또는 산재보험적용 심사위원회
(새로이 기구구성))에 부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여
기서 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법적 기구이어야 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이다(본문 제6장
참조).
산재보험법 제4조(정의) 제2호의 ‘……통상임금을 말한다’의 뒤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산재보험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나 근로자의 부
상질병신체장해
․
․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
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재해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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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계약의 명칭, 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이용자를 위한 업무
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2.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무이용자에게 의존하고 있
을것
3.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
편입되어 있거나, 노무이용자의 지시권에 복
종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위임인에 종속되어 근로자처럼 사
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
이와 같은 기준은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
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제3안)의 장점은 첫째, 판단여부를 선정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판단절차와 과정상의 신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2005년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
용을 위하여 시간적으로 현행 법체계의 일부 보완으로 가능할 수
있음.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기준마련이 전제되며, 둘째, 선정위
원회의 구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업종으로 판단(인정) 되면
-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 인정이 안된 경우에는, 당사자 전액부담(또는 당사자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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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각각 일정비율 분담)
◦가입방법은
- 강제가입
◦법규정 방식은
- 산재보험법에 독립적으로 규정

4. 제4안 : 임의가입
1) 적용대상 선정방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모두를 임의가입케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제4안)의 장점은 현행법의 관련 규정의 일부개
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특수형태직
업종사 모두를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케함으로써 지난 2년여 동안
논의가 되어온 산재보험적용방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가 되
며, 둘째, 당사자 집단들로부터 사회적 저항과, 셋째,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이다.
2)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가입방법은
-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은
- 본인부담
◦법규정 방식은
- 특례로 가능
이상 제1안, 제2안, 제3안 및 제4안의 장단점을
․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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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안별 장단점
․
비교>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법에 별도의 피보험 ․매년 몇 개의 업종 ․제1안과 제2안의 절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 모두 임의 가입
(예, 3～4개 업종)을 충안
자 그룹정의
․법에 특수형태근로 선정하여 법에 명시 ․법에 특수형태근로 ․보험료 본인 부담
종사자 인정기준 명 ․선정위원회에서 선 종사자 산재보험적
내
용 근거 규정 보완
정
시
․보험료 사업주 부담 ․보험료 사업주 부담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 인정기준을 시행
용
령에 명시
․선정위원회에서 선
정
․보험료 사업주 부담

․전체취업자에 대한 ․대상업종에 대한 단 ․대상업종
판단절
․ ․현행법규정의 일부
산재보험적용률을 계적 적용확대로 체 차와 과정상의 신속 개정만으로 가능
높임으로써 산재보 계적 준비 가능
성 유지
험의 사회보험으로
․2005년 1월부터 특
장
수형태근로 종사자
서의 기능 확대
산재보험적용을 위
․노사정위 비정규특
하여 시간적으로 현
위의 합의정신에 부
점
행법의 일부 보완으
합
로 가능
․사회적 요구 수용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
뢰성 제고

․피보험자성 판단기 ․어느 업종부터 검토 ․산재보험적용이 되 ․지난 2년여간의 사
준 마련 필요
하느냐에 대한 사회 는 특수형태근로 종 회적 논의를 원점으
․피보험자성 판단시 적 논란예상
사자성 판단기준 마 로 회귀시키며
․당사자 집단들로부
사회적 논란 예상 ․선정위원회 구성에 련이 전제됨.
․선정위원회 구성에 터의 사회적 저항
․산재보험법 체계의 논란 예상
단
예상
전면개편이 요구되 ․선정기준마련이 전 논란 예상
점
․정부정책에 대한 불
며, 2005년 1월부터 제됨.
신감 증대 예상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 산재보험적용확
대 실시는 시간적으
로 무리

제1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논의

서 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 시작 이후 경기침체,
기업의 고용형태의 유연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년 전부터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

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대책위원회(비정규특위 :
2001년 7월 발족)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2002년 5월 6일 노사정 제1
차 기본합의 및 2003년 3월 19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한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2005년부터의 산재보험적용방안 강구이다.

본 연구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의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부의 정
책연구의뢰를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합의된 특수형태근
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에 대한 다각적 심층연구를 통하여 산
재보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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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업무상 재해/질병 실태 및
당사자들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사례
연구를 하였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서 외국과의 비교연구 및 연구의 진행과정 중에 토론회를 실
시하였다.

1. 양적 설문조사
가. 조사 목적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업무관련 재해 및 질병에 관한 연
구나 조사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양적 설문조사에서는 각각의 직군
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 주
요 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 근로복지제도 및 산재보험적용방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여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정책자료 산출을 시도하
였다.

나.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레미콘 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
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4)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
직종 근무연수가 최소 1년 이상자로 선정하였다. 근무연수를 최소
4) 다양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 중에서 양적질적
․
설문조사를 위해 이들 4개 직
군을 선정한 것은 사회적 요구도와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조직화된 그룹
중에서 이들 직군이 가장 적합하고 접근이 용이한 집단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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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양적설문조사 응답자수

전국 총 회사수

레미콘

골프장

학습지

보험설계사

7351)

2452)

200여 개3)

394)

10

8

14

11

252

280

253

259

응답회사수
응답자수

자료 : 1)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통계연보 , 2002.
2)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http://kgba.co.kr/course/inform3.html
3) 교육산업협회, ｢학습지교사의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2003. 7, pp. 3∼5.
4) 보험개발원, 2001년도 보험통계연감 , 2002. 12.

1년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본 설문조사의 목적인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재해유형과 질병유형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의학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사지역은 설문조사자가 피조사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하였으
며, 편의성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는 전국에 흩어져 있어 전국을 표집단위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총 735개
회사 중 10개 회사에서 총 252명을 설문조사하였다. 골프장 경기보조
원은 전국 245개 골프장 중 8개 골프장에서 280명이 응답하였다. 학
습지교사는 전국의 학습지회사 수가 정확히 보고된 자료가 없는 관계
로 지방에 군소 학습지회사까지 포함한 추정치 200여개사 중에서 군
소회사를 제외한 인지도가 있는 14개 회사를 선정하고, 총 253명을
조사하였다. 보험설계사는 총 39개 회사 중에서 11개 회사, 총 259명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다.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적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기본으로 하
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조사자가 직접
회사나 개인을 방문하여 면접형식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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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일자리 관련,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근로복지제도,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4개 직군에 대해
공통항목과 각각의 직군에만 해당하는 비공통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마. 조사일시 및 조사기관
조사 일시는 2003년 6월～7월 중에 이루어졌고, 조사기관은 리서치
전문업체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자는 리서치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20여 명으로, 리서치업체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 설문조사
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삼사십대의 여성이었다.
<표 1-2> 양적설문조사 내용
비공통항목
구성

공통항목

일자리 ∙출퇴근 규칙적 여부
관련 ∙근로시간
∙만족도
∙지속성 계획여부(이유)
∙주관적 고용안정성

레미콘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운송종사자
∙비/성수기
구분

∙ 타 인 에 게 ∙생리증상
업무상 ∙사고 위험
재해 ∙업무 중 사고 경험, 사고유 사고경험, ∙임신관련
형, 부위, 원인, 치료방법
원인, 처 ∙야외근무
∙육체적 부담정도
리방법
∙2주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시 대처 방법
∙건강상의 문제, 연관정도
∙진료경험(병명,
진료비),
입원경험(병명, 입원일수,
입원비)

∙토요일
출근여부

∙생리증상
∙임신관련
∙임신 중
업무량
조절여부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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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통항목
레미콘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운송종사자

업무상 ∙근골결계 통증항목 및 증
질병
상정도, 관련여부
∙위장증상, 관련여부
∙점심식사 규칙성여부, 식
사시간
∙스트레스
근로 ∙사회보험 가입여부(국민연
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복지
*
고용보험)
제도
∙상해, 사고보험 가입 여부,
필요성여부*
∙회사의 민간상해보험 가입
여부(보험료 부담)*
∙산재보험 가입의사(가입방
법,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유)
∙직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
일반적 ∙근로소득 산정방식, 지급 ∙ 차 량 소 유 ∙지급형태
*
∙근무형태
여부,
사항
방식
∙근로소득액수,
소득신고, 구입방법,
불하방법
소득신고자*
∙별도의 부업(시간, 수입)
∙가족수, 소득원 가족수, 주
소득원, 가구 총소득
∙나이, 성별, 지역, 학력, 결
혼상태
∙현 직장 종사경력, 직종
총 종사경력

∙담당과목
수
∙휴회홀딩
과목수

∙판매실적
(보험,
개인 및
가족보험)
∙대납보험

주 : *는 응답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응답자 해당 회사에 다시 확
인 설문5)을 한 항목임.
5) 사업주 대상 설문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개 직군의 양적 설문지에 의한 설문
에서 응답자가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는 자기판단오류(self response error)를 막기 위해서 양적 설문내용 중에서 사업주를 통한 정확한 정보를
요하는 항목만 선별하여 실시하였다. 항목은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재해 후 대
처방안, 민간 상해보험관련 문항, 소득관련 문항이다. 대상은 응답자의 해당회사
로 레미콘회사 10개사, 골프장 8개사, 학습지회사 14개사, 보험회사 11개사이다.
이 중 응답회사는 레미콘회사 4개사, 골프장 6개사, 학습지회사 14개사,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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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4개 직군을 비교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각각의
직군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군의 특성을 파악하
고 성격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일원적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를 주로 이용하였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과 관련된 변수들간의 관계에
2

서는 교차분석(x 검증)을, 스트레스 정도를 다른 집단과 비교분석시
에는 t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는 SPSS PC+ 10.0으로 처리하였다.

2. 질적사례연구
가. 면접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은 현 직종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사고나 질환 경험
자 중 상해나 질환 정도가 심각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면
접에 응하겠다고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들은
모두 노조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추출한 후, 업무상 사고 및 질환 여
부에 대해 산업의학 전문의의 판단 후 최종 선정하였다.

나. 면접목적 및 조사방법
면접조사의 목적은 피면접대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경험한 구체
적 사고(건강장애)내용은 무엇인가, 사고처리 및 건강장애 치료 과정
에서 사업주측의 태도는 어떠했으며, 당사자가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었는가, 사고(건강장애 발생) 이후 당사자는 어
떻게 되었는가, 후유증이 있다면 이로 인해 일하는 데 얼마나 지장이
있는가, 사고(건강장애) 발생 후 회사에서 어떤 개선 노력이 있었는가,
이런 사고(건강장애)를 경험한 직장동료가 또 있는가 등에 대해 조사
11개사였다. 조사 일시는 2003년 9월～10월이었다.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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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처한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산업재
해 실태를 보다 실감있게,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면접조사방법은 주로 피면접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
하여 개별 심층면접을 하는 직접방문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면접조사 내용
면접조사 내용은 일반사항, 구체적 사고 및 질환내용, 사고처리와

상해질환치료
․
및 후유증 관련, 사고 관련 당사자의 태도 및 조치사
항, 주변 직장동료의 유사경험 사례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표 1-3> 질적사례연구 면접조사 내용
범 주
일반사항

세부 내용
∙나이, 가구생계 주 책임자 여부, 현 직종 경력

구체적 사고 및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사고 및 질환의 발생경위
질환 내용
∙상해 및 질환의 정도
∙사고처리 및 치료 과정
사고처리와 상
∙치료비 부담정도
해․ 질환치료
∙상해(질환)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일을 지속했는지 여부
및 후유증 관련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도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자의 태도나 조치
사항
사고 관련 당사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당사자의 느낀 점이나 이후 대응
자의 태도 및
태도
조치사항
∙사고(질환)발생 이후 직장의 태도 변화 및 조치사항이 있는
가 여부
주변 직장동료 ∙피면접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의 유사 경험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가 얼마나 있는지와 그 사례
사례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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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대상 요약
질적 사례연구의 대상자는 4개 직군별로 각각 4명, 총 16명으로 상
이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을 경험한 대상자이다.

마. 분석방법
연구자는 면접에 앞서 사례면접연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그 구조화된 질문지 지
침에 따라 각각의 피면접대상자와 직접면접을 함으로써 사례내용 분
석의 패턴화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내용 모두
를 녹취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녹취내용을 세부적으로 범주화하였
다.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을 잘 드러내는 대답을 선택하여 본문에 인
용함으로써 피면접자의 상태를 최대한 실감있게 드러나도록 노력하였
다. 또한 비밀보장을 위해 본문 인용시 면접자의 성(姓)만을 사용하였
다. 동일한 성인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 구별하였다.
<표 1-4> 질적사례연구 분석대상자 요약
면접대상군

레미콘 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면접대상자 수

사례별 사고 및 질환 내용
1
2
3
4

갈비뼈 부상

4명

사례
사례
사례
사례

4명

사례
사례
사례
사례

1
2
3
4

발, 어깨, 및 관절 질환
생리불순, 발 관절질환, 근육통
하혈, 무릎 관절질환, 발목 질환
피부질환, 발 질환

목디스크

차량파손사고 및 안면발
․ 부상
발 및 허리 부상

서 론

면접대상군

면접대상자 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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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사고 및 질환 내용

4명

사례
사례
사례
사례

1
2
3
4

교통사고 및 허리부상
간질환
발질환; 무지외반증
교통사고 및 어깨, 목 부상

4명

사례
사례
사례
사례

1
2
3
4

하혈 및 유산
낙상 및 무릎 부상
교통사고 및 목, 허리 부상
낙상 및 발목, 이빨 부상

3. 외국과의 비교연구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
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방안을 모
색하기 위하여, 이미 유사한 대상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선
진 외국(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시사점
을 찾고자 하였다6).

4. 간담회 및 토론회
본 연구에서 간담회는 이해당사자집단과 전문가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 진행되었다. 첫째는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간담회로, 본 연구
의 연구진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참석으로 총 10회가 행해
졌다. 간담회는 연구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연
6) 외국과의 비교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산
재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를 우선 비교연구 대
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스위스는 연구과정 중에 적합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되
어 부록에 수록하였다.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는 산재보험 운영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제하였다.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영국은 사
회보험을 조세제도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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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이 연구의 진행과정을 숙지하여 좀더 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
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법학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등
연구진행과정에 관련법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둘째로는, 직접 당사자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개 직
군별로 각각 3회씩 총 12회가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는 각 직군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로 노조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에 본 연구
의 연구진과 산업안전공단 담당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로 구성되었
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자에게 각 직군의 업무내용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을 이해시키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시기는 2003년 3월부터
5월 사이였다. 또한 재해질병
․
경험자 심층면접을 위한 간담회 또는
현지방문이 10여 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회의 공개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2003

년 5월 중에 독일, 일본, 스위스의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독
․ ․

일스
․
4개국 국제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7월 중에 실태조
사 결과와 외국(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의 사례연구를 발표하
고 앞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
인가에 대해 연구진의 대안과, 4개 직군 각각의 사업주와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들 간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토론회는
10월중에 연구진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인정범

위 및 적용방안(안) 제안과 이에 대한 노사정학계
․ ․ ․
및 공단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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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7)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전국적
인 실태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다만 2002년도에 한
국산업안전공단의 사업의 일환으로 동향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여기에
일부 조사항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포
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기로 한다.

1.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가. 제조업
조사대상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근로자수(사업주 및 임직원 모두 포
함)를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체 근로자수(455,628명)의 93.2%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6.8%로 조사되었다(<표 1-5> 참조). 비정규
직 중에서는 일용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2.2%로 계약직(1.4%)이나
파견직(1.4%)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영남권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의
7.9%로 다른 지역권에 비해 다소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비
정규직 고용 비율이 5～49인 사업장(12.2%)과 50～299인 사업장
7)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 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안전보건 동향
조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지난 수년 전부터 비제
조업분야(주로 3차 서비스산업 분야)의 증대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비정규직의
증대 등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사업장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본문에 사용된 자료는 2002
년에 제조업 1,500개 사업장과 비제조업 5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별 할당 표
집방법을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윤조덕, ｢산업안
전보건 정책연구｣,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심층분석 2002년 연구보고서 , 한국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3. 5, 29～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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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제조업의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단위: 명)
정규
직원
전

체
경인권

지
역
별

영남권

비정규직
일용직 시간제 계약직 파견직 기타

전체

전체

424,823 10,196 2,835 6,299 6,214 5,261 30,805 455,628
93.2%

2.2%

147,043 4,184
94.3%

2.7%

0.6%

1.4%

1.4%

293 2,682 1,234
0.2%

1.7%

0.8%

1.2%

6.8%

100%

490 8,883 155,926
0.3%

5.7%

100%

191,250 4,162 2,335 2,464 3,643 3,790 16,394 207,644

충청/호남권
5 ∼ 49명

92.1%

2.0%

86,530 1,850
94.0%

1.1%

1.2%

1.8%

207 1,153

1337

2.0%

0.2%

1.3%

1.5%

13,525 1,103

295

167

131

1.8%

100%

981 5,528 92,058
1.1%

6.0%

100%

188 1,884 15,409

87.8% 7.2% 1.9% 1.1% 0.9% 1.2%
규
48,304 3,035
395 1,620 1,202
285
모 50 ∼299명
88.1% 5.5% 0.7% 3.0% 2.2% 0.5%
별
362,994 6,058 2,145 4,512 4,881 4,788
300명 이상
94.2% 1.6% 0.6% 1.2% 1.3% 1.2%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년 동향조사｣.

7.9%

12.2%

100%

6,537 54,841
11.9%

100%

22,384 385,378
5.8%

100%

(11.9%)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5.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비
정규직 근로자가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 비제조업
비제조업에서는 조사된 전체 근로자(16,561명) 중 정규직은 81.2%,
비정규직은 18.8%로 조사되었다(<표 1-6> 참조). 그리고 비정규직 가
운데서는 일용직이 9.8%로 계약직(3.6%)과 시간제(3.4%)보다 높은 비
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충청/호남권(30.9%),
영남권(23.9%), 경인권(15.3%) 순으로 나타나 충청/호남권에서 비정규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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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비제조업의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단위 : 명)
비정규직
정규
직원 일용직 시간제 계약직 파견직 기타
전

체

13,443 1,620

564

602

200

81.2%

9.8%

3.4%

3.6%

1.2%

9,746

678

536

291

167

84.7% 5.9%
지
2,274
451
역 영 남 권
76.1% 15.1%
별
1,423
491
충청/호남권
69.1% 23.8%

4.7%

2.5%

1.5%

1

219

30

0.0%

7.3%

1.0%

27

92

3

1.3%

4.5%

7,626 1,233
규 5 ∼ 49명 79.2% 12.8%
모
387
별 50명 이상 5,817
84.0% 5.6%

96

경 인 권

전체

전체

132 3,118 16,561
0.8% 18.8%

100%

95 1,767 11,513
0.8% 15.3%
14

100%

715

2,989

0.5% 23.9%

100%

23

636

2,059

0.1%

1.1% 30.9%

100%

517

136

25 2,007

9,633

1.0%

5.4%

1.4%

0.3% 20.8%

100%

468

85

64

107 1,111

6,928

6.8%

1.2%

0.9%

1.5% 16.0%

100%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년 동향조사｣.

직의 고용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사업장 규모별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5～49인 사업장이 20.8%, 50인 이상 사업장은 16%로 조
사되었다8).

다. 비교분석
비제조업의 비정규직원 고용 비율이 제조업보다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산재발생이 고용비율 대비 또는 업종별 대비
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조사상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분석
할 수는 없지만, 비제조업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이 제
8) 비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조사는 ‘5～49명’, ‘5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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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 산재발
생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조업에서의 대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비제조업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비정규직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유연화된 노동시장
의 변화과정에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산재예방정책의 수립
은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 실태
가. 제조업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실태를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조사응답
사업장(1,510개소)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사업장은 68.6%,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은
31.0%, 그리고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은 0.4%이다
(<표 1-7> 참조). 결과적으로 31.0%의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역별로는 비정규직 고용비
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영남권이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보호를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이 43.7%(즉, 정규직원만 보호하는 사업장 비율)
로 타 지역권에 비하여 취약하다9).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예방정
책 수립에 있어 지역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업장 규
모별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산재보험 피보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이 5～49인 이하 사업장(64%)은 다른 규모의
사업장(각각 68.6% 및 8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9)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비율은 ‘모두 해당’과 ‘비정규직만 해당’을 합한
것이 되며, 따라서 산재보험 보호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원만 해
당’의 비율과 같다.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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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제조업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단위: 개소, %)
사업장수

모두
해당

정규직원만
해당

비정규 직원만
해당

계

1,510

68.6

31.0

0.4

100

경인권
지
역
영남권
별 충청/호남권

781

74.8

25.0

0.3

100

513

56.3

43.7

0.0

100

216

75.5

22.7

1.9

100

규 5 ∼ 49명
모 50 ∼299명
별 300명 이상

800

64.0

35.5

0.5

100

405

68.6

30.9

0.5

100

305

80.7

19.3

0.0

100

전

체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년 동향조사｣.

나. 비제조업
비제조업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 57.1%,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
업장 37.4%,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5.5%이다(<표 1-8>
<표 1-8> 비제조업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단위: 개소, %)
사업장수 모두 해당
전
지
역
별
규
모
별

체

정규직원만
해당

비정규직원만
해당

계

438

57.1

37.4

5.5

100

경 인 권

271

60.9

32.5

6.6

100

영 남 권

91

33.0

63.7

3.3

100

충청/호남권

76

72.4

23.7

3.9

100

5 ∼ 49명

391

56.5

38.1

5.4

100

50명 이상

47

61.7

31.9

6.4

100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년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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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결과적으로 37.4%의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
는 사업장 비율은 영남권(33.0%)이 경인권(60.9%)과 충청/호남권
(72.4%)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이 5～49인 사업장(56.5%)과
50인 이상 사업장(61.7%)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 비교분석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제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비율(57.1%＋5.5%＝62.6%)은 제조업(68.6%＋0.4%＝69%)에 비
해 낮은 편이다. 지역별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는 영남권이
제조업과 비제조업(56.3%, 36.6%) 모두 경인권(75% 및 67.5%), 충청/
호남권(77.4% 및 76.3%)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규모별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는 5～49인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64.5%)이 비제
조업(61.9%)보다 다소 높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
에서 5～4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비율이 낮다
는 것은,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예방 사각지대화를 의미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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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 적용 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제1절 특수형태근로에 관한 논의배경과 현황

1. 특수형태근로 관련 논의배경
가. 특수형태근로 관련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논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근로자문제,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
한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최근에 들어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23부터는 노사정위원회 내에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
회(이하 비정규특위)가 발족되어 그 이후 비정규특위를 중심으로 대
책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비정규특위에서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 등 다른 비정규근로의 보호대책이 함께 거론되어 특수형
태근로에 관한 보호방안 논의의 심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특
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집단이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한 단일한
입법론적 해법강구가 매우 복잡하여 법률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험 중 특히, ｢산재보험적용｣에 관하여서는 노사정

위 비정규특위에서 2002. 5.6 노사정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에 근
거 2003. 3. 19.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 1. 1부터 특수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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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사자에 산재보험을 확대실시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관련 연구(본 연구)를 의뢰하
였다.
한편,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2002. 5. 6. 특위 발족 후 9개월 반 만
에 비정규통계, 근로감독 그리고 사회보험적용 등 세 부문에 걸쳐
노사정간
․ ․
비정규근로 대책에 관한 제1차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데,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해서는 통계와 사회보험적용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통계분류방식에 있어서 비정규근로를 국제기준에 따른 고용
형태별 분류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내 고용실정을 감안한 분류 등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비정규근로를 1차적으로 ①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 ②단시간근
로, ③파견용역호출
․
․
등으로 구분함. 이 세 번째 그룹에는 통

계청 분류방식에 따를 때 특수형태근로를 의미하는 ‘독립도급’이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 밖에도 재택근로와 사내하청 등 노
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비정규근로로 분류할 수 있는
그룹을 포함할 수 있는 일종의 예시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위의 그룹에는 속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사회보험 등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
을 ‘취약근로자’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토록 한다
고 합의하였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하여 제1차 합의의 중요한 의미는 사회

보험과 관련,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

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하였
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합의의 내용은 그 논의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의 법적지위와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 일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 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8만명으로, 전체 1,380만 임금근로자
중 약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되나,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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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 그룹 종사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되
며 ①이의 법적지위 즉, 근기법노조법
․
등 관련 노동법이나 경

제법 등의 적용문제와 ②사회적 보호의 필요대상 결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즉, 관련 법의 적용과 함께 그 적용범위와 대상 그리고
그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단순한 민법상의 계약주체로만 보아 비임금
근로자인 독립자영업자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종속관계 외
경제적 종속관계인정, 근태규정의 적용과 계약주체의 직간접적인

지시통제여부, 사용하는 생산수단 또는 작업도구의 형식적실질
․
적 소유여부, 수당이나 급료로 받고 있는 소득에서 고정급 등 임
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근로자의 속성 등을 (일부)인정하여
이들에게 일정하게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적 적용을 받게 할 것인
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룹 역시 우선 ‘보호의 대
상’으로 보고자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 2-1> 새로운 근로형태별 규모 및 구성
(단위 : 천명, %)
연도

임금

파견 근로

근로자

용역 근로

구성비

특수형태 근로 가정내 근로

구성비

구성비

일용 근로

구성비

구성비

’01. 8 13,216 130

1.0

319

2.4

788

6.0

258

2.0

-

’02. 3 13,498 133

1.0

374

2.8

970

7.2

283

2.1

-

’02. 8 13,631 88

0.6

346

2.5

746

5.5

239

1.8

423

3.1

주 : 1) 2002. 3월까지는 특수형태근로자를 ‘독립도급근로’로 분류.
2) ‘특수형태근로’라 함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으
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 즉,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
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경제활동 부가조사(부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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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합의문에서 첫 번째 통계상의 분류 중 도급이나 특수형태
근로가 그 예시규정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등’의 포괄적 규정
으로 정리된 것은, 여전히 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일부나 전
부의 근로자성 인정에 반대나 유보적인 입장인 경영계와 일부 위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이들 그룹이 통계적으로 비정규근로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고 있는 노동부 등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합의는 여전히
이들 그룹의 법률적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는 다른, 통계상 규모파악의
차원이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관한 법률적 논의는 무엇보다 그것
이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전통적 산업사회시
대의 이분법적 분류법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과 근로자의 중간적 속성을 띤 이러한 그룹의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이제 근로자/사용자/그리고 별도의 중간그룹 설정 등 3분법적 접근을
취할 것이냐의 매우 복잡한 법률적 논쟁이 따르는 문제라고 볼 수 있
다. 이런 의미에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의 제1차 합의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법률적 신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논의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사정합의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사회보
험 적용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법 적용은 노동법적
적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여 고용보험과 더불어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반면,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
민연금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4대 ‘사회
보험’을 나누고 있는 기준은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현재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도입 이래 근로자에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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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감안하여 지
속적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2001년 7월부
터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인 적용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산재보험은 1964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도입된 이래 1976～1991년까지 사이에 업종별 확
대, 그리고 37년 만에 형식적으로 그 적용규모 사업장에 있어서
는 제한을 두지 않게 된 데 이어, 최근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위험 자영업자나 농민 등에도 그 적용범위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대로 노동법의 체계를 근로자와 사용자 등
종래의 이분법적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중간영역의 별도설정 등
삼분법적 접근이 필요한지 여부 등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구분이 정보사회화 등 산업구조개편, 노동시장 다변화현상의 심
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그 경계가 모호하여져 가는 영역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재보험 포괄여부와 그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적용 제외되고 있는 부문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상
당수는 종전에 직접고용형태로 있을 때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던 그룹으로,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 등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치
가 크게 바뀌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법률적, 계약적 신분이 현재

의 도급위탁
․
등으로 변화됨으로써 사회보험영역에서 배제된 그
룹이어서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시 이들 그룹에 대한 우선적 배려
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산재보험 확대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 ‘업무상 재해’와 ‘보호의 필요성
이 있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업무상재해의 경우에는 통
상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이나, 그 적용범
위가 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의 범주설정은 노사정학계
․ ․ ․
및
관련기관단체의
․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에 있어 근로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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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은 인별 관리체제의 보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관리적 체계의 보완은 물론 보험재정의 안
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보험료 납부주체 및 그 관리방법 등이 중요
한 문제가 된다. 그 간의 국내에서의 논의와 외국의 경우, 이런 범주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업무상 재해의 범주
여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업무상 재해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32～39조 참조).

가. 작업시간중 사고
작업장내 작업도중, 작업준비마무리행위
․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
적 행위도중 발생한 재해’, 작업시간이 아닌 중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
로 본다. 특히, 업무와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중요하며 상호간에 관련
이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
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는 업무상 재해이다.

나.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차량장비
․
포함),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

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행위나 그 관리 또는 사
용권이 재해 근로자 전속 권한에 속하는 시설에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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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태풍홍수지진눈사태
․
․
․
등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 등이 발생
할 우려가 많은 장소의 업무수행, 휴식시간 이용 등 자유로운 사적 행
위시, 작업시간 외 사업장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때, 사업장 내에
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

라. 출퇴근
․
도중의 사고(통근재해)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
정된다.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때. 둘째,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차량이 아니라도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고 사용자가 묵인하고 있는 경
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마. 출장중 사고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시에 발생한 사

고로 인한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 지시를 받아 출퇴근
․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
소로 출퇴근하여 직무수행시에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
행장소에 도착,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직무를 완수 한 후 퇴근하기 전
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출장 중 사고로 인정된다.

바. 행사중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
․
등 각종 행사 참가 중 발생한 사고나,
행사준비 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첫째, 통념상 근로자를 참여시
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둘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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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행사시 발생한 사
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사. 기타, 사고
타인의 폭력행위로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첫째,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 근로자 담당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통념
상 인정될 것, 둘째, 타인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 사상 간에 인과관
계가 있어야 할 것.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상 재해이다.

아.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사망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요통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시 상기 기준 외에 근로자 성별연령건강정
․
․
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한다.

3.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의 범위
우선 구체적으로 개개인과 그 개개인이 속해 있는 각 업종그룹 내
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맺고 있는 형식적인 계약형태 및 그와

동시에 구체적실질적인
․
노무제공의 형태를 병행 참고하고, 다음의
주요 외국에서의 특수형태근로자와 관련된 자의 범주나 그 정의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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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자 직군분류
다음의 <표 2-2>는 그동안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 논의된 특수
형태근로자 직군에 대한 분류이다.
<표 2-2> 특수형태근로자 직군 분류표
(부분) 조직화된 그룹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쟁
고 ․레미콘 운송종사자
점
․방송사 구성작가 및 애니메이션
화
↑
작가
및
․화물(연대)운송차주
실
․프로(야구)선수(단)
태
․대리운전자
파
↓ ․신문판매 및 광고외근원
악
정
저
도

미조직화된 그룹

․퀵서비스 배달원

․화장품판매원
․자동차판매원
․음료식품판매원
․
․단순컴퓨터프로그래머
․시청료징수원
․오케스트라 단원
․검침원

나. 외국의 정의
1) ILO의 정의
ILO가 다루는 특수형태근로가 포함된 도급근로(contract labor)의
문제는 자영인으로서 독립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노동력 이용기업과의
근로관계에 있는 양자를 배제하고, 그 나머지 또는 양 영역이 중첩된
분야에서 ‘종속성’과 ‘의존성’이 진정한 근로자의 그것과 유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ILO에서는 이들에 대해 ‘종속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또는 ‘근로자에 유사한 자(employee assimilated worker)’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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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에서의 특수형태근로자가 속한 ‘도급근로(contract labor)’에 대한
분류 :
① ‘종속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또는
② ‘피고용인에 유사한 근로자(employee assimilated worker)’

2) 유럽연합(EU)의 정의
유럽연합에는 공동체(community) 차원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률
적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996년 유럽연합위원회 전
문가그룹(working group)은 의사자영인(Schein-Selbstaendigkeit)의
뒤에 숨어 있는 임금근로자와 심지어 진정한 자영인도 사회적으로 보
호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진정한 사업주에 대
한 결정적 한계획정표지가 되어야 하며 유사근로자를 근로자와 자영
인의 중간영역에 위치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EU(유럽연합)의 특수형태근로 분류: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례시 근
로자와 자영업 중간영역에 위치한 ‘유사근로자’를 정당한 지표로 보는
경향이 있다

3) 영국의 ‘노무제공자(worker)’ 개념
특수형태근로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영국에서는 ‘노무제공자’를
뜻하는 ‘worker’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에 해당하는 ‘피고용인’은 ‘employee’라 부르며, 이보다 포괄적 개념인
노무제공자(worker)는 고용개념을 입법목적에 의거 확대하고 있는 경
우에 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
합)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 Consolidation Act)’과 1996
년 고용권리법(contract of employment)에서 피용자(employee) 이외
에 노무제공자(worker)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을 확대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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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무제공자(worker)의 정의:
①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② 본인의 직업적 고객(a professional client)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상
대방에게 일정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
정하는 여타의 계약 하에서 (통상적으로) 근로하거나 근로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4) 독일의 사회보험법상의 ‘취업자(Beschaeftigte)’ 개념
독일은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1998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사회보험 총칙규정인 사회법전 제
4권 제7조 제1항에서 “취업은 비자영업적 노동으로서 특히 근로관계
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별도의 ‘취업자’ 또는 ‘취업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호응이 저조하자 다시 1999년 12월
취업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5가지 조건을 마련, 이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면 취업자로 간주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했었다.1)
1) 이와 비교해 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 ｢유사근로자｣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법의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
다만, 그가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고, 노
무급부를 인격적으로 또한 주로 근로자들의 협력없이 다음과 같이 수행하
는 경우이어야 한다.
가. 주로 1인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혹은
나. 평균적으로 자신의 전체 보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떤 1인으로부터 지급
되는 경우. 만일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유사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에 언급된 자 및 이 사람
과 유사근로자 간에 고용 내지 도급계약으로 근거지어진 법률관계
② 만일에 유사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여야 할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콘체른 하에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또는 그 다수인들 사이에 조직적
공동체(Organizationsgemeinschaft)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혹은 그 범위를 넘
어서는 노동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들은 제1항의 1인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술적학술적
․
혹은 언론분야의 급부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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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월 평균수입이 325유로 이상을 초과하는 보
험가입의무가 있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을 것
② 통상 그리고 주로 1인의 위임인을 위하여 일할 것
③ 위임인 또는 위임인에 준하는 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상
그들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것
④ 당해 영리활동이 전형적인 경영자로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수행하는 업무가 그가 위임인과 ‘노무제공관계’에서 수행하던 업무
와 일치할 것

그러나 동 조항은 2003년 다시 법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법규정은
종래대로 환원되었다. 단, 법원의 판결에 있어 동 기준은 근로자와 자
영업자 그리고 그 중간신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구분
하는 데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5) 프랑스의

외무원대리인외판원(VRP
․
․
: voyageurs,

represen-

tants et placiers) 등에 대한 규정
프랑스에서는 노동법전 제7권(livre VII)에서 특정산업 및 직업에

적용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직업범주는 외무원․

대리인외판원
․
(VRP), 재택근무자, 연예인예술가
․
, 모델, 공동주택의

수위고용원
․
, 가사사용인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직업범주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들은 법에 의해 근로자성이 인정 또는 추정되는 동시에, 일
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직업범주에 고
유한 규율들을 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 가운데 VRP에 대한 범주를
살펴보면 이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선정된다.

자들 및 그러한 급부의 기술적 형성에 직접적인 협력을 한 자에게도 적용되
나, 다만,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과는 달리 특정인으로부터 평균하여 최소
한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동 규정은 상법전 제84조의 의미에서의 상업사용인(Handelsvertreter)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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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할 것
② 대리인(representant)으로서의 직업을 사실상 배타적이고 항상적으
로 행할 것
③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상업적 활동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을 것
④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재화 내지 용역의 종류, 활동지역 또는 방
문하여야 할 고객의 범주, 보수율을 정하는 약정을 사용자와 맺을
것
※ 단, 네 번째 사항에 대해 활동지역이나 고객범주가 정해지지
않으면 VRP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범주에 의해 규정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최저 1개월에서
최고 3개월의 법정 계약해지 예고기간 및 예고수당제도가 적용되고,
계약종료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고객수당금(indemnite de clientele)이
지급된다. 또,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시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보수
는 급료 및 수수료의 혼합형태로 지불된다. 단, 수수료는 적어도 3개
월마다 정산되어야 한다. 반면, VRP에는 동종 경쟁업종에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clause de non-concurrence)을 둘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나 연차유급휴가권
은 인정된다.2)

2) 참고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유사근로자 개념과 프랑스의 VRP 등의 규정에
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즉,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유사근로자가 기본
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들에 대해 경제적 종속성 등을 근거로
보호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이들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를 먼저 노동법전에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규율하면서 단, 이들이 통상
적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일부 특성이 근로자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근로자
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근로자성 인정을 중심으로 볼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네거티브
(negative) 방식을, 프랑스는 포지티브(positiv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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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안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은 2003. 5. 23. 발표되었다. 공익안은 특수형태
근로 대책과 관련하여 추가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 대
책방안으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적 방
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그 방안은 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단결
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그 기준
이 비교 내지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특정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
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 할 것
②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
③ 노무제공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 기타, 공익안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으나 위의 기준 외에 산재
보험의 적용을 위하여 평균적으로 자신의 ‘전체 보수의 상당
액’(예: 1/2 또는 1/3 등)을 어떤 ‘특정사업주’로부터 받고 있
는 경우 등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선정방안에 추가로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4.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의 1차 합의 이후의 특수형태근로 보호
방안 논의
1차 합의 이후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의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
안의 논의는 크게 다음 4가지 범주를 검토하였다.

․경제법상 보호방안 : 이것은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계약이 공정하

게 체결될 수 있도록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금지등에 의한 통

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금지
에 의한 통제 등 제반권리를 향유하도록 각종 제도적 방안 (예컨

대 표준약관방식 등)｣을 강구하며, 노사협의회에 참여기회 부여방
안 등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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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상 권리인정 여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사

회보장법상 권리인정여부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
은 산재로부터의 보호나 실업기간 중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
여 강제적용하거나 임의적용하되,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은 직장
가입이 아닌 방식으로도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적용을 주장하는
필요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 3권 인정 여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통하여 다양한 각 특수형태근로별로 그에 적합
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면, 그 모습이 다양한 각 특수형태근
로별로 그에 적합한 내용을 자주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입법적행정적
․
방안 강구.

․개별근로관계법령상 일부 규정 적용방안: 다양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행과 같
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사회적 보호 필
요성이 인정되는 일정 범주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개별근로관계
법령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이에 따라 검토 가능
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사용자에 대한 인격적 종속성이 근로자보다는 적으나 인격적
종속이 인정되며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서 사회적 보호 필
요성이 있는 자’,
③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사업장
에 취업하고 있는 자’
또,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사항들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퇴직금, 근로시간, 모성

보호(산전후휴가생리휴가
․
), 성희롱보호, 일방적 계약해지(해고제한),
임금체불규정, 최저임금, 휴일휴가
․
(비례적용부분적용
․
등)

이상을 요약하여 보면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에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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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가지 접근축의 4가지 방안이 검토된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
① 제1접근 : 경영계가 선호하는 것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현행
같이 법원의 개별판례에 맡기고, 보호가 필요하다면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제법
적 적용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시정하는 방식에 의해 풀
어야 한다는 입장
② 제2접근 : 노동계가 선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그룹에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입장
③ 제3접근 : 근로자성 인정과 별도로 이들 그룹의 중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준)노동법적용이나 또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개별사항에 대해 선
별적으로 노동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

제2절 국내외의 주요 입법례 및 대책방안 비교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신분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근거
가. 노무공급계약의 유형과 형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노무공급계약

3)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근로 대책에 대한 접근법과 구체적 보호방안
에 있어 노사정간
․ ․
견해차가 커서, 제2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 기본입
장과 공익위원안 등 종합적인 논의결과를 2003. 7. 본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결
과가 정부에 이송되어 정부에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는 2003. 9. 노사정위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로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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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민법상의 ①고용계약, ②도
급계약, ③위임계약은 모두 노무공급계약에 속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노동법상의 보호(즉, 노동3권의 보장)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 근로계약은 고용계약과 ‘구별’되는 노무공급계약으로 분류
될 수 있을 것이다.
도급계약은 노무제공 그 자체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의
완성’과 함께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일의 완성 이전에 발생
하는 위험도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을 하고, 또 결과가 발생하지 않
으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특색이다.
반면,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도급
계약과의 차이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위임인이 위탁하는 일정한 사
무의 처리를 그 주목적으로 하며, 도중에 위임이 종료되더라도 수임인
은 이미 수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의 근로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법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근로자성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1994. 12. 9. 선고 94다22859). 즉, 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판별에 있어 민법상의 고용, 도급,
위임계약 등 그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 경우 판단 지표로
는 다음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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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방식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
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여부
⑤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여부
◦ 보수여건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
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사업조직에의 결합성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여부

◦ 법령상의 지위 등 기타 요소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나. 노조법상의 근로자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비교되는 영역이다. 노동법학계에서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
선 및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조법
상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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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판례의 지배적인 입장은 양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
으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지배적인 입장
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
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조법이 정하는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보았다(1992.5.26. 선고 90누9438).
한편, 대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관한 한 판결(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유성관광컨트리클럽사건)에서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을 어느 정도 넓게 파악,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
한다고 보고, 경기당 묵시적으로 일정 ‘고정’액으로 지급받는 ‘캐디 피’
를 고용관계상의 약정에 유사한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
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와 관련 주요 판례 핵심
쟁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
인, 레미콘 지입차주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들을 중심으로 그 지위에 대해 법률적 논쟁분석
․
및 사회적 이슈화가
진행되어 왔고, 이들을 소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는 이처럼 조직화되고 사회적으로 이
슈화된 그룹 외에 주요 직군별로 ①방송사 구성작가 및 프리랜서 등

언론매체 종사자, ②각종 지입차주 및 대리운전자 등 운수하역운
․
․

송관계업 종사자, ③신문광고모집인
․
, 화장품판매식음료판매원
․
등

각종 판매업 종사자, ④연예인모델
․
, 프로야구선수 등 문화스포츠
․
산업 종사자, ⑤시청료징수원검침원
․
․AS 수리기사 등 기타 여러 가

지 형태의 독립도급근로 제공자 등으로 분류되는 등 그 범위와 성격
이 매우 폭넓고 다양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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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둘러싼 ‘노동법적인 문제의 핵심’은 특수한 노무공급형태로
인한 ①‘근로자성 판단’과 ②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노무공급의 내용과 형태상의 특징, 즉 ①
노무공급의 장소, ②물적 수단의 소유, ③노무제공의 목적이나 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각각 그 특징이 있으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의해
서는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공통점이 있다.
한편, 노동법상의 보호 또는 권리보장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며, 근로
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호나 권리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요소
로는 ①노무제공 방식의 타인결정통제성, ②보수의 근로대가성, ③사
업조직에의 결합성, 기타, ④법령상의 지위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즉, 인적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둘러싼 우리나라에서의 지금까지의 노동법
적 논의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개정하거나, 준근로자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을 노동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입법
론적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입장’과 ②‘노사관계 당사자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
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어쨌든, 노동시장내에는 전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그룹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원인은 생산방식의 변화와 노동
시장내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준거점
인 ①노무공급자가 노무수령자의 지휘감독하에서
․
근로하는지의 여
부, ②보수의 노무대상성 여부, 또는 ③사용자의 명령 의뢰에 따라 통
상 예정되어 있는 업무 이외 업무 종사에 대한 판단여부만을 가지고
는 근로자인지 자영사업자인지 판별하기 힘든 불분명한 ‘한계적 사례’
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어 왔다. 또, 노동시장의 장기적 변화와 함께 향
후에도 이러한 ‘근로자로 보기도 힘들고 사업자도 아닌 노무제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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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그 체계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향후에도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이분법적으로 볼 때, ‘완전
한 보호를 받는 그룹’과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룹’으로만 구분되
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석론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
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응하여 노동법적 보호이념을 근본
적 판단지표로 하는 한편, ‘사용종속성’에 대한 재해석과 입법론적 검
토의 필요성이 한편에서 아울러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직종별 또는 직종간은
물론 동일직종 내에서도 그 유형과 실태가 매우 다양하고 당사자의
자발성 역시 다양한 편으로,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을
노동법적 보호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은 면밀히 검토될 필요성
이 있으며, 또 경제적 측면과 근로자 보호측면이 모두 동시에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반 ‘재화시장에 적용되는 계약법’이나 ‘경제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있고,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있
을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재해석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포섭하거나 준근로자 개념 등을 도입하여 근
기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실태
가 워낙 다양해서 또다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과, 보호의 범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4.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주요판례
가. 골프장 경기보조원 관련 주요판례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판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노조법상의 근
로자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판결: 노조설립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적용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41

고반려처분 취소)가 있으나,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은 대체로 부인하는
경향이다.
◦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
5.25. 선고 90누1731, 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
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는 다음을 들고 있다.

① 근로계약고용계약
․
등 노무공급계약의 미체결
② 경기보조업무의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성 부재
③ 캐디 피의 근로대가성 부인(사용자에 의한 금품 미지급 및 봉사
료 액수의 미결정)
④ 용역제공의 동등한 기회부여 차원의 순번제는 있으나 근로시간
의 정함이 없음
⑤ 휴업수당의 미지급
⑥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의 부재(캐디 마스
터의 지휘감독은 캐디 차원의 경기수칙 및 예절교육에 불과함)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부재
⑧ 경기보조 업무수행 행태에 대한 징계처분 부재(순번에서의 사실
상 불이익 존재) 등을 들고 있음

한편, ‘행정해석’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는 아래와 같다.
◦ 행정해석상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근기

68207-1448, 2000.5.13)
① 경기과에서 충원계획 작성하여 회사대표에게 보고 후 충원여부
를 결정, 캐디양성학원에 캐디알선을 의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 교육실시 후 근무 배치함
② 경기보조원 자치내규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회사
에서 작성한 후 경기보조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③ 캐디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규정된 봉사료를 초과 요구하는 경
우 등 불성실근무에 대한 제재는 자치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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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캐디 피는 주변골프장 캐디 피를 참고하여 회사에서 결정(협회
권장 캐디 피가 정해짐)
⑤ 캐디 마스터는 회사 소속직원으로서, 캐디교육 및 당일휴가를
제외한 캐디 휴가부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으
로서 징계권 행사

또, ‘행정해석’이 근로자성을 부인한 예는 다음과 같다
◦ 근기 68207-1449, 2000.5.13
① 적정 캐디인원 부족시 조장회의에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경기
과에 제기하면 경기과에서 학원을 통하여 충원하나, 이는 골프
장 경기시설을 이용하는 캐디의 인력수급 차원임

② 캐디가 직접비밀무기명
․
․
투표로 선출한 조장회의에서 자율근
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캐디의 관리 및 사실상의
통제는 조장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③ 근무태만, 무단 결근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하여는 조장회의에서
당사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이후 자율근무규정에 정한 제재
의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④ 캐디 피는 조장회의를 통하여 결정(1인 보조 40,000원, 2인 보조
50,000원)
⑤ 캐디 마스터는 없고 모든 것은 캐디조장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으
로 행해지고 있으며, 경기운영사항만을 경기과에서 지원함

나. 학습지교사 관련 주요판례
대법원은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와 계약형태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하여 회원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학습지교사에 대해 그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한편, 대법원의 노조법
상 근로자인정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결은 없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적용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43

◦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 퇴직금 청구사건 판결).
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사원 등과는 다른 별
도 관리규정의 적용
② 통상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및 위탁업
무 수행
③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업무내용수행방법업무수행
․
․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의 결여(위탁업무 실적
의 독려 등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교육만이 존재)
④ 회비의 수금실적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⑤ 관리규정상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 시간에 관한 규정 부재 및
자율능력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후 임의로 위탁업무 수행과
정 이탈 가능
⑥ 사업장 외부에서의 업무수행(주로 회원의 주거)

⑦ 일반직원과 달리 완화된 다른 채용자격기준
․
등의 적용 및 직
원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제출(사업계획서, 재산세납입증명서)
⑧ 겸업이나 동종의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의 근무 또는
자신명의의 영업활동의 미제한
⑨ 회사의 복무질서 위반행위 등에 관한 징계규정을 두지 않고 관
리규정에 위탁계약의 해촉사유만 규정
⑩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세의 납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임
의가입

법원은 학습지교사에 대해 노무공급계약, 노무제공방식, 보수, 사업
조직에의 결합성, 법령상의 지위 등 기타 요소에 근거하여 그 지위에
대하여 판단했다. 즉, 노무제공의 대체가능여부, 작업도구 등의 부담관
계와 근로시간장소
․
, 회원관리 지역의 결정 및 변경권한의 재량권 귀
속여부, 별도 취업규칙 작성 등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형태보다
는 계약의 형식을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의 유무 및
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자성 여부

44

비정규직근로자 산재보험적용실태와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대한적용확대

한편,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하급심인 서울지
방법원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
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서울지방법원 2001.7.9. 다2001카합317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 개요>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학습지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
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중 대교지부가 2000.
12. 6부터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복수노
조이므로 불법단체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자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판결 요지
근로자성 관련 “피신청인 회사의 위탁계약직 학습지 상담교사들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친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거나 다른
학습지 업체의 학습지 상담교사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바로 피신청인 회사의 위탁계
약직 학습지 상담교사들이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들
만으로는 피신청인 회사의 위탁계약직 학습지 상담교사들의 근로
자성이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
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유보함.
◦ 동부의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의 노조설립과 현재 전국학습지산업노조내
에 대교, 구몬, 아이템플 등이 지부로 편재되어 활동 중임. 한편,
노동부는 지금까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노조설립신
고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함. 또,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이 신청한 조정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근
로자임을 전제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처럼 노동위원회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건을 처리하기도 함.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해석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인정에 유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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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모집인 관련 주요판례
우리나라 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그 법원의
판결근거는 아래와 같다. 한편,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한 바는 없으나, 고등법원에서 부정하는 판결
(서울고법 1991.5.16. 89구13327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대법원의 보험모집인 근로자성 인정 부인(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근거
① 계약형식상 위촉계약의 체결
② 보험모집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 존재
③ 보험모집인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 및 전형절차 부재
④ 징계에 관한 규정 없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해촉’에 관한 규정
만 존재
⑤ 조회, 석회시의 교육실적확인은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
⑥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정해진 실적미달시 기본수당
미지급)
⑦ 법률(보험업법 제148조 제2항)에 의한 겸업금지의 제한이 있었
으나 다른 영업종사에 대한 제한의 부재 및 사실상 가능
⑧ 타인의 노동력의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제한 부재
⑨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임의 이탈 가능
⑩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의 미적용

법원은 보험모집인 노무제공의 대체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및 근로제공장소 등 결정에
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교사보다 본인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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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 판정(아래 자료문건 참조)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물론이고
노조법상 근로자성 역시 부정하여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2. 2000부노166,167 및 2000부해637,638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9. 2000부노159 및 2000부해622 결정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업무관계는 첫째 신청인들의 조회나
석회 참석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강제성(징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수수료 제도로서 통제되므로 임의성이 보장되고, 둘째 조회나 석회자리
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판매기법 등에 관한 것
이거나

실적확인보험계약자
․

승인계약자
․

인적사항

변경미수보험
․

료 납부 독려 등으로 보험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로서 위탁자의 지위
에서 행하는 보험모집인의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내지는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셋째 신청인들은 위촉
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보험모집인 제 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
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수금액
․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위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
지 아니하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바, 근로의 대상성이 없는 중
개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고, 넷째 법률(보험업법 제148
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의 모집은 할 수 없
지만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도 아니며, 다섯째 보험모집인의 이름으로 실적이 처리되는 범위내에
서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일부
노동력의 대체성도 인정되고, 여섯째 근무시간이나 근로의 장소가 지정
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
지 보험계약 중개를 하거나 사적활동을 위하여 이탈하더라도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곱째 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
․
․
․
등 사

회보험관련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여덟째 세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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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험모집인은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가 부과되고 있다.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

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는 바, 이때 임금급료
․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란 근로의 대가성 내지는 대상성이 있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금품과는 구별된다. 즉 노조
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을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
․
권단체행동권을
․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을 추정컨대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근기법상 근로자 개
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들은 보험업법 제2조 제3항에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사업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
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
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본 건 구제신청
은 더 이상 우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조 68107-997, 2000. 10. 30.
보험모집인은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
고(조회 불참시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출퇴근
이 엄격히 통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보험모집 수금업무 등에 있어
서도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사로부터 직
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실적미달시 수당감소당사자간 약정에 의
한 해촉 이외에 별도의 징계 등 제재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
집 활동 이외에 겸업이 가능하여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우므로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4)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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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레미콘 지입차주 관련 주요판례4)
대법원은 레미콘 운송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
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결은
없다. 한편, 하급심(인천 부천지원) 판결에서 레미콘 운송업자의 회사
에의 전속성과 종속성을 인정한 판결로 사회적 주목을 끈 바 있으나,
이후 동 판결에 대해 상급심(서울 고법)은 다시 이를 부인하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1994. 4. 1. 레미콘 제조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
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참가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월간 레미콘 기준운반량을 516.666㎥로 하고 기준운반량에
대한 운반단가를 1㎥당 2,003원으로 하되, 월간 운반량이 기준운반
량에 미달할 때는 미달한 양에 대하여 1㎥당 708원, 월간 운반량
이 기준운반량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양에 대하여 1㎥당 1,418원
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되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
결에 의하기로 한 사실, 참가인은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의
물량과 운반시간, 운반지 등을 하루 전에 각 건설업체로부터 파악
하여 전날 16:00경 게시하고,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
은 다음날 출근순서대로 이름을 기입하여 운반할 물량을 결정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참가인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출근부가 비치되거나 출퇴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한
4) 권두섭, ｢노동자성에 대한 판례의 흐름과 입법동향｣, 노동법학연 발제문, 2002,
pp.14～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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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보수에 있어서도 위와 같
은 운반비 외에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이 없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이 없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레미
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운전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참가인이 레미콘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였으나 타
이어대는 원고 등 레미콘차량을 배정받은 운전자들이 부담하였고,
그들이 배정된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대
리운전자를 내세워 레미콘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원고 등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이 운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는 참가인과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
업자이지 참가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아래의 하급심판결(인천 부천지원)은 레미
콘 운송업자의 근기법상 및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른바 그 ‘형식적 징표’와 ‘실질적 징표’를 구분하여 접근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실질적
․
지표에 의해서도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 양 당사자간 계약조건의 이
행에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즉,
‘경제사회적
․
여건’까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2) 레미콘 기사에 관한 하급심 판결
2000년 9월 레미콘 기사들이 전국건설운송노조를 설립하였다. 레
미콘 협회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을 부
인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단행하였으며 노조활동정지가
처분을 제기하는 등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4.13. 선고 2001카합160 판결 : 노조활
동정지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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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
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
․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
․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
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
조건
나아가 현대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취업고용형태의
․
다양화 현
상을 노동관계법이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고려요소 중 ①항 내지 ⑥항 기재의 요소는 사용종속
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할 실질
적 징표라고 할 것이고, ⑦항 내지 ⑨항 기재의 요소는 그 내용이 사
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사회적
․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로서 고려되어도 무방한 형식적 징표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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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려하여도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아가 ⑩
항의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형식적 징표의 점, 즉 운송차주들은 취업규

칙복무규정인사규정
․
․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
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
라 오히려 피신청인이 각자 사업장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운송차주
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모두 경제사회적
․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는 운송차주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정한 근
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신청인 회사와 운송차주 사이의 계약
관계의 내용 및 노무제공의 태양에 관한 실질적 징표, 즉 운송차주들
의 업무 내용은 오로지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
에 있어서도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
고, 운송차주들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며, 레미콘 운반차량의 소유권은 비록 운송차주들에게
있으나 실제로 운송차주들이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할
수 없으며, 운송차주들은 계약된 기간동안 계속하여 전적으로 신청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운송차주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장에 근
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
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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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기에 덧붙여 앞에서 본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
조건의
점, 즉 노무공급 관계의 성립과 종료는 오로지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
여지고, 운송차주들이 담당하는 레미콘 운반업무는 신청인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이며, 운송차주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
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
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하급심의 입장에 대하여 상급심인 서울 고법은 이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그 핵심요지이다. 서울 고법은 근기
법상노조법상의
․
근로자 정의를 같은 것으로 보아 그 차이를 부인하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01.12.28. 선고 2001라183 결정(위 결정의 항고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
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정
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정의(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
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와 비교하여 볼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요건
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일응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근로기준
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종속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
는 반면에(‘사업 또는 사업장’을 요건으로 한다) 노동조합법은 그
와 같은 현실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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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신청인 회사에 대
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운반할 시
간과 운반 장소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
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
이 운송도급계약의 상대방인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운송처 및
도착시간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송도급계약의 기
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피신청인들이 오로지 신청인이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것은 사전에 안정적
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 사업의 고유한 특성
상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
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②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
이 없고, 피신청인들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
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③ 피신청인들의 업무시간은 대체로 종업원들의 근무시간과 일치하
나, 이는 피신청인들의 레미콘 운반도 레미콘을 제조하는 종업원
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보인다.
④ 피신청인들은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리운전자를 내세
울 수 있고, 실제로 신청인 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 중 여러
명은 부부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제3자가 운전을 대행하
고 있다.

⑤ 피신청인들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품교환 등
차량관리를 회사의 간섭없이 전적으로 피신청인들의 책임 하
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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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신청인들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신
청인은 실제 근로시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기간 동안 운송거리 및 운송량에 의하여 계산한 운송실
적에 기초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율에 따라 운송비를 계산하여
다음달 일정한 날에 일률적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운송비를 지급
하였다.
⑦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신청인들은 각자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의료보
험,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⑧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원거리 또는 소량 운전의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이 레미콘 공장의 신설, 증설이 있을 경
우에는 신청인의 이동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이는 신청인이 고
객에게 레미콘을 확실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한 운반도급계
약의 내용에 불과하고 피신청인들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
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뿐 이에 대하여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한편, 기타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아래와 같다.

◦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
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서울행정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일부 결정
이 내려진 바 있다.
1) 근로자성 부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11.20. 2001부해4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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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김◦◦,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
는 유진기업(주)(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레미콘 불하 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피신청인들 소유의 차량으로 레미콘 운반업무를 하던 중 2000.
11. 22. 회사내에서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 도급계
약이 해지되었다. 김00, 이00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지노위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부당노동행위부분은 기각하였으
나, 부당해고부분은 구제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유진기업(주)은 중앙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결정 요지>
운반계약자들은 자기 차량의 예상 운반시간대를 가늠하여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고, 레미콘 차량의 소유권
이 피신청인에게 있어 피신청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레미콘 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할 수 없고, 제
1의 2 “마”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
나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1의 2.
“바”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취업
규칙, 복무규정,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2 “아”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가 지급하는 운임은 원고
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기보다는 신청인
인 회사가 상조회 대표와 합의한 운송단가에 따라 오로지 운반한 물
량이라는 객관적으로 수행된 업무 실적의 결과만에 의하여 산정되며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이 없고, 제1의 2 “나”, “라”
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를 납부한 사실 등을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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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쪽으로 행정해석이 변
경되었다.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당노동행위문제
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런 점에 근거하여 때때로 노
조설립신고증 교부가 되고 있다.
근기 68207-989, 2000.3.31. 레미콘 운송기사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을 변경
(근기 207-1182, 1994.7.25.)

5. 외국의 입법례(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내용
가. 독일
독일은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와 함께 ‘근로자와 유사한 자’
의 두 가지 범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후자에 대해서는 일부 노동법
규만이 적용된다.
1) 근로자
독일 노동법상 기초개념으로서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는 실정법상
규정도 없으며 학설도 다양하다. 학설과 판례의 가장 대표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는 ‘노무’급부의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
하는 노동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파악된다. 노동이 정신적인 행위
든 육체적인 행위든 상관없으며, 또한 행위의 강도나 정도의 낮
고 높음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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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무급부의무 이행에 관한 의무는 ‘사법상의 계약’이나 ‘그
와 유사한 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타인의 고용에서’ 노무가 급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통해 볼 때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
으로서 ‘인적 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에 대한 타인결정
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징표는 노동의 모습,
장소, 시간 등에 대한 노무공급자의 노무지휘권자로부터의 명령구속성
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종속성의 지표는 1970년대를 경
과하며 출판 언론부문 등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이른바 자유공동작
업자(방송, 영화, 신문 등에서의 취업자로 카메라맨, 음악가, 리포터,
시나리오 작가, 가수, 배우, 감독 등 프리랜서와 대학의 조교, 스포츠
트레이너 등)의 실업위험의 증가와 함께 변모, 보완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Soellner는 근로자의 개념은 유형적으로 파악해야 한
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서 ①노무급부와 장소와
시간에 대한 타인결정성, ②노동조직적 종속성, ③지시구속성, ④
노무급부의 인적 구속성을 들고 있다.5)

․Schaub는 인적 종속성에 의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되, 인적 종속
성은 사실적 종속성의 계기와 노동조직적 종속성의 계기에서 포
착되는 것이며, 노동조직적 종속성은 인적, 전속적 지시구속성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보고 있다.6)
한편, 독일의 특성은 고용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과 한국이 구체적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보호를 하고 있는 데 비해, 독일은 ｢노동법 원법｣에서 “타인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급부하는 모든 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66쪽 참조.
6) 김소영,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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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제12조 (a)에서는 ‘근로
자와 유사한 자(arbeitnehmeraehnliche Person)’에 대한 실정법적 정의
를 규정하여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그것과 유사
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따
라서 ‘근로자와 유사한 자’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 종속’과 ‘사회적 보
호의 필요에 있어 근로자와의 유사성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출
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발생하게 된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
자도 아닌 노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서이다.
즉, 인적 종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도 없지만, ‘경
제적 종속성 때문에 사업자로 볼 수도 없는 자’들이 증가하자, 더 이상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이분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룹’과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 근로자와 유사한 자
‘근로자와 유사한 자’의 판단기준인 ‘경제적 종속’과 ‘사회적 보호필
요에 있어 근로자와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째, 노무공급에 있어 제3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작업이 특정한 자나 조직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들
수입의 상당부분이 특정한 자나 조직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근로자와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와 유사한 자’와 그의 계약상대방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
생한 경우 그 분쟁은 노동법원에 의해 해결된다(노동법원법 제5
조)
② 연차휴가와 휴일에 대한 최저기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동일
한 취급을 받는다(연방휴가법 제2조)
③ ‘근로자와 유사한 자’의 작업조건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
이상에서 보듯이 독일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자’에 대해 노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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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노동법의 일부 규정에 대하
여서만 적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고제한법은 적용되지 않
는다.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사회보험적용
독일은 이러한 “유사근로자(또는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가 이에 해당할 경우 사회보험에 강제가입하고 사업
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유사근로자는 “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노
무공급자, 즉 인적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지
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독립영업자로 보기 곤란한 자”로 다음 5
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유사근로자로 간주

①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월 평균수입이 325유로 이상을 초과하는,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을 것
② 통상 그리고 주로 1인의 위임인을 위하여 일할 것
③ 위임인 또는 위임인에 준하는 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
상 그들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것
④ 당해 영리활동이 전형적인 경영자로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수행하는 업무가 그가 위임인과 ‘노무제공관계’에서 수행하던 업
무와 일치할 것

나. 일본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에 국한하
고 있으며, 실정법상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노동기준법과 노동조
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노
동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개별 법규의 목적과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각 개별 법규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개별적 접
근방법과 함께, 근로자성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용종속성의 유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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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통일적인 접근방법이 절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학설 및 판례의 추이는 종전보다 경제적 종속성 또는
조직적 종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노동기준법상 근로자개념:
학설 및 판례에서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사용종속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입
장

․사용종속성보다는 개별 법규나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
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노동기준법 제9조는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
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는 임금에 대하여 ‘근
로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사용종속
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용종속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한계적 사례가 있는
점에 주의하여 ‘근로자성의 판단을 보강하는 요소’를 이분하여 사업자
성의 유무와 전속성의 정도 등으로 말해지는 제 요소도 함께 감안한
종합적 판단을 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인적 종속성’에 기초하
여 사용종속성을 판단하면서도 보완적으로 이른바 ‘이익형량론’(즉, 근
로자성의 징표와 사업자성의 징표를 비교형량)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개념:
노동조합법 제3조는 “이 법률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
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
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설과 판례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달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
한 입장에서 교섭하도록 촉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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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개념은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금, 급
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얻고 있는가의 여부이며,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결국 ‘사용종속관계’에서 얻는 수입을 의
미하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역시 ‘사용종속성’이라는
것이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지배적 입장이다.
이에 반해, 도급, 위임, 기타의 제반 노무공급계약 하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 가
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
단과 달리, ‘노무의 수행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유무’는 반
드시 필요한 판단표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3) 일본의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와 특수형태근로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노재보상부 노재관리과 노재보험재정수리실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노재보험 수혜자가 되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노동기준법에
서 규정하는 노동자와 동일

․노동기준법의 경우, 근로자여부는 “사용되는” 자인가의 여부,
이에 대한 대상으로 ‘임금’이 지불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됨

․이는 개별적인 실태를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노재보험 대상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
려움
◦ 보험모집인(保險外交員)

․보험모집인 중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취업하고
있는 자는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이란 “사용되는” 관계라고 말
하기 어려우므로 노동기준법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음

․다만, 위임계약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노동관계가 존재한
다고 간주될 때에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됨
◦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보험모집인이 노동자가 아닌 경우, 노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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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특별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가입대상이 아님.
다만, 이들이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주로서
특별가입이 가능

다. 프랑스
프랑스는 법률에 의해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독일과 같이
‘유사근로자’ 등과 같은 통일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
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추정하고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일
반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과 별도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동
법상의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노동법전 제7권(Code du Travail
Livre VII: Dispositions particulieres a certaines professions)에서
유형별로 특수형태 직업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에 관해서 노동법전 제7권에서는 특별히 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직업 유형에 따른 특정의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음).7)
특수형태근로자 유형(VRP를 중심으로): 노동법전 제7권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자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
다.

◦ 외무원대리인외판원(VRP:
․
․
voyageurs, representants et placiers)

7) 프랑스의 특수형태근로자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적용
프랑스는 단체협약(1975.10)에 의거 특수형태근로자 중 예를 들어 VRP는 프랑
스 사회보장체계의 일반체제(regime general de la Securite Sociale)에 포함되
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음.
◦ 사회보장 일반체제의 부담액 계산에 필요한 소득수준의 결정은 직업의 특수
성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서 총소득액에서 30%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음.
◦ 산재보험 급여액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의 결정은 산재발생일 이전 12개월 동
안 해당종사자의 소득(고정급, 성과급, 수당, 수수료 등을 포함)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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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예술가
․
(artistes de spectacles): 오페라가수, 배우, 무용
수, 음악가, 가수, 지휘자, 관현악 편곡자 등
◦ 모델(mannequin)
◦ 재택근무자(travailleur a domicile) 등이 있음.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의 경우 VRP는 기업 외부에서 고객
을 방문하여 근로활동을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회사에 전
달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한다. 이에 대응가능한 우리나라의 직업군은
직무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보험모집인, 외판원, 퀵서비스 배달원
등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직무의 형식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습지
교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

라.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근로자성 인정기준이었던 인적종속성 기준에 고
용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통제기준(control test)을 중심으
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8)
① 통합성기준(integration test:노무제공자와 사용자조직 완전통합
여부)
② 경제적 실체기준(mutuality of obligation test:보수지불방식, 타인
을 고용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작업도구 제공여부, 자신의 업
무에 대한 투자, 세금납부방식 등)
③ 의무상호성기준(mutuality of obligation test:고용의 기간, 고용의
정규성, 근로거부의 권리, 해당사업분야의 관행 등)
④ 복합기준(multiple test:어느 하나에 의해 피용자 여부를 결정하
지 아니하고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노무제공자가 임금 기타의 보수를 대가로 사용자를 위해 어떤
8) 조용만,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한
국노동연구원,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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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동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노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사용
자라고 부르기에 적합할 정도로 상대방의 지배에 복종할 것을
합의하고

․기타의 계약조항이 고용계약과 모순되지 않을 것을 구체적 요소
로 하고 있음) 등을 준거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통상적인 근로자를 ‘피고용인(employee)’라 부르
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이보다 포괄적 개
념인 노무제공자(worker)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인적
종속관계 기준 외에 고용개념을 입법목적에 의거 확대하는 경우로, 그
대표적인 것이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 Consolidation Act)’과 1996년 고용권리법
(contract of employment)에서 피용자(employee) 이외에 노무제공자
(worker)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경우이다.
이는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관계가 엄밀한 의미에
서의 고용계약관계 즉,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한편,
계약의 상대방이 노무제공자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사업자라고
할 수 없는 그 신분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특수
형태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 영국의 특수형태근로자인 ‘노무제공자(worker)’의 정의 :
①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② 본인의 직업적 고객(a professional client)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여타의 계약 하에서 (통상적으로) 근로하거나 근로하려
고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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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LO 논의쟁점: 제91차('03. 6) 총회 논의쟁점을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와 관련 ILO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도급근로(contract work)라는 범주에 넣고 논의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ILO의 논의
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8년이 지난 이번 제91차 총회에
서까지 특히 사용자측의 반발이나 노사간의 입장차이와 각국정부의
입장차이로 아직 그와 관련된 어떤 ‘권고안’이나 ‘협약’이 채택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개최된 이번 ILO 제91차 총회에서는 논의 끝에
도급근로에 대한 ILO 차원의 ‘권고안’을 만들도록 결의하였다는 점에
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안 역시 향후 사무국의
작업과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최소한 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라야 2005년에 ILO의 관련 ‘권고안’
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ILO 차원에서의 도급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면 다음 두 가
지의 사항을 주목할 수 있다.
① 첫째는, 특수형태근로를 포함하는 도급근로의 이른바 삼각고용
관계(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에 있는 계약노동의 문제
가 이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질 정도로, 노동
시장내 고용관계형태의 다변화 경향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책마
련이 하나의 보편적 흐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② 둘째는, 그러나 계약노동의 문제는 각국간 노동시장 여건과 법
률적 해석이 다양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상반되며 각국마
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차별적이고 관련된 상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설정한다거나 구속력 있는 규약
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ILO에서의 논의과정과 그 핵심쟁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1995년 ILO의 이사회는 도급근로를 1997년 총회의 의제로 결정
(기준설정 의제)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ILO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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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근로에 대한 정의와 기준채택을 시도하였으나 1998년 각국간의 입
장의 차이와 무엇보다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기준채택에는 실패하였지
만, 1998년 총회에서는 동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
안에 따라 ILO사무국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39건에 이르는 국가
별 연구를 실행한데 이어, 2000년 5월에는 전문가 삼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1999년 부다페스트와 마닐라 등지에서 비공식 지역회의를 개
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 사무국은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에 대하여 “보
수를 대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정의하
고, 근로자보호의 정의에서는 “법령 및 단체협약 등이 근로자에게 부
여하는 의무 및 권리로서, 고용관계에 근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노동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시
하였다.

․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협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법 초안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위장된 관계(disguised relation)일 경우

․객관적으로 모호한 관계(ambiguous relation)일 경우
․법 준수 및 집행이 미흡할 경우

한편, 도급근로는 다음과 같은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의 특성
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사용자(employer)-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employee)-사용사업체
(user)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하여 위의 사항 중 특히 법 적용의 협소한 범

위나 위장된 관계와 객관적으로 모호한 관계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제시된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9)
9) 관련 ILO원문(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Conclusions concern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7 & 8, ILO Provisional
Record Ninety-first Session, Geneva, 2003)
7. Disguised employment occcurs when the employer treats a person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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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누구인가? 즉, 사용자와 사용사업체, 사용자와 중간업
체(intermediary) 구분의 필요성
② 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의 권리란?(그 범위와 한계)
③ 책임소재의 문제(사용자와 사용사업체가 서로 책임을 공유할
가능성)
동시에 각 회원국은 고용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도록 하는데 그 종류에는 ①법(안), ②법학 및 판례, ③공식
보고서, ④사회적 대화, ⑤행동규칙, ⑥국제노동협약 및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범위의 명확한 규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종속근로자’와 ‘독
립근로자’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결국 사무국 보고서의 핵심적인 사

an employee as other than an employee so as to hide his or her true
legal status. This can occur through the inappropriate use of civil or
commercial arrangements. It is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workers and
employers and an abuse that is inimical to decent work and should not be
tolerated. False self-employment, false subcontracting, the establishment of
pseudo-cooperatives, false provision of services and false company
restructuring are amongst the most frequent means that are used to
disguis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The effect of such practices can be
to deny labour protection to the worker to avoid costs that may includ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here is evidence that it is more
common in certain areas of economic activity but governments, employers
and workers should take active steps to guard against such practices
anywhere they occur.
8. An ambiguous employment relationship exists whenever work is performed
or services are provided under conditions that give rise to an actual and
genuine doubt about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work, even where there is no intent to disguise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work, even where there is no intent to
disguis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is respect, it is acknowledged
that in many areas the distinguish between employees and independent
workers has become blurred. One of the characteristertics of some new
forms of work is the autonomy or greater independence o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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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고용관계의 틀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이 노사정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은 어떤 것인가가 주안점이며, 보호대상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분명하고 범위가 부적절한 법
․모호한 고용관계
․위장 고용관계

․고용관계는 분명히 존재하나 누가 사용자이고,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이고, 누가 책임지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불투명

제3절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2002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제1차 노사정 합의로 그 시행여부가
확정된 사항이다. 이 합의에 근거해 정부(노동부)는 2003년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이제 그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05년 1월 1
일부터는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하였다. 즉,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도입
및 시행 일정까지 나와 있는 셈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개인별, 사업장별로 매우 다양
한 조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여건에서, 이 그룹에의 산재보험
적용은 우리나라 현 산재보험의 사업장단위별 관리시스템의 인별관리
시스템으로의 체계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의 과제는 노사정 합의에 명시된 ‘업무상 재
해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또는 ‘그 해당 업종을 분류해 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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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의 시행방법상 대두되는 문제점이다. 여기
에는 가입방식(강제/임의), 비용부담 주체와 비율, 평균소득산정 기준
및 요율결정 등의 문제가 있다 하겠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논의의 배경 및 현황과 관련, 먼저 국내

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
입장과, 정부정책담당자 그리고 중립
적인 공익전문가 각각의 의견과 진단 및 대책방안을 정리소개하였
․
다. 다음에, 주요 외국의 다양한 대책방안의 핵심을 분석소개하며
․

국내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관한 국내외 논의 과정과 외국의 대책방안의 비교검토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책방안과 관련, 외국의 공통된 논의의
추세와 경향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
한 정의와 법적 규정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의 적용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② 문제가 되
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규모나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그리
높지 않아 대책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통적인 현상은 ③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는 논란이 되어 온 노동법적 집단적 권리 인정문제에 앞서,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적 측면의 보호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는 그 법적용이 상대
적으로 협소하며 법원의 기존 판결은 제한적 법적용을 기준으로 내려
지는 경향이 있어, 실제 형식적 계약관계 외에 법리적 판단에 있어 그
경제적 종속 등 실질적 종속관계가 상당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노동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떠한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당사자의 주요한 민원사항이 되어 온 측
면이 있다. 이런 배경 속에 실제 법제도 및 대책방안 논의에 있어 산
재보험 적용과 비용부담에 대한 논란보다도 그 적용이 후속 법리논쟁
시 주요한 판단의 지표로 여겨지는 경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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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산재보상보험의 적용방안의 강구에 걸림돌이 되어 온 점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는 점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적 측면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실제 비용면에서 경제적 측면
및 사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
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에 대
한 국내외 논의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집단(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확정할 것인가(판단기준)와, 보호의 범위와 방식을 어떻게 확
정할 것인가가 나라의 예외 없이 다시 핵심쟁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사회보험 적용문제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에 의한 근
로자성 판단 내지 개념 정의와는 독립적으로 그 대상 직군에 대하여
각각의 사회보험법에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적용개념을 정의함으
로써 보험보호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에 주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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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레미콘 운송 종사자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
- 설문조사

1)

제1절 레미콘 운송업무의 역사 및 업무내용

1. 우리나라의 레미콘산업 및 레미콘지입차주제도
가. 한국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1965년 7월에 쌍용양회공업(주) 서빙고공장(당시 대한양회)을 시작
으로 국내 레미콘산업의 도입기가 시작되었으며, 1976년까지 전국에 7
개 공장을 신설하면서 레미콘산업을 독점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완전 내수형 업종인 레미콘산업은 레미콘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과 더불어 그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
어서는 건설업계에서 시멘트, 골재 등 원자재의 자가소비수단 및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성장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주로 시멘트 2차 가공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의 참여가 지방 중소도
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올림픽
관련공사,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등으로 건축경기가 상승됨에 따
1)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3년 6월～7월 간에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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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레미콘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5개
지역 신도시건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택건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의 확대로 1990년대 초반에는 레미콘파동이라는 기현상까지 나타났으
나, 정부의 건설경기 억제책으로 다소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는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공급능력의 증가
로 가동률 저하, 과당경쟁의 가속화 등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였다.
1997년 말 시작된 IMF관리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및 대형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수주물량이 감소되자 레미콘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져 레미콘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가 가중되었다2).

나. 레미콘지입차주제도의 도입
레미콘 운송기사는 원래 초기에는 건설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
나 레미콘 차량의 강제불하를 통해 이른바 ‘지입차주’의 형태로 특수
고용으로 전환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들 불하차량을 인수하거나 차
량을 지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고용 형태로 편입되었다.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레미콘을 도입하여 건설경기를 본격화하였고 이후 도로․

항만아파트수요의
․
급증으로 레미콘수요는 급증하였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건설경기 붐을 타고 레미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
나 레미콘업체들은 레미콘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관리비가 증가되
고 보험료 및 인건비가 상승하자 경비절감을 위해 1990년도부터 동양
시멘트, 쌍용양회 같은 대기업에서 먼저 일본의 쉐어(share)제의 모델
을 도입하여 차량 불하 및 도급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갔고, 레미콘
연합회의 적극적인 권장에 따라 1993년부터 일반 레미콘업체에도 이
같은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이로써 사업주들은 차량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시 주
택 200만호 건설 등 건설 부양책으로 레미콘 업체나 시설은 급증했으
2)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의 이해-레미콘의 발상 및 역사｣, 한국레미콘공업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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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가 완료되어감에 따라 레미콘 가동률은 현저히 떨어져 1995～
1996년경에는 평균 가동률 50% 정도에 머물게 돼 사업주들은 차량
불하를 보다 확대해 나갔다.
당시 레미콘기사들은 건설경기 붐을 탄 레미콘 수요의 증가로 인하
여 현장에서 말하는 소위 뽀지와 레미콘잔량 처리를 하면서 부수적인
수입이 있어 임금과 운반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말 IMF관리체제에 이은 경기침체로 레미콘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전에 누리던 잔량, 뽀지가 없어져 레미콘지입차주들의 처지는 건설
경기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3)4).

다. 전국 레미콘믹서트럭 현황
2001년도 말 현재 전국의 레미콘 생산업체수는 581개사, 그리고 생
산공장수는 735개소이고(<표 3-1> 참조), 이들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레미콘믹서트럭수는 18,477대이다. 생산업체는 서울경인지역의
․
101
개사(공장 154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강원이 71개사(공장 79개),
대전충남이
․
70개사(공장 91개)의 순이다.
<표 3-1> 전국레미콘업체 총괄 현황
(2001년 12월 31일)
구분
지역
서울 ․ 경인

업체수

공장수

기수

배처플랜트
레미콘생산능력
㎡/hr

레미콘믹서
트럭보유
대수
천㎡/년

시멘트
사이로
(Ton)

101

154

265

51,740

103,480

6,724

170,730

강

원

71

79

85

11,970

23,940

1,044

39,720

충

북

대전 ․ 충남

70

41

51

8,070

16,140

743

23,470

70

91

118

19,284

35,568

1,688

80,880

전

53

57

74

12,210

24,420

1,040

44,550

북

3) 전국건설운송노조 홈페이지 자료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양상과 대
응방향｣, 2002. 6, p.2.
4) 전국건설운송노조 홈페이지 자료실, ｢레미콘지입기사도 노동자입니까｣,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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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구분
지역
광주 ․ 전남
경
북
대
구
경
남
울
산
부
산
제
주
전 국 총계

업체수

공장수

기수

70
78
22
58
18
24
17
581

81
88
22
59
19
27
17
735

101
108
33
75
26
43
12
1,000

레미콘믹서
배처플랜트
트럭보유
레미콘생산능력
대수
천㎡/년
㎡/hr
16,860
33,720
2,004
16,570
33,140
1,390
5,930
11,860
656
12,420
24,840
1,423
4,260
8,520
391
7,550
15,100
1,026
3,450
6,900
348
170,314 340,628
18,477

시멘트
사이로
(Ton)
59,675
76,980
27,200
48,550
15,340
47,400
12,039
646,534

주 :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연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임.
자료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통계연보 , 2002.

2. 레미콘 운송업무5)
레미콘 운송업무는 레미콘 운송종사자가 레미콘 공장으로 출근 후,
출발 준비과정을 거쳐 세차, 운반, 타설, 복귀가 1회전이 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6).
5) 본 연구에서 연구진은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일반적인 업무내용이 유사할 것이라
고 보았기 때문에 제2절에서 제시한 레미콘 운송종사자 업무내용의 경우, 전국건
설운송노조에서 작성한 문건을 참고하여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연합
회 회원사 5개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하였다. 한편, 레미콘 공장마다 레미콘
운송종사자 업무들 중 일부 업무부분에서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자세한 업무내
용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절에서는 레미콘 운송업무의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레미콘 공장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언급하였다.
6) 건설운송노조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1회전당 차량(1.5m 높이 운전석) 승하차 횟수: 최소 8회 이상, 하루 평균 32회
이상
1회전당 세척 횟수(3.5m 높이 레미콘 투입구, 70∼80kg의 슈트 이동): 최소 2회,
하루 평균 8회 이상
1회전당 슈트(70∼80kg) 이동 : 최소 1회, 하루 평균 4회 이상
1회전당 운전시간 : 편도 평균 90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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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출하실 관리자가 회사 자동응답전화기에 출근시간을 입력
∙레미콘기사 각자가 전화를 걸어 확인 후 출근 (차량지정 번호에 의해서 미리 조별로
순번이 정하여져 있어 개인별 출근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발 준비 과정
∙주차장에서 차량을 점검한 후 차량을 B/P(bacher plant: 레미콘 생산시설) 부근으로 이
동시켜 대기

세

차

∙레미콘차량을 B/P에 진입시키고 차량 세척용 물을 받음
∙B/P에서 차량에 레미콘을 받고 차량에서 내려 레미콘 투입구(일명 호빠) 세척
1
운

반

∙거래명세표(송장)를 받고 납품현장과 레미콘 수량 확인
∙운행일보에 출발시간, 장소, 수량을 기록한 뒤 차량 운행
회

타

설

∙납품현장에 도착하면 타설장비(주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있는 장소로 후진 운행하여
타설장비에 근접
∙차량을 후진운행 후 차에서 내려 차량후미의 슈트(레미콘 배출구)를 조정(약 70∼80kg
무게이동)
∙타설 장비에 후진으로 차량을 밀착한 후 하차하여 타설 레바(레미콘 차량 뒷부분에
있음)를 작동시켜 레미콘을 타설

복

귀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에 있는 세륜장으로 이동하여 하차
∙호빠(레미콘 투입구)와 슈트(레미콘 배출구)부분 세척작업(약 3.5m 오르내림. 약 70∼
80kg 무게이동)을 하고 탑승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이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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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레미콘 운송 직종의 특성상 전체응답자 252명 모두 남자로
조사되었다(<표 3-2> 참조). 본 연구의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46.2세이며,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54.4%(13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50대가 24.2%(61명)의 순이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65.1%(16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학교 이하 졸업자 31.0%(78명)
의 순이다. 결혼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92.5%(233명)가 기혼, 4.0%(10
명)가 미혼이다.
<표 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252)
문

항

성 별
연 령

교육정도

구

분

남자

252 (100.0)

여자

0 -

29세 이하

1 ( 0.4)

30세 이상 ～ 39세 이하

40 (19.5)

40세 이상 ～ 49세 이하

137 (54.4)

50세 이상 ～ 59세 이하

61 (24.2)

60세 이상

13 ( 5.2)

평균

만 46.2세

중학교 이하 졸업

78 (31.0)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이상 졸업
결혼여부

빈 도(%)

164 (65.1)
10 ( 4.0)

미혼

10 ( 4.0)

기혼

233 (92.5)

이혼

9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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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경력7)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현 직장 근무경력은 전체
응답자(252명)의 평균이 5년 3개월로 조사되었다(<표 3-3> 참조). 2
년 이상 5년 미만이 29.4%(74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5년 이상 10
년 미만이 27.0%(68명), 2년 미만이 26.6%(6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252명)의 레미콘 운송종사자 총 경력은 평균 8년 10개월로,
비교적 장기간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9.4%(74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 27.4%(69명)이며, 15년 이상 종사자도 15.5%(39명)로 조사되었다.
<표 3-3> 레미콘 운송 경력
(n=252)
문 항

구 분

2년 미만
2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레미콘 운송 총 경력 2년 미만
2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운수관련 직종 총 경력 2년 미만
2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현 직장 근무경력

빈도(%)
67
74
68
36
7
26
44
74
69
39
6
19
32
102
68
25

평 균

(26.6) 5년 3개월
(29.4)
(27.0)
(14.3)
( 2.8)
(10.3) 8년 10개월
(17.5)
(29.4)
(27.4)
(15.5)
( 2.4)
16년
( 7.5)
(12.7)
(40.5)
(27.0)
( 9.9)

7)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사고나 작업으로 인한 질병 실태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서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
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근무경력은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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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운수관련 직종의 총 경력은 평균 16년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0.5%(10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27.0%(68명) 순으로 나타나 레미콘 운송 이전에도 운수관련 직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직하여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1.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레미콘 운송업무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성수기 동안의 응답자(252명)의 근무시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일
주일에 레미콘회사에 출근하는 횟수는 평균 6.0일로, 98.8%(249명)가
주 6회 레미콘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4>
참조).
출퇴근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96.4%(243명)가 회사가 일방적으
로 결정한 대로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응답자(252명) 평균 14시간 46분으로,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이 63.1%(159명)로 가장 많으며, 16시간 이상이
33.3%(84명)로 조사되었다. 차량 회전수 평균 4.86회, 1회전당 평균 소
요시간은 1시간 52분으로 조사되었다. 1일 차량 회전수와 1회전당 소
요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근무시간
은 약 9시간 4분 정도가 된다. 평균 근무시간(14시간 46분)과 약 5시
간 42분 차이가 나는데, 이는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은 소득으로 연관되
는 업무 이외의 차량 청소나 차량 정비, 그리고 대기시간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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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성수기 근무시간 관련 사항
문

항

구

분

일주일 영업소 출근 횟수 5회
(n=252)

6회

출퇴근시간 규칙성 여부

출근시간만

(n=252)

출퇴근시간
․
모두

별도의 출퇴근
․
시간은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빈도(%)
3 ( 1.2)

평균
5.99일

249 (98.8)
3 ( 1.2)
3 ( 1.2)
3 ( 1.2)
243 (96.4)

하루 평균 근무시간

8시간 미만

5 ( 2.0) 14시간 46분

(n=252)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4 ( 1.6)

12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159 (63.1)
16시간 이상

84 (33.3)

한 달 동안 미귀가 여부

없음

153 (60.7)

(n=252)

있음

99 (39.3)

한 달 동안 미귀가 횟수

1 ～ 2회

44 (17.5)

(n=99)

3 ～ 4회

43 (17.1)

5회 이상

12 ( 4.8)

1.68일

업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여부에 대한 질문에 39.3%(99
명)의 응답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업
무상 귀가하지 못하는 응답자(99명)의 한 달 평균 미귀가 횟수는 1.7
일로 조사되었다.
비수기 동안의 응답자의 근무시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레미콘회사에 출근하는 횟수는 평균 6.0일로 전체 응답자(252명)의
97.2%(245명)가 주 6회 영업소에 출근한다고 응답하여 성수기와 다름
없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 6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참조).
출퇴근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96.4%(243명)가 성수기와 다름없
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로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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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수기 동안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응답자(252명) 평균 11시간 48
분으로,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이 54.4%(137명)로 가장 많으며, 다
음은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 39.3%(99명)로 조사되었다. 차량 회전
수 1일 평균 2.38회, 1회전당 평균 소요시간 2시간 9분으로 조사되었
다. 1일 회전수와 1회전당 소요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근무시간은 약 5시간 7분 정도가 된다. 평균 근무
시간(11시간 48분)과 약 6시간 41분 차이가 난다. 근무시간과 차량 회
<표 3-5> 비수기 근무시간 관련 사항
문

항

구

분

일주일 영업소 출근 횟수 5회 이하
(n=252)

6회

출퇴근시간 규칙성 여부

출근시간만

(n=252)

출퇴근시간
․
모두

별도의 출퇴근
․
시간은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에
근무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루 평균 근무시간

8시간 미만

(n=252)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빈도(%)
7 ( 2.8)

평균
5.95일

245 (97.2)
2 ( 1.6)
4 ( 0.8)
3 ( 1.2)

243 (96.4)
2 ( 0.8) 11시간 48분
99 (39.3)
137 (54.4)
14 ( 5.6)

한 달 동안 미귀가 여부

없음

187 (74.2)

(n=252)

있음

65 (25.8)

한 달 동안 미귀가 횟수

1 ～ 2회

34 (13.5)

(n=65)

3 ～ 4회

25 ( 9.9)

5회 이상

6 ( 2.4)

1.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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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따른 소요시간의 차이는 성수기 때보다도 약 59분 더 길고, 오히
려 연관되는 주 업무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다. 소요되는 시간의 내
용은 성수기와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연관되는 업무 이외의 차량 청소
나 차량 정비, 그리고 대기시간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비수기 동안 업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여부에 대한 질문
에 74.2%(187명)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25.8%(65명)의 응답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업무상 귀가하지 못하는
응답자(65명)의 한 달 평균 미귀가 횟수는 1.6일로 성수기(1.7일)와 마
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252
명)의 67.9%(171명)가 불만족하는 편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
였다(<표 3-6> 참조). 평균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08로 불
만족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가지 항목
중에 2점 이상을 넘는 항목이 하나도 없으며, 레미콘 운송에 관한 일

의 내용으로 만족도가 1.9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임금소득에
․
관련된
만족도 1.73, 업무시간 만족도 1.62, 작업조건(안전성을 포함한 작업환
경) 만족도 1.64, 복리후생에 관한 만족도는 1.4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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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현재 일자리 만족도
(n=252)
문

항

구

분

빈 도(%)

평 균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67
104
75
6

(26.6)
(41.3)
(29.8)
( 2.4)

2.08

임금소득
․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95
132
24
1

(37.7)
(52.4)
( 9.5)
( 0.4)

1.73

업무시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118
113
20
1

(46.8)
(44.8)
( 7.9)
( 0.4)

1.62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87
107
50
7
1

(34.5)
(42.5)
(19.8)
( 2.8)
( 0.4)

1.92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작업조건(안전성포함) 만족도
보통
만족하는 편

123
101
25
3

(48.8)
(40.1)
( 9.9)
( 1.2)

1.64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160
78
13
1

(63.5)
(31.0)
( 5.2)
( 0.4)

1.43

일의내용 만족도
(레미콘투입, 운반, 타설,
차량청소 등)

복리후생 만족도

주 :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매우만족 5점, 만족하는 편 4점, 보통 3점, 불만족하는 편2점, 매우 불만족 1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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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1. 사고성 재해 위험
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인지 정도
레미콘 운송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는
전체 응답자(252명) 중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50.8%, 위험한
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41.7%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2.5%가 업
무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
는 1.2%였고,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

60%

50.8%
41.7%

50%
40%
30%
20%

6.3%

10%
0%

매우 위험

주 : n = 252명

위험한 편

보통

1.2%

0%

안전한 편

매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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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 사고 종류, 부위, 원인, 처리방법
1) 사고경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질병을 제외한 사고(상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
한 질문에 응답자의 70.6%가 사고(상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3-7> 참조)8).
<표 3-7>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설문 문항
업무 수행 중
사고 경험
전

빈 도(%)
있 다

178(70.6)

없 다

74(29.4)

체

252(100)

8)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실태조사 자료(2003)에
의하면, 현 직장에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 산업재해를 당한 경
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780명)의 19.6%(153명)가 산재를 당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직종은 조선업으로 31.6%(98명 중
31명)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년으로 나타나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인 5.3년에 비해 근속연수가 짧아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과소평가되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레미
콘 운송종사자의 경우 조선 업종의 산재 경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레미
콘 운송업무가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에서 업무 중 산재 경험 업종별 비교>

업종 구분
기계 금속
자동차 완성
자동차 부품
조선
철강/기타
전 체

있 다
16(20.3)
79(17.7)
20(16.4)
31(31.6)
7(20.0)
153(19.6)

없 다
63(79.7)
367(82.3)
102(83.6)
67(68.4)
28(80.0)
627(80.4)

자료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센터,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
직화를 위한 실태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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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178명) 지금까지 레미콘 운송업무
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횟수는 1회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사고발생 횟수는 2.1(±1.4)회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전체 설문 응답자 252명의 총 레미콘 운송 근무연수를 가산하여 사
고발생을 계산한 결과 총 2,232인년 동안 366회의 사고가 발생하여 1
인년에 0.164회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1년 기간 동안 근
무하는 경우 사고발생 위험(재해율)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9).
<표 3-8> 레미콘 운송업무 중 경험한 사고 횟수
사고
횟수
빈도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8회

10회

합계

84
34
48
(47.2) (19.1) (27.0)

2
(1.1)

6
(3.4)

1
(0.6)

2
(1.1)

1
(0.6)

178
(100)

2) 사고종류 및 부상부위
레미콘 운송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종류를 발생순서별로 3회까지
응답하게 하여 분포를 보았다. 사고의 종류는 타박상/염좌 61.6%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 28.1%, 열상/찰과상 4.3%, 뇌진탕 3.4%, 절단
1.4%, 화상/동상 1.1% 순으로 나타났다(<표 3-9>, [그림 3-2] 참조).
사고 부위는 손/손가락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리 16.1%,
팔, 12.2%, 발/발가락 11.1%, 머리/얼굴 10.1% 순으로 나타났다(<표
3-10>, [그림 3-3] 참조 ).
사고 종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난 타박상과 골절로
응답한 경우만 따로 분석하였다. 타박상(염좌 포함)으로 응답한 경우
만 보았을 때 사고 신체 부위는 손/손가락 23.6%, 다리 19.8%, 팔
11.3%, 발/발가락 10.6%로 나타나 사고 종류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와 차이가 없었다(<표 3-10> 참조). 사고 종류를 골절로 응답한 경우
만 보았을 때 신체 부위는 손/손가락 27.8%, 발/발가락 14.6%, 팔

9) 재해율 ＝ (설문응답자의 총 레미콘운송근무기간중 사고발생횟수) ÷ (설문응답자
의 총 레미콘 근무연수 : 인년
․ )×100 ＝ (366회)÷(2,232인년
․ )×100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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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다리 10.4%로 나타나 사고종류를 전체와 타박상으로 보았을
때와 같이 제1순위는 손/손가락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2순위로 팔과
발/발가락으로 나타나 사지 말단 부위에서 골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노동부의 2001년 산업재해분석 보고서10)에 의하면 사고 부위는
손/손가락 부위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머리/얼굴이 2순위로 나타
났고 그 외 부위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경우 제1순위는 손/손가락 부위로 나타나 차이가 없었으나 다리 및
발/발가락, 팔 등의 손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레미콘 운송업무 중 경험한 사고의 종류(중복 응답)
(단위 : 명)
사고
종류

타박상/
염좌

열상/
찰과상

뇌진탕

절단

빈도(%) 218(61.6) 99(28.1) 15(4.3)

12(3.4)

5(1.4)

골절

화상/
동상

합계

4(1.1) 353(100)

[그림 3-2] 업무 중 사고(상해)의 종류(n=353건, 중복응답)
70%

61.6%

60%
50%
28.1%

40%
30%
20%

4.3%

10%
0%

타박상/염좌

골절

열상/찰과상

3.4%
뇌진탕

1.4%
절단

1.1%
화상/동상

10)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909,461개소에서 발생한 2,323명의
재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타계식에 의해 조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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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 부위(중복 응답)
(단위 : 명, %)
머리/
얼굴

부위

목

어깨

팔

손/
발/
몸통 허리 다리
합계
손가락
발가락

전체
47
15
37
57
123
34
27
75
52
467
(레미콘) (10.1) (3.2) (7.9) (12.2) (26.3) (7.3) (5.8) (16.1) (11.1) (100)
타박상
27
8
27
33
69
26
14
58
31
293
(레미콘) (9.2) (2.7) (9.2) (11.3) (23.6) (8.9) (4.8) (19.8) (10.6) (100)
골절
11
7
8
21
40
8
13
15
21
144
(레미콘) (7.6) (4.9) (5.6) (14.6) (27.8) (5.6) (9.0) (10.4) (14.6) (100)
1)

노동부

420
21
16
68
801 111 159 143
91 2067
(20.3) (1.0) (0.8) (3.3) (38.8) (5.4) (7.7) (6.9) (4.4) (100)

주 : 1) 노동부, 2001년 산업재해분석 , 2002.

[그림 3-3] 업무 중 사고(상해)시 사고 부위(n=467건, 중복응답)
30%

26.3%

25%

20%
16.1%
12.2%

15%

11.1%

10.1%
7.9%

10%

5.8%

3.2%

발

다리

허리

몸통

손

발가락

손가락

얼굴

/

팔

어깨

목

머리

/

5%

0%

7.3%

/

3) 사고원인
사고 원인으로는 차량 청소시 추락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타설시 끼임(차량 드럼통 안의 날개에 베임 포함) 15.7%, 건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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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안전관리자 부재로 레미콘 차량 후진 중 사고 9.7%,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레미콘 차량 추락(예, 폐수장, 농업용 수로 등) 5.1%, 졸
음,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4.8%, 정비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4.1%, 건
설현장의 지반붕괴로 인한 레미콘 차량 추락 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그림 3-4] 참조 ).
사고종류를 타박상(염좌 포함)으로 응답한 경우만 보았을 때 사고
원인으로는 차량 청소시 추락 59.5%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자 부
재 후진 중 사고 12.7%, 타설시 끼임 11.2% 순이었다. 사고종류를 골
절로 응답한 경우만 보았을 때 차량 청소시 추락 54.6%, 타설시 끼임
18.2%로 나타나 전체로 분석하거나 타박상 및 골절로만 분석한 경우
모두 차량 청소시 추락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설시 끼임, 안전관리자 부재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없었다(<표 3-11>,
[그림 3-4] 참조).
사고 원인으로 추정할 때, 차량 청소시 추락의 경우 전신 부위, 특
히 상하지 부위의 손상이 나타나며, 제2순위인 타설시 끼임(베임)의
경우 주로 손/손가락 부위에 손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고 부위에서
제1순위로 손/손가락 부위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1>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의 원인(중복 응답)
(단위 : 명, %)
사고
원인

차량 타설시 안전
청소시 끼임 관리자
추락
(베임)
부재

안전
시설
미비

교통사고 교통사고
(졸음,
(정비
과로)
미비)

전체

188
(56.8)

52
(15.7)

32
(9.7)

17
(5.1)

16
(4.8)

타박상

122
(59.5)

23
(11.2)

26
(12.7)

8
(3.9)

골절

54
(54.6)

18
(18.2)

7
(7.1)

7
(7.1)

지반
붕괴

전체

19
(4.1)

12
(3.6)

331
(100)

8
(3.9)

9
(4.4)

9
(4.4)

205
(100)

6
(6.1)

4
(4.0)

3
(3.0)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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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작업 중 사고의 원인(n=331건, 중복응답)
정비미비
교통사고
4.1%

교통사고졸음, 과로
4.8%
안전관리자 부재
9.7%

차량청소시
추락
56.8%

타설시 끼임
(베임)
15.7%
지반 붕괴
3.6%
안전시설 미비
5.1%

4) 사고후 처리방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은 자비 부담이 90.3%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은 자동차보험 3.2%, 건강보험 2.9%, 민간 상해보험 1.8%, 회
사 부담 및 사고 낸 고객 부담 각각 0.9%로 나타났다(<표 3-12>참
조). 이러한 결과는 재해건수의 90.3%가 치료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기간 중
에 레미콘 운송업무를 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경제
적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레미콘 운송업무 관련 재해는 차량정지 중 재해(차량 청소시 추락,
레미콘 타설시 끼임 등)뿐만 아니라 차량 운송 중에도 재해가 발생함
(예; 교통사고)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한
다. 레미콘 운송종사자(252명)가 업무 중 타인(대물 포함)을 상해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65.5%(165명)였으며, 사고발생레미콘 운전자 1
인당 평균 1.72회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때 사고 처리방법 역시 개
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98%로 조사되었다(<표 3-13> 참조).
개인적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은 자동차보험 76%, 합의금 지급
1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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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사고를 경험한 경우 처리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

사고 후

자비

자동차

건강

상해

회사

사고낸

처리 방법

부담

보험

보험

보험

부담

고객 부담

빈도

307

11

10

6

3

3

340

(%)

(90.3)

(3.2)

(2.9)

(1.8)

(0.9)

(0.9)

(100)

전체

<표 3-13> 타인에게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 사고처리 방법
타인에게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

있다

165(65.5)

사고처리 방법

빈도(%)-중복응답

개인적으로 처리

276(97.5)

고객 회사 처리

6(2.1)

회사에서 처리

1(0.4)

없다

87(34.5)

-

-

전체

252(100)

-

283(100)

다. 재해위험 평가 및 재해예방 방안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재해위험을 보면 응답자의 51%
가 본인의 업무가 매우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그림 3-1] 참조),
응답자의 70.6%가 업무 중에 재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표
3-7> 참조) 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업종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해
후에 사고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90.3%로 나타났으며, 치료기간 중에 무급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재해
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상해나 또는
대물 사고를 일으킨 경험자도 65.5%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이
러한 경우 사고처리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97.5%로 나타났으
며, 개인 처리시에 자동차보험 처리가 76%, 합의금 지급이 17%로 조
사되었고, 자동차보험 처리의 경우라도 역시 개인이 보험료를 내게 되
어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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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운송업무 중 경험하는 사고는 타박상/염좌 61.6%로 가장 많
았으며, 최소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도 28.1%로 나타났다
([그림 3-2] 참조).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차량 청소시 추락, 타설시
끼임(베임), 후진시 안전관리자 부재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순으로 나타나 우선 순위에 따라 이에 대한 사고 예방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해 예방대책(예를 들어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레미콘차량 층계 난간 구조개선 등)은 재해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육체적 부담 정도 및 업무 관련 질병 경험
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응답자(252명)의 56%가 매우 힘들
다고 하였으며, 약간 힘들다 3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1%가 육
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n=252명)
무응답
1%
견딜만 하다
8%

약간 힘들다
35%

매우 힘들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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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병원 진료여부와 관련 없이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는 경우는 응답자(252명) 중 62.3%(157명)이었다. 건강상의 문제
를 순위별로 선택하게 하여 알아보았을 때 제1순위 건강문제는 위장
질환 28.6%, 요통 및 허리 디스크 17.8%, 무릎/발목 질환 14.6% 순이
었다. 제2순위 문제는 요통/허리 디스크,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위
장질환, 무릎/발목 질환 순이었다. 제3순위 문제는 무릎/발목 질환, 호
흡기 질환,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위장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3순위)를 가중치 없이 빈도순으로 보았을 때 위장 질환 26.6%, 요
통 및 허리 디스크 18.2%, 무릎 및 발목 관절 질환 18.2%, 상지 근육
및 관절질환 15.1%, 호흡기 질환 11.3% 순으로 나타났다(<표 3-14>,
[그림 3-6] 참조).
이러한 건강문제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설
문에 응답자(157명)의 65.0%가 업무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
다([그림 3-7] 참조).
<표 3-14>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단위 : 명, %)
건강상의 문제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전체

위장질환

72 (28.6)

25 (17.9)

14 (11.2)

111 (26.6)

요통 및 허리 디스크

28 (17.8)

36 (25.7)

12 ( 9.6)

76 (18.2)

무릎/발목 질환

23 (14.6)

16 (11.4)

37 (29.6)

76 (18.2)

상지 근육/관절 질환

12 ( 7.6)

32 (22.9)

19 (15.2)

63 (15.1)

7 ( 4.5)

12 ( 8.6)

28 (22.4)

47 (11.3)

11 ( 7.0)

10 ( 7.1)

11 ( 8.8)

32 ( 7.7)

간장질환

3 ( 1.9)

1 ( 0.8)

1 ( 0.8)

5 ( 1.2)

기타

1 ( 0.6)

3 ( 2.1)

3 ( 2.4)

7 ( 1.7)

157 (100)

140 (100)

125 (100)

417 (100)

호흡기 질환(후두염 등)
고혈압/당뇨/심질환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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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업무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n=417건, 중복응답)

고 혈 압 /당 뇨 /
심질환
7.7%

간장질환
1.2%

기타
1.7%
위장질환
26.6%

호흡기 질환
11.3%

상지 근육/
관절 질환
15.1%

요통/
허리디스크
18.2%
무 릎 /발 목 질 환
18.2%

제1순위 건강문제 중 상위 3개 질환에 대해 근무연수별 분포를 알
아보았다. 위장 질환의 경우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져 5～9년
근무자 36%, 10～14년 근무자 38%로 그 분포가 증가하였다가 15년
이상 근무시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다([그림 3-8] 참조). 요통/허리 디
스크는 5～9년 근무자에서 39%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근무연수가 증
가할수록 질환자 분포가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다. 무릎/발목 질환은 5
년 미만 근무자에서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모양을 보인다. 위장 질환의 경우 어느 정도 업
[그림 3-7]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이 인지하는 업무 관련성의 정도(n=157명)
별로 연관이
없다
1 .9 %

모르겠다
8 .9 %

약간 연관이
있다
2 3 .6 %

매우 연관이
깊다
6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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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제1순위 건강문제 중 상위 3개질환의 근무연수별 분포

40%

38%

39%

36%
30%

35%
29%
30%

26%

25%

5년미만
5~9년
10~14년
15년이상

20%
15%
10%
5%
0%

위장질환

요통/허리디스크

무릎/발목질환

무 경력이 있는 5년～14년 근무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업무와의 관
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통/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나이가 증가하거나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를 보이게 되나, 레미콘 운송 종사자는 오히려 5～9년 종사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업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무릎/발목 질환
은 오히려 근무연수가 낮은 경우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 진료 경험
과거 질병 및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응
답자(252명) 중 19.8%(50명)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대한 물음에 차를 운행 정지시킨다는 응답이 90.0%(45명),
대리 운전을 시키는 경우 8.0%(4명), 자발적으로 사직 2.0%(1명)로 나
타났다(<표 3-15> 참조). 현재 레미콘 차량이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정지시키는 경우 경제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제까지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에 진료받은 경우는 104명(41.3%)이
었다. 진료받은 병명은 골절 21%, 요통 및 허리 디스크 19%, 위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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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타박상 14%, 무릎/발목 질환 9%로 나타났다([그림 3-9]).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평균 진료비는 80.6(±144.8)만 원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느끼는 건강장해로 위장질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진료병명으로 골절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로, 위장질환의 경우 증상
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재해 경험 조사시 타박상/염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차
이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염좌/타박상의 경우 요통/허리 디스크, 무릎/
발목, 상지 등 다른 신체 부위 질환에 각기 포함되어 나타났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표 3-15> 질병 및 사고로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1개월 이상 출근 못하는 경우

있다

50(19.8)

그 기간 업무처리

빈 도(%)

차 운행 정지

45(90.0)

대리 운전

4( 8.0)

자발적 사직

1( 2.0)

없다

202(80.2)

-

-

전체

252(100)

-

50(100)

[그림 3-9]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받은 병명 순위(n=120건, 중복응답)
절단
5%

호흡기 질환
3%

기타
10%

골절
21%

상지 근육/
관절 질환
4%

위장질환
15%

무릎/
발목 질환
9%
타박상
14%

요통/
허리 디스크
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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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37명(14.7%)이었
으며, 이 중 입원 병명은 골절 11명(29.7%), 절단/베임 8명(21.6%), 위
장 질환 4명(10.8%), 호흡기 질환 3명(8.1%), 타박상 3명(8.1%), 요통/
허리 디스크 2명(5.4%), 기타(무릎/발목 질환 1명, 치질 3명, 목디스크
1명, 뇌진탕 1명) 6명(16.2%)이었다.
평균 입원기간은 22.8(±18.6)일, 총 일을 쉰 기간은 33.8(±22.6)일이
었다. 자비로 낸 총 진료비는 200.9(±262.4)만 원이었다.

제5절 증상 조사를 통한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건강 위험 평가

1. 근골격계질환 위험
레미콘 운행업무를 하기 이전 다른 직종에 종사 중에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47명(18.7%)이었으며, 그 당시 치료받은 부위가
현재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는 30명(11.9%)으로 조사되어 이들의 신체
부위 통증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 각 부위의 통증, 불편감을
경험한 경우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 각 부위에 통증, 불편감(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경험 한
경우는 허리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어깨 46.2%, 무릎
40.7%, 목 39.0%, 발목/발 32.7% 순으로 나타났다(<표 3-16> 참조).
이러한 증상이 지난 1주일에도 발생한 경우는 발목/발이 8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다른 신체 부위도 70%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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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16> 참조).
통증의 정도가 중간 통증(업무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
하면 괜찮다) 및 심한 통증 이상(업무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통증 때문에 업무는 물론 일상 생활을 하기
가 어렵다)을 호소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을 때, 중간 통증의 경우 허리,
어깨, 무릎, 목 발목/발 순으로 나타났고, 심한 통증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어깨, 허리, 목, 무릎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10] 참조).
<표 3-16> 신체 각 부위의 통증 경험
변

수

응답자수

지난 1년 동안

지난 1주일에도
통증 발생
56(73.7)

1)

손목 / 손가락

247

통증 경험
76(29.4)

팔 / 팔꿈치

248

63(25.4)

54(85.7)

어깨

247

114(46.2)

97(85.1)

목

251

98(39.0)

81(82.7)

허리

242

118(48.8)

93(78.8)

무릎

246

100(40.7)

81(81.0)

발목 / 발

248

81(32.7)

71(87.7)

주 : 1) 지난 1년 동안 통증을 경험한 응답자 중 지난 1주일 동안 통증 발생한 경우.

[그림 3-10] 중간 통증 및 심한 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
20%

19%

20%

17%

18%
14%

16%
14%
12%
10%

10%

9%

8%

8%

7%

8%
6%
4%

7%

5% 5%

5%

2%

2%
0%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중간 통증

허리

심한 통증

무릎

발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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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목, 어깨, 팔/팔꿈치, 손목 및 손, 허리, 무릎 등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어느 하나에서 나타나는 ‘아프거나, 쑤시거나, 결리거나, 화끈거
리거나, 저린다’ 등의 증상에 대한 발생 빈도(질병의 frequency : 적어
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지의 기준), 발생 기간(질병의
duration : 한 번 아프면 1주일 이상 지속되는지의 기준), 통증의 강도
(질병의 severity : 작업이 없는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하여 7가지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자
각증상이 있는지 <표 3-17>과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었다.
증상 유병의 기준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근골격계
장애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준(기준 1)인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상지(목, 어깨, 팔꿈
치 및 손목) 부위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통증, 쑤심, 저림)이 있는 경
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부위별 증상 호소율은 어깨 41.7%, 허리
41.3%, 무릎 37.0%, 목 34.3%, 발목/발 29.4% 순이었으며, 한 부위 이
상으로 보았을 때 64.7%가 증상을 경험하였다(<표 3-18> 참조). 어깨
와 허리 부위의 증상호소가 많은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대형 레미콘
차량 운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전시 목과 어깨 부위에
근육 긴장이 유발될 수 있으며, 차량의 전신 진동은 요추에 부담을 증
가시켜 요통 및 허리 디스크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심한 통증 이상 호소율
(기준 2)을 적용하였을 때 허리 5.8%, 어깨 5.3%, 무릎 4.5%, 목 3.6%,
팔/팔꿈치 3.2% 순으로 나타나 증상 기준 1과 유사한 순위로 나타났
으며, 전체 한 부위 이상 호소율은 15.1%였다(<표 3-17> 참조).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에 의
한 한 부위 이상 자각증상 호소율 64.7%(<표 3-18> 참조)는 전화번
호 안내원의 50.4%(정해관 등, 1997)보다 증상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
으며, 포장부서 근무자 66.7%(이원진 등, 1992), 상선 근무자 68.5%(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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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기준
구 분

자각증상 호소자의 양성자 기준
(근골격계질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기준)

기준 1
(NIOSH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한 달에

기준)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작업중 통증이

기준 2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을 호소하는 경우

재호 등, 1998)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화번호 안내원과 포장부서 근
무자는 근골격계질환 위험 업종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과 비교할 때,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이들 위험업종과는 대상자와 진단 및 판정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각증상만을 단독으
로 사용한 경우 의학적 검사를 추가로 진단기준으로 사용한 연구에
비하여 유병률이 2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실제 의학적 진료
를 통해 유병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8> 자각증상에 의한 건강장해 평가 결과
신체부위

응답자

손목/손가락

247

양성자기준 1
(NIOSH기준)
66 (26.7)

팔/팔꿈치

248

56 (23.8)

8 ( 3.2)

어깨

247

103 (41.7)

13 ( 5.3)

양성자기준 2
1 ( 0.4)

목

251

86 (34.3)

9 ( 3.6)

허리

242

100 (41.3)

14 ( 5.8)

무릎

246

91 (37.0)

11 ( 4.5)

발목/발

248

73 (29.4)

6 ( 2.4)

한부위 이상

252

163 (64.7)

3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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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장 증상
현재 명치 통증, 포만감,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 불규칙한 배변 습
관, 속 쓰림 등의 위장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응답자의 66.7%였으며,
증상의 정도는 매우 심한 통증 1.8%, 심한 통증이 14.9%, 중간 통증
39.3%, 약한 통증 44.0%로 나타나 반수 이상이 중간 통증 이상을 호
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9> 참조).
느끼는 위장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인지 정도를 물었을 때,
응답자(168명)의 65%가 업무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11] 참조).
<표 3-19> 현재 위장 증상의 유무 및 증상의 정도
현재 위장 증상이 있는 경우

예

위장 증상의 정도

168(66.7)

빈도(%)

약한 통증

74(44.0)

중간 통증

66(39.3)

심한 통증

25(14.9)

매우 심한 통증

3( 1.8)

아니오

90(43.7)

-

-

전 체

206(100)

-

168(100)

[그림 3-11]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정도(n=168명)
전 혀
별 로

약 간

연 관
1%

없 다

연 관
0%

없 다
모 르 겠 다
4%

연 관 있 다
30%

매 우

연 관 깊 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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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식사의 형태는 불규칙하고 자주 거르는 경우가 14%, 불규
칙하고 가끔 거르는 경우가 33%, 불규칙하지만 거르지는 않는다 51%
로 나타나 대부분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
참조). 평균 식사시간은 10.6분으로 조사되었다.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식사 형태가 불
규칙하고 거르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장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
타나, 업무 중 식사형태가 위장 증상을 발생시킴을 알 수 있었다(<표
3-20> 참조). 위장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12] 업무 중 식사의 형태
불규칙/
자주 거름
14%

일정시간/
규칙적 식사
2%

불규칙/
거르지 않음
51%

불규칙/
가끔 거름
33%

<표 3-20>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의 분포
위장 증상 정도

업무 중
식사
형태

불규칙,
거르지 않음
불규칙,
가끔 거름
불규칙,
자주 거름
계
2

통증 없음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이상

계

69(53.5)

30(23.3)

30(23.3)

129(100)

11(13.1)

30(35.7)

43(51.2)

84(100)

3( 8.8)

12(35.3)

19(55.9)

34(100)

83(33.6)

72(29.1)

92(37.2)

247(100)

주 : p < 0.001 by x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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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증상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는 외국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
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 우리나라에서 김광일 등(1984), 김재환 등
(1984)에 의해 한국판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져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
족할 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이 정신진단검사는 전문적인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일차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
며, 검사의 실시, 채점을 비전문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
된다는 이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는 90개의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져 다

양한 영역의 정신심리상태를
․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 조사
에서는 신체화 증상(자율신경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신체 여러 기관
의 통증 및 기능장애 증상) 12문항, 우울 증상(스트레스 등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에 의해 발생되는 감정 리듬의 이상) 13문항, 불안 증상

10문항으로 되어 전체 35문항으로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의 정신심리
․
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채점은 각 문항에 따라 0～3점을 부여하고 각
증상별로 총점을 구해 문항수로 나눈 값(raw-score)을 일반인구군의
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T 점수(T score)11)로 변환하여 평균
점수를 보았고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분포를 보았다.

일반인구집단에서 측정된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raw-score로 비

교)과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에서 측정된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레미콘
운송종사자에서 신체화 증상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p<0.05).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은 일반인구집단과 차이가 없
었다(<표 3-21> 참조).
T 점수로 변환하여 평균을 보았을 때, 신체화 증상은 평균 54.7점, 우
울 증상은 50.2점, 불안 증상은 50.8점으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11) 표준점수의 한 종류로서 점수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개인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점수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68% 정도가 40～60점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되며, 30～70
점 사이에는 대략 95% 정도의 사람들이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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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남자(전원 남자)
Norm2)

Subscale

레미콘운송종사자

Mean

S.D.

Mean

S.D.

t-value

신체화증상 (SOM)

0.68

0.58

0.94

0.76

5.52*

우울증상 (DEP)

0.95

0.67

0.97

0.80

0.36

불안증상 (ANX)

0.74

0.64

0.78

0.77

0.71

주 : 1) * p < 0.05 , by t-test
2) 일반인구군의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김광일김재환원호택
․
․
,
진단검사실시요강 ,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4:1～39).

간이 정신

<표 3-22> T 점수로 변환한 증상 점수의 평균
응답자수

최소 점수 최대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신체화 증상

252

38.0

1060

54.7

13.2

우울증 증상

252

36.0

86.0

50.2

11.8

불안 증상

252

39.0

97.0

50.8

12.0

T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일반인구군에서는 누적 분포가

97.5%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심리적
․
증상이 높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70점 이상인 경우를 이상자로 정의하여 분류하였을
때,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경우 신체화 증상에서 12.7%, 불안 증상에서
9.1%, 우울 증상에서 7.5%가 7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3-13] 참
조).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현재 육체적 부담정도, 건강상의 문제, 근골격
계 증상, 위장 증상 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였다. 모든 설
문 문항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신체화 증상, 우울증상, 불안 증상 점수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표 3-2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정도가 건강상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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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T 점수가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비율

12.7%

14%

12%

9.1%

10%

7.5%

8%

6%

4%

2%

0%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표 3-23> 증상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비교
설문 문항

응답수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매우 힘들다

142 57.9(±14.1) 53.1(±12.3) 53.5(±12.5)

약간 힘들다

89

51.4(±11.1) 46.9(±10.5) 48.1(±10.9)

견딜 만하다

19

46.8(± 6.2) 43.3(±10.7) 44.5(± 7.2)

있다

157

58.4(±13.3) 52.6(±11.8) 53.3(±12.0)

없다

95

48.6(±10.5) 46.3(±10.8) 46.8(±11.0)

한부위 이상 근골격계
증상(기준 1)***

있다

163 58.9(±13.2) 53.0(±12.1) 53.8(±12.5)

없다

89

47.0(± 8.9) 45.2(± 9.4) 45.4(± 8.9)

한부위 이상 근골격계
증상(기준 2)***

있다

38

66.4(±13.0) 58.8(±14.5) 58.5(±13.1)

없다

214

52.6(±12.1) 48.7(±10.6) 49.5(±11.3)

있다

168

58.6(±12.9) 53.1(±11.7) 53.4(±11.8)

없다

84

46.9(±10.0) 44.5(±10.1) 45.6(±10.6)

현재 육체적 부담
***
정도

***

현재 건강상의 문제

위장 증상***

주 : * p<0.05, ** p < 0.01, *** p < 0.001 by t-test,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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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에서는 응답자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추
측으로 응답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 문항 보기에 ‘모름’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모름’에 응답한 사람은 무응답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레미콘 운송자를 위하여 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를 물어보았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자(252명)
중 국민연금은 98.4%(248명), 건강보험은 96.8%(244명), 고용보험은
99.6%(251명), 산재보험은 100.0%(252명)로 조사되었다(<표 3-24> 참
조).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4대 사
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표 3-24>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n = 252)
문

항

구분
국민연금
예
아니오

건강보험

4 ( 1.6)

8 ( 3.2)

248 (98.4)

244 (96.8)

고용보험
1 (.4)
251 (99.6)

산재보험
0
252 (100.0)

12) 설문에 응한 레미콘 운송종사자(252명)가 속해 있는 10개 회사 중에서 4개 회
사에 추가적인 확인 설문을 실시(2003. 9 ～ 10.)하였다. 4개 회사 모두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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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사고질병
․
․
관련 민간보험 가입여부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52명) 중 80.2%(202명)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응답자(46명)를 대상으로 보험 가
입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82.6%(38명)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
였다. 이는 이미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필요성을 느낀 응답
자라고 분류할 때 대부분의 응답자(202명＋38명=240명)가 상해, 사고
및 질병과 관련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25>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 여부
문

항

민간보험 가입여부(n = 252)
민간보험 가입 필요성
여부(n=46)

구 분

빈 도

(%)

예

202

(80.2)

아니오

50

(19.8)

예

38

(82.6)

아니오

8

(17.4)

3. 회사의 민간 상해보험 가입 권유
회사로부터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244명)의 91.8%(224명)가 회사로부터 아무 권유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표 3-26> 참조). 회사가 일괄적으로 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9%(7명)였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한 7명에게 보험료
부담 주체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3명이 모두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13) 설문에 응답한 레미콘 운송종사자(252명) 소속 4개 회사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설문한 결과 1개 회사만 개인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고 응답하였고, 나
머지 3개 회사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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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 권유 여부
문

항

구

가입권유(n=244)

분

빈 도

(%)

13

( 5.3)

7

( 2.9)

224

( 91.8)

3

(100.0)

예, 개인적으로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아니오

보험료 부담자(n=3)

회사 전액부담

4.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의사
산재보험적용시 가입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252명)의
99.6%(251명)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7>
참조). 이 중 회사가 전액부담할 때만 원한다는 응답자가 88.9%(224
<표 3-27>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 여부
(n = 252)
문

항

가입희망 여부

구
예

분

빈도

회사가 전액부담할 때만 원함

(%)

224 (88.9)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원함
본인이 전액부담하더라도 원함
아니오

22

( 8.7)

5

( 2.0)

1

( 0.4)

<표 3-28> 산재보험 가입방법
(n = 27)
문 항
가입방법

주 : 중복응답.

구

분

빈도

(%)

원하는 사람만 가입(임의가입)

11

(40.7)

무조건 가입(강제가입)

16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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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원하는 응답자가
8.7%(22명)였다.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22명)와 본인이 전액부담하더라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5명)에게만 질문하였다. 이들(27명) 중 강제가입 59.3%(16명),
임의가입 40.7%(11명)로 나타났다(<표 3-28> 참조). 즉 일정부분 본
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강제가입
과 임의가입의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근로복지 관련 개선사항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 8가지 중 3가지를 지적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
체 응답자(252명) 중 첫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87.7%(221명), 두 번째는 근로자성 인정 77.8%(195명),
세 번째는 소득수준 개선 63.5%(160명)로 나타났다(<표 3-29> 참조).
<표 3-29>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
(n = 252)
구

분

빈 도(%)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221 (87.7)

근로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적용)

195 (77.8)

기름값이나 차량유지보수를 위한 부대비용

128 (50.8)

업무시간 단축(충분한 휴식)
관리자의 인격적 대우
소득 수준 개선(운송료 인상)
정기 건강검진 실시
사고와 질병시 불이익 방지
주 : 중복응답.

26 (10.3)
7 ( 2.8)
160 (63.5)
11 ( 4.4)
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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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1.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레미콘 운송종사자로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있
는 경우에만 한정하였다. 차량 구입방법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
자(252명) 평균 차량구입비는 3,059만원으로, 2,001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응답자가 38.1%(96명)로 가장 많았다. 차량구입비가 응답자별
차이가 나는 것은 차량의 종류와 차량 상태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
이다(<표 3-30> 참조).
차량 구입방법은 응답자(245명) 중 본인이 전액부담 89.4%(219명),
본인 일부부담과 회사대출 10.6%(26명)로 조사되었다.
<표 3-30> 차량구입과 관련된 사항
문 항

구

분

빈도(%)

평균

차량구입비

1,500만원 이하

39 (15.5) 3,058.6만원

(n=252)

1,501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36 (14.3)

2,001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96 (38.1)

3,001만원 이상 ～ 4,000만원 이하

33 (13.1)

4,001만원 이상

48 (19.0)

차량 구입방법

본인 전액부담

219 (89.4)

(n=245)

본인 일부부담과 회사대출

2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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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산정방법지급시기
․
등
소득산정방식은 전체 응답자(252명) 중 성과급이 97.2%(245명)로
조사되었다(<표 3-31> 참조). 지급시기는 매월 1회가 98.4%(248명)로
가장 많았다14).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소득 차이 여부
는 97.6%(246명)가 소득차이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15).
<표 3-31>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월별 특성에 따른 차이 관련 내용
(n = 252)
문

항

산정방식

구

분

고정급

2 ( 0.8)

성과급

245 (97.2)

고정급 ＋ 성과급
지급시기

빈도(%)

매월 1회

5 ( 2.0)
248 (98.4)

매월 2회 이상

1 ( 0.4)

매일 1회

3 ( 1.2)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있음

246 (97.6)

따른 차이 여부

없음

6 ( 2.4)

3. 소득관련 사항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연평균 총수령액의 응답자(252명) 평균은
4,544만원, 3,001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44.0%(111명), 4,001만원 이
상 5,000만원 이하 22.2%(56명)로 조사되었다(<표 3-32> 참고).
14) 설문에 응한 레미콘 운송종사자(252명) 소속 4개 회사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설문하였다. 4개 회사 모두 회전당 운송비만 지급되고, 회사에서 실적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급시기 또한 4개회사 모
두 매월 1회로 응답하였다.
15)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현재
산재 보험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산재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레미콘 운송 종사자에
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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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소득관련 내용
문

항

구

분

빈도(%)

연평균 총수령액

3,000만원 이하

(n=252)

3,001만원 이상 ～ 4,000만원 이하 111 (44.0)

평균

29 (11.5) 4,543.6만원

4,001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56 (22.2)
5,001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29 (11.5)
6,000만원 이상

27 (10.7)

업무와 관련된

1,500만원 이하

88 (36.1) 2,617.4만원

지출비용(n=252)

1,501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113 (46.3)
2,001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24 ( 9.8)
3,001만원 이상 ～ 4,000만원 이하 24 ( 9.8)
4,001만원 이상

19 ( 7.8)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기름값, 차량유지비, 자동차보험료, 차량
감가감각비 등의 항목으로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역이다. 응답자(252명) 연평균 지출비용은 2,617만원으로,
1,501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가 46.3%(113명), 1,500만원 이하가
36.1%(88명)로 조사되었다(연간 또는 월간 레미콘차량유지관리비 현
황은 <별첨 3-1> 참조).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실질소득은 회사로부터 회전수에 따라 지급되
는 총수령액에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을 제한 것으로, 총수령액과
업무관련 지출비용은 각각에 대한 응답내용을 가지고, 실질소득은 본
연구자가 직접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실질소득 ＝ 총수령액 － 업무 관련 지출비용
연평균 실질소득은 전체 응답자(252명) 평균 1,926만원으로, 이 중
1,501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가 39.9%(9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1,001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30.6%(77명), 2,001만원 이상 2,500
만원 이하 18.3%(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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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실질소득
문

항

구

분

연평균 실질소득 1,000만원 이하
(n=252)

빈도(%)

평균

9 ( 3.6) 1,926.3만원

1,001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77 (30.6)

1,501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99 (39.9)

2,001만원 이상 ～ 2,500만원 이하

46 (18.3)

2,501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16 ( 6.3)

3,000만원 이상

5 ( 2.0)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252명) 중 98.4%(248
명)가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고를 하고 있는 응
답자(248명) 중 소득신고 종류에 대해 응답한 247명 중 사업소득신고
가 96.4%(238명), 근로소득신고 3.6%(9명)였다. 신고를 하고 있는 응
답자(248명) 중 신고방법에 대해 응답한 246명 중 본인이 직접 처리
하는 경우 94.7%(233명),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 경우 5.3%(13명)
로 조사되었다(<표 3-34> 참조)16).
<표 3-34> 소득신고 여부 및 소득신고 종류, 방법
문

항

구

분

빈 도 (%)

소득신고 여부

예

248 (98.4)

(n=252)

아니오

4 ( 1.6)

소득신고 종류

근로소득신고

9 ( 3.6)

(n=247)

사업소득신고

238 (96.4)

소득신고 방법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n=246)

본인이 직접 처리

13 ( 5.3)
233 (94.7)

16) 설문에 응답한 레미콘 운송종사자(252명) 소속 4개 회사에 레미콘 운송종사자
들의 소득신고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 4개 회사 모두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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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관련 사항
응답자의 가족관련 사항을 보면, 가족수는 응답자(252명)의 평균이
4.0명이며, 이 중 3명 이상 5명 이하가 86.9%(21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이하 7.1%(18명)로 조사되었다(<표 3-35> 참조). 이 중
소득이 있는 가족수는 본인 포함 혼자가 77.0%(194명)로 가장 많았다.
소득이 있는 가족수가 2명 이상인 응답자(58명) 중에서 주 소득원자
는 본인이 81.0%(47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배우자 19.0%(11명)의
순으로 나타나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가족의 생계
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5> 가족관련 사항
문

항

구

분

가족수(응답자 포함)

2명 이하

(n=252)

3명 이상 ～ 5명 이하
6명이상

소득이 있는 가족수

1명(본인)

(n=252)

2명
3명 이상

빈도(%)

평균

18 ( 7.1)

4.0명

219 (86.9)
15 ( 6.0)
194 (77.0)
54 (21.4)
4 ( 1.6)

가족 중 주 소득원

본인

47 (81.0)

(n=58)

배우자

11 (19.0)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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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1. 사례별 사고 및 질환에 관한 면접내용
<사례 1>
개인사항

최 ○ ○ , 남성, 43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 현 직종 경력 13년

사고 및 질환
발생경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2년됐나… 일하다가 보면 다치는 사람
많아요. 차에서 잘못 짚거나 그러면 맥없이 있다고 보면 다치고
그래요. 다치는 건 우습게 다쳐요. 난 차 닦고 내려오다가 차에서
떨어져 갈비뼈 다쳤어요.

사고(상해) 및
질환의 정도

병원에서 뭐 꿰맬수나 있나 뭐 어떻게 할 수나 있어요… 복대나
줘서 집에 가서 누워 있는 것밖에 더 있어요. 병원에서 한 두 달
잡더라구요. 뭐 많이 부러진 게 아니라 하나가 나갔으니까. 집에서
복대하고 한 2주일 있었나… 그땐 기침이 왜 그렇게 유난히 많이
나는지요….

사고처리 및
치료 과정

차에 다쳤을 때는 의료보험으로 안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차에서
떨어졌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다 그런거에
요. 그래야 병원비도 덜 나가고 의료보험도 되고. 차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의료보험이 안 되나봐요.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의료보험
으로 처리했죠…. 치료비 부담은 크지는 않았지만, 일을 못하고 쉰
다는 게 문제죠.

상해(질환)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일을
지속했는지
여부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한 20일 정도 되니 좀 나으니
까 일을 해야 식구들 먹고 사니까 그때부터 아파도 일을 하기 시
작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구는 살아야죠. 그래서 나와서
일했는데, 딴 사람들과 똑같이는 못해도 가까운 데 하나나 2개(운
반 1,2회전) 하고 집에 들어가고… 차 운전하면 툭하면 아픈데 할
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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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여부 및 그 후유증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큰차들 하다 보면 안 아프다
로 인한 일의 지장 그러면 거짓말이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어떨 때는 차에서
정도
못 내릴 때도 있어요.
사고처리 및 질환 모두 생계책임자여서 기부스, 복대 하고도 일을 지속할 수밖에
치료 중 사업주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회사에서 우리가 다친 걸 알고도 전혀
관리자의 태도나 신경 안 써요.
조치사항
사고처리 및 질환
치료 중 당사자의
느낀 점이나 이후
대응태도

회사에서 하는 게 물량이나 잡고…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파서 안 나오면 그냥 마는 거구. …
한달 동안 일 못하게 되면서 손해보는 건 상해보험이나 뭐 그런
걸 들어야 혜택 보는데, 여기 뭐 그런 걸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고 ( 질환 ) 발생 (회사에서 상해보험 안 들어줘요?)… 회사에서 뭘 들어요, 개인
이후 직장의 태도 지입차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서 차 엎어도 우리가 해야 돼
요. 회사에서는 하나 없어요.
및 조치사항
업무상 재해나 건
강장애를 겪은 혹
은 겪고 있는 직장
동료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동료의
경험사례

큰차 하다가 보면. 물론 안 떨어지고 타는 사람도 있고, 허다하
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현장에서도 차에 올라타다가
손잡이 놓쳐서 떨어져 다치는 사람들도 있구… 차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헛디디면 발목이 끼고 그래요… 그런 걸 몇 번 했다고
할수도 없고 그래요.

<사례 2>
개인사항

심 ○ ○ , 남성, 43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 현 직종 경력 13년

사고 및 질환 작업 끝나고 차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는데, 목 뒤가 뜨금
발생경위
하더라구요. 근데 목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구요. 근데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 목디스크라고 했어요. 2001년 7,8월쯤일거에요. 일산백
병원에서 원인을 찾으니 피곤해서 그렇다 하더라구요.
사고(상해) 및 … (목디스크로) 열흘 입원하고 꽤 많이 놀았어요. (경험①) / 10
질환의 정도
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접질렀어요.
(경험②)
사고처리 및 치 (목디스크) 치료는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다고 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했구요. 치료비는 CD특수촬영비까지 포함해 그때 한 5만원
료 과정
정도…

120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상해(질환) 치료 중 (다리부상 경험때) 기부스를 해 한 21일 정도 일을 못했죠.
또는 이후에 일을 지 이후 계속 일을 했는데, 다리가 부어서 문제가 되어 병원에서
속했는지 여부
다시 기부스해줬어요. 그래도 기부스한 상태로 계속 일했죠.
후유증 여부 및 그로 (목디스크)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가끔 쑤시고 아파요. 목을 돌
인한 일의 지장 정도 리다가 가끔 목이 뜨금함을 느껴요. 될 수 있으면 일을 계속
하죠. 한방치료해가면서 일을 계속해요.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다쳐서 못 나오면 회사에서 제재를 취해요. 전에는 노조 설립
중 사업주나 관리자의 이전에는 계약정지도 주고 그랬어요. 병원 진단서라도 있으면
태도나 조치사항
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안 나오고 하면 제재를 가하죠.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일단 다치고 나면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문제죠. 월
중 당사자의 느낀 점 급을 받으면 병가를 내어 생활비를 얻을 수라도 있는데, 우리가
이나 이후 대응태도
다치면 전혀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만 손해죠.
사고(질환)발생 이후 일하면서 무슨 사고 나는 건 다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을
직장의 태도 및 조치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우리가
해야 되죠. …회사는 물량이나 잡고… 뭐든지 하여간 다 우리
사항
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업무상 재해나 건강 차가 높아서, 겨울 같은 때, 특히 미끄럽고 이런 게 많아요. 살
장애를 겪은 혹은 겪 짝만 눈 와도 여지없이 미끄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고 있는 직장동료가 보통 60세 넘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얼마나 있는지, 직장 방심하면 골절상이고, 까지고 그래도 차 세우고 놀 수 없으니
까 일을 해야 해요.
동료의 경험사례
예전에 회사에서 차를 뒤로 빼다가 파이프가 떨어졌는데, 다
행히도 약간 비껴 떨어져 죽지는 않고 다치기만 했는데, 기사
가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비를 대주는 대신 그 기
사 입을 막았어요. 한 달 정도 일을 못하면 평균 20일분의 수
익을 건설현장에서 보상해줘요. 회사에다 물량 끊긴다는 협박
을 해 입을 막은 거죠. 후진하다가 사고 나면 건설현장에서 레
미콘 회사에 압력 들어오니까 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예전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요…. 현장에서 차를 뒤
로 빼다가 전봇대를 받어 이 전봇대가 넘어져… 그 현장에서
레미콘 회사로 청구했어요. 우리 차가 그랬으니까 이 전봇대
를 세워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현장업체가 현 소속 레미콘 물
량을 안 쓰겠다고 협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 사람
에게 일을 안 시키겠다고 통보했죠. 왜 그러냐고 물으니… 레
미콘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 바람에 제가 한 달을 일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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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인사항

함 ○ ○ , 남성, 54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 현 직종 경력 5년

사고 및 질환 (사고 발생한 지) 두 달 됐어요. 그러니깐 두 달 좀더 됐구나. 경사
발생경위

진 데다 차를 세워놨다가, 청소하느라고. 레미콘은 다 타설하고 나
면은 통을 닦고 슈터도 뒤에 닦잖아요. 레미콘이 묻었기 때문에. 그
걸 닦느라고 세워놨는데… 차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쌍용차가 브레
이크가 작동식이 다 틀려. 내 차가 쌍용찬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땡겨가지고 잠가놓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잠가놓는 거를
덜 잠근거야. 방심해 가지고. 이게… 그런 일이 드물거든요. 이게 퉁
그러지면서 풀린거에요. 나는 이제 청소 다 하고 꽁무니에서 운전대
쪽으로 올라탈라고 막, 뒤에서 운전대 쪽으로 갔는데, 차가 슬슬슬
슬 움직이기 시작하는거야. 근데 그건… 빨리 문짝을 열고 브레이크
를 밟아버릴려고 저쪽 문짝을 매달리니까, 속력이 벌써 그만큼… 경
사가 졌으니까 (속력이) 붙으니까, 가에 인도가 있어요 이렇게. 턱이
있다구. 앞바퀴가 거기에 ‘텅’ 치인거야. 거기에 닿으면서… 그러니
깐 나는 문짝에 매달렸다가 탁 튀는 바람에 떨어져 버렸어요. 차는
차대로 나가서 박아버리고.

사고(상해) 및 차는 폐차시켜야 될 줄 알았어요. 차는 한 4～5m 낭떠러지를 꼴아
질환의 정도

박았는데…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다 겸사겸사해서 900(만
원) 들었어요. 아 그래서 한 번 내가 그렇게 당하고 나서 사고를 생
각하기가 싫다니까…
내 얼굴하고 여기를 꼬맸는데 흉은 안 지더라구… 입술을 열댓발
꼬맸어요. 차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굴렀어요. 내가 한 두 바퀴 떨
어져서, 차하고 반대쪽으로 (튀어나오면서) 굴렀어요. 왼쪽 발은 내
발 같지가 않아요. 병원에서는 4주진단 나왔는데, 4주 가지고는 어
림도 없어요. 이 발, 아런 거(얼굴 다친 것)는 아무것도 아니지… 발
을 내 맘대로 못 쓰니까. 지금도 발이 아주 불편해요. 차에서 떨어
지면서 인제 뒤바퀴가 살짝 발등을 넘어갔다구요. 그래가지고 발가
락 두 개가 어스러졌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술하고 꼬매고 그랬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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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치료비가 4주 동안 180(만원)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연장 좀
치료 과정
해달라 그랬더니 80만원인가 들어간대나…. 5주 있었어요. 5주 있었
는데, 거기서 그 이상은… 또 내가 퇴원할 입장이 못 되거든요. 발
이 너무 불편한데… 근데 5주 이상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부
담해야 된대요. 4주까지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대인, 대물,
자손까지 든 보험)… 레미콘은 자차가 안 돼요. 레미콘도 또 싸게
들라고 자손도 안 든 사람도 있어요.
(차)수리비는 뭐 남한테 사정사정해서… 잘 아는 친구가 카드를 빌
려줘 가지고서 그… 카드로 한 300(만원) 할부로 해가지고 끊고, 나
머지는 돈 몇 푼 월급 받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메꾸고…, 그런께
내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돈에 쪼달리는 게 사실이죠.
상해(질환) 치 5주 입원하고… 5월 20일날 병원에서 퇴원하고 5월 말까지 집에서
료 중 또는 이 쉬었죠. 열흘동안. 6월 2일서부터 나와서 일을 했는데, 한 열흘은 나
후에 일을 지 왔어도 시운전해본다 그럴까 그러다 그냥 들어가고 막….
속했는지 여부
그냥 나도 안 움직이면은 그렇고… 일대차, 용차라고 회사에서 이렇
게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차가 아닌 다른 차,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차 있어요. 대차 차량. 그걸 불러면 회사에서 부담이 많이 가요. 거
의 곱은 더 주는데… 차라리 그 차가 오느니, 내가 그 사람들이 와
서 하는 통수만큼 내가 하면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
을 계속했죠… 회사에서는 내가 나와서 대체하는 차량 그 횟수만
대주면은 회사에서도 이익이고…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
도

(일 나가는 게 많이 줄었는지?) 어유 그렇죠. 내가 다친 달에는 일
년중에 제일 바쁜 달이에요. 5월달이. 일년에 6월 특히 장마가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전부 다 땡겨서 일을 마무리해놓거든요. 그래 제일
바빴어요. 그 전에는 한 7～8번 뛰었는데, 이제는 뭐 한 4～5번. 그
리고 비 좀 오고 그러면 일 안 해요.
다리가 완치가 된 게 아니라 이거 한참 간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도.
지금 발등이…안 다친 발은 말랑말랑한데, 딱딱해요. 이거 풀어질려
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의 지장정도) 아유 힘들어요. 오후 한 4, 5시 되면은 다리가 이렇
게 뻐근해지면서 차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힘주기가. 힘을 그냥
맘대로 못 준다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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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 기간동안 보상은) 아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잖아도 내
가 보험회사에서 나왔길래 그런 혜택 좀 볼 수 있냐 했더니 치료비
만 100% 해주면서 그거는 안 된대요. 병원비만 보험회사에서 해주
고 레미콘 회사에서는 (위로금 등)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다 도
급젠데, 월급쟁이도 아닌데…
여기 내 다친 데 현장에, 회사 이사가 같이 와서 현장을 봤어요. 부
장이나 이사랑 와가지고 사고현장을 봤어요. 내가 119에 실려가는
것도 보고… 보고 병원 한 번 다녀갔죠.

사고처리 및 (회사에 보상) 기대도 안 하죠. 대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뭘
질환치료 중 바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 전래가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이게 그
당사자의 느낀 런 저긴가봐. 오래된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점이나 이후
…저는 그냥 뭐 사고난 거 다시 생각하기도 싫구요. 어디 병신 안
대응태도
된게 다행이다 생각해요.
기사 자체가… 원래 레미콘 사장들은 짠돌이라 그럴까 그렇게 머리
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걸(회사의 보상 등)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솔직히 해주면 고맙지만, 가불도 해달라 그랬다가 안 해준다고 ‘노
(no)’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뭐… 그래도 여기는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게)… 도급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도급비요, 운반비요, 다
른 회사에서는 연체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것만큼은 딱딱 나와요.
사고( 질환) 발
생 이후 직장
의 태도 및 조
치사항

(회사의 사후 배려 여부) 내가 할부로 이러고 저러고 메꾸고 돈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일을 당장 못하니까, 돈은 급해서 가불 좀
신청했었잖아. 그랬더니 노야(no!). 근데 뭐 회사에서 신임받고 월급
받고 그런 사람이면 몰라도 탕 뛰기 하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는 거
리가 멀어요.

업무상 재해나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사고 나고 그 이튿날 또 한 사람 사고 난 사
건강장애를 겪 람이 있어요. 교통사고… 레미콘차량이랑 다른 차랑 부딪치는….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동
료의 경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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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개인사항

김 ○ ○ , 남성, 40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 현 직종 경력 10년

사고 및 질환 작년 10월 10일 정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갔다가 와
발생경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차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차
에서 내리는 도중에 이 발목이 삐긋했어요. 접질러 가지고… 접질렀
는데 도대체 못 움직이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녁에 병원에 들렀더니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부러졌다 그러더라구요.
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진단이 6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뭐 치료비도 또 만만치가 않게 나올
꺼고 그냥 제 고집으로 통원치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6주를 다 통원치료를 했죠.
사고(상해) 및 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딘거죠. 그래갖고 발목이 인제 이 발등이
질환의 정도
완전 접질러버린거죠. 운전대에서 내리다가…. 치료비는 제 다 사비
로 했구요. …쌓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빚지고 생활한거죠.
사고처리 및 치 (차 청소하다가) 제가 한 세 번을 떨어져 가지고…. 제가 레미콘을
료 과정
93년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94년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
로 또 내리 한 세 번을 그래 가지고, 병원은 못 가고 한의원 가 가지
고 침을 몇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상해(질환) 치료 일은 못했죠. 반기부수 했습니다. …(통원치료 6주 동안) 병가처리도
중 또는 이후에 없죠. 저희는… 그냥 오로지 다쳤으니까 제가 거동을 못하니까 그냥
일을 지속했는 쉬는 거죠.
지 여부
(6주 통원치료 이후) 쉴 수가 없죠. 일단은 그 기간을 채워 놓고는,
오로지 그동안, 6주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는 제가 좀 몸이 불편해도 계속 일을 했죠. 왼쪽발이라 클러치만 밟
으면 되니까, 이 발은, 그 치료 끝났다고 해서는 병원 가 볼 생각은
못했죠. 원체, 일을 해야지 처자식을 멱여 살려야 되니까.
후유증 여부 및 (발을 접질러서 부상) 완치는 됐는데… 인대 늘어난 거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한 일의 아직까지는 좀 후유증이 있어요. 뭐 좀 오래 걷지를 못하고 약간 무리
했다 그러면 욱신욱신하고 그런 후유증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그러더
지장 정도
라구요.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은 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못가게 되죠. 또 병원을 간다 그러면 제가 하루를 쉬어야 되고, 그러니
까 그 시간에… 하루라도 나와서 일해야 먹고 사는데 또 그 시간을 빼
기가 쉽지는 않더라구요.
(청소하다가 낙상하여) 허리 쪽이 아파서… 침은 거의 한 일주일 정
도씩은 맞죠. 허리 그쪽이 그 전보다는 좀 시원잖죠. 뭐 오래 앉아있
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 버텨요. 장거리 간다 그러면 운전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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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다친 거는 알고 있는데, 뭐 회사에서는 전혀 도움
준 거는 없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업자등록 냈
다 그래가지고 회사측하고 저희들하고는 완전 그러한 측면에
서는 별개에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얘
기는 하되, 예를 들어 위로금조로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
도 전혀 없고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통원치료니까… 뭐 (회사에서) 위로전화도 없
었습니다.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당사자의 느
낀 점이나 이
후 대응태도

(발 부상 이후) 이렇게 다치더라도 정말 일도 못하죠, 어디가
서 뭐라고 할 때가 없어요.
(낙상으로 허리통증) 그런 거 보면은 전부 후유증 같은데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까? 제 과실로 떨어져 가지고
다친 걸로만 여지껏 생각을 했지, 뭐 산재보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 당시에 뭐… 오로지 병원 가면 치료비는 둘
째 문제 치더라도, 뭐 입원을 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
리하면 더 싫거든요. 그 대신 놀아야 되니까… 부당한 거 느낄
려면 한도 끝도 없죠.

사고(질환)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차에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걸 얘길
생 이후 직장 해봐도 먹히지도 않구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은 안 하죠. 밥
의 태도 및 먹는 거까지도 따질 정도인데…
조치사항
업무상 재해
나 건강장애
를 겪은 혹은
겪고 있는 직
장동료가 얼
마나 있는지,
직장동료의
경험사례

운전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차체가 높으니
까, 운전대에서 내려올려면 높이는 한 1m 되구요, 계단이 2개
있는데 마지막에서는 한 60～70cm 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아무래도 아스팔트 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포장
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내리다보면은 밑에 뭐 돌맹이
라든지 이런 거가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잘못 밟
으면 접질리는 거죠. 앞으로 내리면 다 육안으로 볼 텐데, 몸이
뒤로 난간대를 잡고 뒤로 내리게 되니까 밑에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심
하게 접질린 거고, 조금 좀 어슬프다 그러면은 그냥 약이나 바
르고 병원은 안 가게 돼요. 그리고 뒤에 인제, 저희 같은 경우
에는 물량을 따고 뒤에 청소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
다 보면 위에서도 많이 낙상을 해요. 저도 한 세 번을 떨어져
갖고, 손잡이 있는 데도 특히 비오는 날 철판이니까 미끄럽지
않습니까, 닦다보면 발 또 헛딛고 그러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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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사고경험) 나이 드신 분인데, 2002년 8월 비가 오는데 미끄
러져 차가 전복됐었거든요. 몸은 많이는 안 다쳤었는데, 보험관계
가 전혀 안 되어 아파도 3일 만에 그냥 (병원을) 퇴원해 버렸어요.
(지역)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치료비는 그러고 말았는데, 차량 수리
비가 천오백만원 나왔어요. 여기 보험대행해준 회사에서 차량사고
가 많다 그래가지고 대인, 대물만 들어줬어요. 자차를 안 들어줘
요. 보험회사에서. 회사차는 받아줘요. 그 전에 있던 차들은 다 받
아줬다구요. 회사에서는 전혀 보상이 없었어요. 십원도 없었어요.
차라리 우리 동료들끼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다만 얼마라
도 주자 해서 그렇게 주는 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철판이
에요. 그동안 일 못하고 병원에 다니고 했지만 치료비나 인사치례
도 없으니까…

2. 레미콘 운송종사자 피면접대상자들의 사례 요약 및 특징
레미콘 운송종사자, 피면접대상자들은 주로 업무 중에 레미콘차량
을 청소하면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았고, 건설현장의 지
면붕괴 및 운행중 차량전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위험도 항
상 안고 있었다. 그리고 레미콘차량 운전석 및 레미콘 주입구와 지면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는 차량의 구조적 문제로 운전자에게 사고 위
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처리 및 상해치료 등은 주
로 자비부담으로 하였고, 지입차주제라 하여 회사에서는 전혀 보상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은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쉬게 되는 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더
욱이 일부 레미콘업체에서는 결근하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업체도 있었다.
재해위험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중요한 것은
재해보상을 개인보험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레미콘 운송종사자 대부분
이 자동차보험 이외에는 여타 보험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못 쓰고 있
다는 점, 특히 본인 자신의 상해에 대한 보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 주 책임자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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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는 물론 휴업으로 인한 수입보전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별첨 3-1> 2003년도 레미콘 차량 관리유지비 현황
(단위 : 원)
항

목

보험 및 관리비소계
지입(관리비)
책임보험

년

월

세 부 설 명

3,749,676 312,473
660,000

55,000

1,800,000 150,000 할증 100%
따라 변동

*보험은 요율에

종합보험

856,680

71,390 할증 100%

자차(공제)

360,000

30,000 자차공제회 등

자동차세

54,996

4,583

면허세

18,000

1,500

연료 및 각종오일비 소계 16,566,000 1,380,500
경유

15,210,000 1,267,500 1km당 0.65ℓ 기준/ 1ℓ당
780원

엔진오일

552,000

46,000

오일필터

120,000

10,000

경유필터

60,000

5,000

에어크리너

264,000

22,000

그리스

180,000

15,000

미숀오일

54,000

4,500

유압오일

30,000

2,500

브레이크오일

96,000

8,000

1,144,500

95,375

각종 검사비 소계
검사부대비용

124,500

10,375 갑종 27,500원 / 을종 77,000원
/ 건설기계협회비 20,000원

정기검사준비

810,000

67,500 도색 400,000원 / 판금
100,000원 / 하브 35,000×6원 /
기타정비 100,000원

을종검사준비

210,000

17,500 하브작업 및 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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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타이어 정비비 소계
타이어

년

월

세 부 설 명

6,909,996 575,833
3,000,000 250,000 연간 소모량 A 6개×
250,000원 / B 10개×150,000원

튜브

150,000

12,500 연간 소모량 10개

오비

99,996

8,333 연간 소모량 10개

쇽구

60,000

5,000 연간 소모량 10개

빵꾸

900,000

75,000 월 5회

출장빵꾸

540,000

45,000 월 1회

용접, 판금

360,000

30,000 차량 연수 기준

기타정비
차량 준비금 소계

1,800,000 150,000 차량 연수 기준(미션, 불안자,
라디에이터, 도께로또뽈 포함)
9,626,664 802,222

할부

2,160,000 180,000

보링

1,333,332 111,111 올보링 3년에 1회(400만원)

수리준비금
차량대차
준비금

133,332

11,111 유압단속기 등 고단가 수리용

6,000,000 500,000 차량 시가 10년

임금 및 기타 지출 소계 2,556,000 213,000
종합소득세

180,000

15,000 4인가족 기준

의료보험금

816,000

68,000 4인가족 기준

식대/작업복
총

계

1,560,000 130,000
40,552,836 3,379,403

주 : 1) 위 사항은 월 600루베 운반, 2,500km 주행,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소모 비용 지출 내역임.
2) 보험료 등은 4인가족 40세 기준임.
3) 각종 검사, 정비, 부속은 정비공장에 준함.
4) 지역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음.
5) VAT 별도.
6) 차량 감가상각비 제외한 금액임(월평균 50만원, 레미콘차량 수명 10년, 레
미콘차량 신차기준 6,500만원).
자료 : 건설운송노조(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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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
- 설문조사

1)

제1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역사 및 업무내용

1. 우리나라의 골프산업과 경기보조원제도
한국 최초의 골프코스는 영국인에 의하여 1900년 원산 세관 구내에
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1921년 효창원에 골프코스가 건설되면서
우리나라 골프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24년에 청원리 골
프코스가 개장되면서 우리나라 골프계는 성장기를 맞게 된다. 1921년
효창원 골프코스 개장 이후 1954년 군자리 골프코스 개장에 이르기까
지 30여 년에 걸쳐 한국의 여러 골프코스는 건설과 폐장, 이전을 거듭
하였다. 광복 후 한국 골프는 재건기에 들면서 최초로 개장한 서울컨
트리구락부(俱樂部) 군자리 골프코스와 부산컨트리구락부 수영천변
코스가 재건된 이래 경제성장과 더불어 골프산업 전환기를 맞이하면
서 국내 곳곳에 코스가 건설되었다. 1970년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부터 1980년대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골프코스 건설은 꾸준히 지속되
어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까지 약 48
개의 골프장이 들어섰다. 이후 골프인구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면

1)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3년 6월～7월간에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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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2년 말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골프장이 165개소에 달하였다2).
2003년도 6월 현재 골프장 수가 운영중인 골프장 수가 165개이고, 건
설중(60개)인 골프장과 미착공(20개)인 골프장을 합하면 총 245개이
다3).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성장사와 더불어 골프업계에 캐디(경기보조원)
란 직종이 도입되었고, 1960년대 이후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
보조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골프규칙’(대한골프협회)상에는 경기보조
원이 ‘캐디’로 기술되어 있으며, “캐디란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표 4-1> 전국의 골프장 수
(2003. 6 현재)
구
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합계 245 3
총
1)
회원 165 2
계
2)
대중 80 1

4

2

3

2

3 106 28 14 8

9 10 16 10 27

4

1

1

1

2 75 15 11 6

5

7 10 9 16

1

2

1

1 31 13 3

2

4

3

6

1 11

운 합계 165 3
영 회원 117 2
중 대중 48 1

3

2

3

2

1 84 16 7

6

3

5

9

8 13

3

1

1

1

1 63 6

6

5

2

4

5

8

1

2

1

21 10 1

1

1

1

4

건 합계 60
설 회원 37
중 대중 23

1

1 19 9

7

4

4

4

2

9

1

1 11 7

5

3

3

2

1

3

8

2

2

1

1

2

1

6

1

3

3

2

2

1

3

5

?

1

2

1

3

4

1

2

1

1

미 합계 20
착 회원 11
공 대중 9

2

1

9
4

1

주 : 1) 회원제 골프장이란 회원권을 분양하여 회원제로 이루어지는 골프장임.
2) 대중(public) 골프장이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대부분 18홀
로 이루어져 있어 36홀까지 있는 회원제골프장보다 규모가 적음.
자료 : http://kgba.co.kr/course/inform3.html
2) 대한골프협회, ｢한국골프100년-1900～2000｣, , 2003. 9, pp.33～87.
3)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http://kgba.co.kr/course/inform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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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을 운반 또는 취급하거나 골프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본격적인 캐디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 초 개장한 군자리
(君子里) 코스 시대였다. 앞서 1921년에 개장한 효창원 골프코스와
1924년에 개장한 청원리 골프코스 시절에는 ‘캐디’라기보다는 골퍼가
코스에 나오면서 직장에서 데리고 나온 사환들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가끔 마을의 농부를 임시로 고용할 때도 있었다. 1930년대, 경성 골프
클럽 소속 캐디마스터가 그 날 소요되는 인원을 골프장 주변 마을에
연락하면 캐디를 맡을 남자들이 나오는데 대개 농한기면 농부가 나오
고 농번기면 마을 소년들이었다. 부산 골프코스의 경우 소년캐디에게
등급에 따라 일당을 지급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3년
군자리 코스는 농경지로 변했고, 8․15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경작지

로 쓰였다. 광복 후 군자리 코스의 복구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작자와
토지 기득권 문제로 분쟁이 일었다. 이 문제는 국회에까지 상정됐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경작자들을 우선적으로 캐디로 고용할
것을 약속했다. 군자리 코스가 복구되면서 이때부터 인근의 경작자들
을 정식 캐디로서 고용하게 된다. 전국엔 골프코스가 점점 증가하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캐디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자캐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남성보다 상냥한 젊은 여성이 선호되었으며 이때
부터 캐디 하면 여성이 적격인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4).
2002년 말 국내 골프장 수는 165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골프장에 종
사하는 경기보조원은 대략 1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보조
원이 18홀 골프장 1회 라운딩하는 데는 대략 4～5시간 소요되며, 클
럽운반시 도구(카트)의 유무나 그 종류에 따라 그리고 코스형태, 특히
경사도에 다라 경기보조원의 체력소모 정도가 달라진다. 카트가 없을
경우, 골프백을 직접 어깨에 매고 이동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수동
카트 대신 전동카트 또는 모노레일 등의 자동화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4) 대한골프협회(2003), pp.9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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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원의 체력소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8홀 코스 평균 총 길이가 6km 정도 되므로 이동량만으로도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직종이며, 코스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는 여성이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남성이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보조원은
1개 골프장당 평균 100여 명 정도 종사하고 있으며 홀수규모, 카트운
용방식에 따라 10명 이내에서 최대 350명에 이르러 편차가 극심하다.
비수기에는 경기보조원 수가 대폭 감소하기도 한다. 국내 골프장 경기
보조원은 98%가 여성이며 남성은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연령
대는 20～30세가 60%로 가장 많고, 30～40세가 35%를 차지하고 있
다. 40세 이상은 정년제의 연령제한으로 극히 드물다5).
경기보조원은 노동강도가 매우 높고 체력소모가 큰 직종이어서 직
업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6)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는 크게 티업(출발) 전 준비과정과 그린에
서의 업무로 나눌 수 있다.

5)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경기보조원 분야 관련 자료｣,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특위 제출자료, 2002.
6) 본 연구에서 연구진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일반적인 업무내용이 유사할 것이
라고 보았기 때문에 제2절에서 제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내용의 경우,
설문을 실시한 골프장들 중 A골프장의 노조에서 작성한 문건을 참고하여 한
국골프장경영협회의 확인절차와 협회에서 소개해준 경기보조원의 인터뷰를 통
해 작성하였다. 한편, 골프장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들 중 일부 업무부분
에서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자세한 업무내용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절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골프장마다 공
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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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팀당 6～7분 간격으로 출발하고, 각각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자신의 출발시간을
예상할 수 있고, 출발예상시간 30분～1시간 전에 출근함

티업(출발) 전 준비과정
∙회사가 지정한 목티(하얀 것), 가운을 입고 근무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김
∙자신의 순번에 따라 마스터실에서 코스와 내장객의 명단1)을 배정받아 코스에 나감

1
라

그린에서의 업무
운
∙내장객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코스안내(앞팀과의 간격, 공이 떨어지면 좋은 위치 등
드

설명)
∙볼이 그린에 떨어지면 볼 뒤에 마크를 하고 공을 닦아 놓음

⁀
18

∙내장객이 친 골프채를 받아 칫솔과 물로 닦고 다시 수건으로 닦아 골프가방에 넣음

홀

∙내장객이 친 공의 타수를 경기기록일지에 기록함

︶

∙골프를 치고 난 후 훼손된 잔디를 보수하기 위해 디보트2)함
∙내장객이 친 공이 비러프, 러프, OB지역 등에 있을 때 공 찾기
∙위의 과정을 거쳐 1홀이 끝나면 2홀로 이동하여 동일한 업무가 진행됨

주 : 1) 수동카트의 경우는 내장객이 1～2인, 전동카트는 3～4인이 한 팀으로 구성
됨.
2) 디보트(divot)란 페어웨이 골프를 칠 때 생긴 잔디훼손을 보수하는 작업으
로, 흙주머니에 흙을 담아 들고 다니며 모종삽으로 떠부어 놓는 자세(15～
40도 가량 허리를 굽힘)로 진행된다. 이 작업은 내장객들의 실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잘하는 내장객일수록 디보트가 많아 18홀 기준 60～
170회까지 다양하다. 또한 디보트는 골프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코스 중간
중간 상황에 따라 진행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골프장은 경기보조
원의 담당 홀이 있어서 코스가 종료되고 따로 시간을 내어 다 못한 것을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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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직종의 특성상 전체 응답자 280명 모두
여자로 조사되었다(<표 4-2> 참조). 본 연구의 응답자 평균 연령은
만 31.4세로,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58.2%(16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대가 36.4%(102명)의 순이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78.9%(22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 20.7%(58명)
의 순이다. 결혼여부는 전체 응답자(280명) 중 미혼 65.7%(184명), 기
혼 30.7%(86명)이다.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 = 280)

문

항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여부

구

분

빈

도

(%)

남자

0

-

여자

280

(100.0)

29세 이하

102

(36.4)

30세 이상 ～ 39세 이하

163

(58.2)

40세 이상 ～ 49세 이하

15

( 5.4)

평균

만

31.4세

1

( 0.4)

고등학교 졸업

221

(78.9)

전문대 이상 졸업

58

(20.7)

미혼

184

(65.7)

기혼

86

(30.7)

10

( 3.6)

중학교 이하 졸업

이혼별거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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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근무경력

골프장 경기보조원 경력 중 현재 일하고 있는 골프장 종사경력을
살펴보면, 현 직장 근무경력은 전체 응답자(280명)의 평균은 5년 8개
월로 조사되었다(<표 4-3> 참조). 이 중 2년 이상 5년 미만이 39.3%
(110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8.6%(80명), 2년 미만이 13.2%(3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총 경력은 평균 6년 5개월로, 2년 이상 5년 미
만 34.6%(97명), 5년 이상 10년 미만 33.9%(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골프장 경기보조원 경력
(n = 280)
문

항

현 직장 근무경력

경기보조원 직종 총 경력

구

분

빈도

(%)

평균

2년 미만

37

(13.2) 5년 8개월

2년 이상 ～ 5년 미만

110 (39.3)

5년 이상 ～ 10년 미만

80

(28.6)

10년 이상 ～ 15년 미만

42

(15.0)

15년 이상

11

( 3.9)

2년 미만

21

( 7.5) 6년 5개월

2년 이상 ～ 5년 미만

97

(34.6)

5년 이상 ～ 10년 미만

95

(33.9)

10년 이상 ～ 15년 미만

54

(19.3)

15년 이상

13

( 4.6)

7)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업무상 사고나 작업으로 인한 질병 실태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서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
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근무경력은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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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1.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성수기 동안의 응답자의 근무시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골프장에 출근하는 횟수는 평균 6.6회(일)로 전체 응답자(280명) 중
주 7일 출근 54.3%(152명), 주 6일 이하 출근 29.0%(81명)로 조사되어
모든 응답자가 주 6일 이상 골프장에 출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4> 참조).
출퇴근의 규칙성여부에 대해서는 55.7%(156명)가 내장객의 예약시
간에 따라 대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응답자(279명) 평균 13시간 42분으로, 31.5%
(88명)의 응답자가 14시간 이상 17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28.0%
(78명)의 응답자가 11시간 이상 14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일주일 동안 라운딩 횟수는 평균 7.9회, 1라운딩당 평균 소요시간은
5시간 37분으로 조사되었다. 라운딩 횟수와 1라운딩당 소요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약 44시간 22분 정도(7.9회×5시간 37분)가 된다. 이를 하루 평균 라운
딩 관련 근무시간으로 환산해 보면(44시간 22분÷6.6일) 약 6시간 43
분이다. 이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13시간 42분)과 약 6시간 59분 차이
가 나는데, 이로 보아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 업무 이외의 제초작업이나 골프장 청소, 그리고 대기시간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달 기간 동안 쉬는 날은 응답자(280명) 평균 2.8일로, 3일 이상
5일 미만 42.1%(118명),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응답자가 27.5%(77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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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비수기 동안의 응답자의 근무시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골프장에 출근하는 횟수는 평균 6.0회(일)로 전체 응답자(280명) 중 주
6회 49.5%(138명), 주 6.5회 22.6%(63명) 순으로 응답하여 성수기(평균
6.6일)보다는 출근하는 날이 적음을 알 수 있다(<표 4-5> 참조).
<표 4-4> 성수기 근무시간 관련 사항
문

항

구

분

일주일 골프장 출근 횟수 6회 이하
6.5회
(n=280)

7회

출퇴근시간 규칙성 여부

출퇴근시간
․
모두

(n=280)

퇴근시간만

빈도(%)

평균

81 (29.0)

6.6일

47 (16.8)
152 (54.3)
93 (33.2)
1 ( 0.4)

대개 일정한 시간(내장객
예약시간)

156 (55.7)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

30 (10.7)

하루 평균 근무시간

11시간 미만

43 (15.4)

(n=279)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78 (28.0)

14시간 이상 ～ 17시간 미만

88 (31.5)

17시간 이상

70 (25.1)

일주일 라운딩 횟수

6회 미만

3 ( 1.1)

(n=280)

7 ～ 8회

114 (40.7)

9 ～ 10회

140 (50.0)

11회 이상

23 ( 8.2)

한달동안 쉬는 날 횟수

0일

77 (27.5)

(n=280)

1일 이상 ～ 3일 미만

34 (12.1)

3일 이상 ～ 5일 미만

118 (42.1)

5일 이상

51 (18.2)

13시간
42분

7.9회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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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56.4%(158명)가 성수기와 다름없
이 내장객의 예약시간에 따라 대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한다고 응답하
였다.
비수기 동안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응답자(279명) 평균 8시간 24분
으로, 성수기(13시간 42분)와 약 5시간 18분 차이로 근무시간이 적음
을 알 수 있다.
<표 4-5> 비수기 근무시간 관련 사항
문

항

구

분

일주일 골프장 출근 횟수 6회 미만
(n=279)

6회

빈도(%)

평 균

36 (12.9) 6.0일
138 (49.5)

6.5회

63 (22.6)

7회

42 (15.1)

출퇴근시간 규칙성 여부

출퇴근시간
․
모두

(n=280)

대개 일정한 시간(내장객
예약시간)에 근무

158 (56.4)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

30 (10.7)

하루 평균 근무시간

6시간 미만

24 ( 8.6) 8시간 24분

(n=279)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00 (35.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4 ( 8.6)

92 (32.9)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15 (41.2)
12시간 이상

16 ( 5.7)

일주일 라운딩 횟수

3회 미만

96 (34.3) 3.4회

(n=280)

3회 이상 ～ 5회 미만

138 (49.3)

5회 이상 ～ 7회 미만

40 (14.3)

7회 이상

6 ( 2.1)

한달동안 쉬는 날 횟수

0일

8 ( 2.9) 4.6일

(n=279)

1일이상 ～ 3일 미만

11 ( 3.9)

3일이상 ～ 5일 미만

165 (59.1)

5일 이상

95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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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라운딩 횟수는 평균 3.4회, 1라운딩당 평균 소요시간은
4시간 54분으로 조사되어 성수기(7.9회, 5시간 37분)와 차이를 보인다.
라운딩 횟수와 1라운딩당 소요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라운딩과
관련하여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약 16시간
40분(3.4회×4시간 54분) 정도가 된다. 이를 하루 평균 라운딩 관련
근무시간으로 환산해 보면(16시간 40분÷6.0일) 2시간 47분이다. 이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8시간 24분)과 약 5시간 37분 차이가 나는데, 이
로 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 이
외의 제초작업이나 골프장 청소, 그리고 대기시간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간 차이는 성수기(6시간 59
분)보다는 적다.
한 달 기간 동안 쉬는 날은 응답자(279명) 평균 4.6일로, 3일 이상
5일 미만 59.1%(165명), 5일 이상 34.1%(9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279
명)의 61.3%(171명)가 불만족하는 편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
였다(<표 4-6> 참조). 평균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13으로
불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가지 항목 중에
3점 이상 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임금소득으로
․
만족도가 2.61로 조
사되었다. 그 외 업무시간 만족도는 평균 1.96, 경기보조 업무와 관련
된 일의 내용 만족도는 2.25, 작업조건(안전성을 포함한 작업환경) 만
족도는 1.34, 복리후생에 관한 만족도는 1.2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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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현재 일자리 만족도
문

항

구

분

빈도(%)

평균
2.13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90 (32.3)

(n=279)

불만족하는 편

81 (29.0)

보통

92 (33.0)

만족하는 편

14 ( 5.0)

매우 만족

2 ( 0.7)

임금소득
․
만족도

매우 불만족

47 (16.8)

(n=280)

불만족하는 편

45 (16.1)

보통

158 (56.4)

만족하는 편

30 (10.7)

업무시간 만족도

매우 불만족

113 (40.4)

(n=280)

불만족하는 편

85 (30.4)

보통

63 (22.5)

만족하는 편

19 ( 6.8)

일의내용 만족도(경기보조 업무) 매우 불만족

83 (29.6)

(n=280)

불만족하는 편

72 (25.7)

보통

99 (35.4)

만족하는 편

23 ( 8.2)

매우 만족
작업조건(안전성 포함) 만족도
(n=280)

매우 불만족

1.96

2.25

3 ( 1.1)
214 (76.4)

불만족하는 편

39 (13.9)

보통

26 ( 9.3)

만족하는 편

1 ( 0.4)

복리후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233 (83.2)

(n=279)

불만족하는 편

34 (12.2)

보통

11 ( 3.9)

만족하는 편

2.61

1.34

1.21

1 ( 0.4)

주 :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매우 만족 5점, 만족하는 편 4점, 보통 3점, 불만족하는 편 2점, 매우 불만족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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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1. 사고성 재해 위험
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 위험의 인지 정도
경기보조원이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는
전체 응답자 280명 중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78%, 위험한
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19%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7%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반면 안전한 편이거나 매우 안전하다
고 응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그림 4-1]).
[그림 4-1]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n=280명)

78%
80%
70%
60%
50%
40%
19%

30%
20%

4%

10%
0%

매우 위험

위험한 편

보통

0%

안전한 편

0%

매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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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 사고 종류, 부위, 원인, 처리방법
1) 사고경험
경기보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질병을 제외한 사고(상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280명)의 77.1%(216명)가 사고(상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4-7> 참조)8).
<표 4-7>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설문 문항

빈도(%)
있 다

216(77.1)

없 다

64(22.9)

업무 수행 중 사고 경험
합

계

280(100)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지금까지 경기보조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횟수는 응답자(214명) 중 3회가 27.5%(77명)로 가장 많았
으며, 평균 사고발생 횟수는 2.23(±1.16)회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자 280명의 총 경기보조 근무연수를 가산하여 사고
발생을 계산한 결과 총 1,747인년 동안 477회의 사고가 발생하여 1인
년에 0.273회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1년 기간동안 근무하
는 경우 사고발생 위험(재해율)은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8> 경기보조 업무 중 경험한 사고 횟수
사고 횟수

1회

2회

3회

4회

빈도(%) 69(24.6) 54(19.3) 77(27.5) 6( 2.1)

8) 본서 제3장의 각주 8) 참조.

5회
7( 2.5)

10회

합계

1( 0.4)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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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종류 및 부상부위
경기보조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종류를 발생순서별로 3회까지
응답하게 하여 분포를 보았다. 사고의 종류는 총 응답건수(474건) 중
타박상(염좌 포함)이 75.1%(356건)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 17.3%(82
건), 동상 2.3%(11건), 뇌진탕 1.9%(9건), 열상(베임) 1.5%(7건), 화상
0.8%(4건) 순으로 나타났다(<표 4-9>, [그림 4-2] 참조).
사고 신체 부위는 전체 응답건수(577건) 중 다리가 29.8%(172건),
발과 발가락 부위가 26.9%(155건)로 나타나 하지가 57%로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신체 부위는 어깨, 팔, 몸통 각각 8%, 손과
손가락, 머리와 얼굴이 각각 7%, 허리 3%, 목 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그림 4-3] 참조).
<표 4-9> 경기보조 업무 중 경험한 사고의 종류(중복 응답)
사고 종류 타박상

골절

동상

뇌진탕 열상(베임) 화상

기타

합계

빈도(%) 356(75.1) 82(17.3) 11( 2.3) 9( 1.9) 7( 1.5) 4( 0.8) 5( 1.1) 474(100)

[그림 4-2] 업무 중 사고(상해)의 종류(n=474건,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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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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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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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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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종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난 타박상과 골절로
응답한 경우만 따로 분석하였다. 타박상(염좌 포함)으로 응답한 경우
(429건)만 보았을 때 사고 신체 부위는 다리가 32.9%(141건), 발과 발
가락 부위가 25.6%(110건)로 나타나 하지가 58%로 과반수 이상을 차
지하여 사고 종류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와 차이가 없었으며, 그 외
신체 부위는 몸통, 머리/얼굴, 어깨 순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
조). 사고 종류를 골절로 응답한 경우(117건)만 보았을 때 신체 부위
는 발과 발가락 부위 27.4%(32건), 다리 20.5%(24건)로 나타나 사고종
류를 전체와 타박상으로 보았을 때와는 달리 손상 부위가 발/발가락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팔 14.5%, 어깨 13.7%, 손/손가락
13.7%로 나타나 골절을 경험하는 경우 상지 부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0> 참조).
노동부의 2001년 산업재해분석 보고서9)에 의하면 사고부위는 전
체 응답자(2,067명) 중 손/손가락 부위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머
리/얼굴이 2순위로 나타났고 그 외 부위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반
<표 4-10>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 부위(중복 응답)
부위

머리/
얼굴

전체

40
11 46 45
(6.9) (1.9) (8.0) (7.8)

39
(6.8)

44 20 172
155
(7.6) (3.5) (29.8) (26.9)

5
577
(0.9) (100)

타박상

32
9
30 26
(7.5) (2.1) (7.0) (6.1)

17
(4.0)

39 21 141
110
(9.1) (4.9) (32.9) (25.6)

4
429
(0.9) (100)

3
1
16 17
16
4
4
24
32
(2.6) (0.9) (13.7) (14.5) (13.7) (3.4) (3.4) (20.5) (27.4)

0
117
(0.0) (100)

420 21 16 68
801 111 159 143
(20.3) (1.0) (0.8) (3.3) (38.8) (5.4) (7.7) (6.9)

237 2,067
(11.5) (100)

골절
1)

노동부

목

어깨

팔

손/
발/
몸통 허리 다리
손가락
발가락

91
(4.4)

기타 합계

주 : 1) 노동부, 2001년 산업재해분석 , 2002. 6.
9)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909,461개소에서 발생한 2,323명의 재
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타계식에 의해 조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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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업무 중 재해(상해)시 재해 신체 부위(n=577건, 중복응답)
30%
30%

27%

25%

20%

15%

10%

8%

7%

8%

7%

8%
3%

5%

0%

2%

머리/얼굴

목

어깨

팔

손/손가락

몸통

허리

다리

발/발가락

면 경기보조원의 경우 다리와 발/발가락 부위에서 사고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3) 사고원인
사고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건수(466건) 중 타구사고(안전장치 미비,
고객 실수 등)가 50.2%(234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보조 업무 중 미
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가 20.8%(97건), 코스간 안전거리 미확보, 미
끄럼 방지시설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10.1%, 수동 및 전동 카트,
제초 도구 등 작업 도구에 의한 경우가 8.2%, 불편한 복장 및 신발로
인한 사고가 6.2%로 나타났다(<표 4-11>, [그림 4-4] 참조).
사고종류를 타박상(염좌 포함)으로 응답한 경우(352건)만 보았을 때
사고 원인으로는 타구사고(안전장치 미비, 고객 실수 등)가 53.1%(187
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보조 업무 중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가
22.7%(80건), 코스간 안전거리 미확보, 미끄럼 방지시설 미설치 등 안
전시설 미비가 10.5%, 수동 및 전동 카트, 제초 도구 등 작업 도구에

148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의한 경우가 6.0%, 불편한 복장 및 신발로 인한 사고가 4.3%로 나타
났으며, 사고종류를 전체 합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4-11>, [그림 4-4] 참조).
사고종류를 골절로 응답한 경우(86건)만 보았을 때 사고 원인으로
는 타구사고 43.0%(37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보조 업무 중 미끄러
지거나 구르는 경우가 18.6%(16건), 수동 및 전동 카트, 제초 도구 등
작업 도구에 의한 경우가 18.6%, 코스간 안전거리 미확보, 미끄럼 방
지시설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8.1%로 나타났다. 골절 역시 타구
사고와 경기보조 업무 중 미끄러지거나 굴러서 당하는 것이 가장 많
으나 전체 및 타박상과는 달리 작업도구에 의해 손상을 받을 경우 골
절을 당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사고 원인 중 타구사고와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만을 가지고 사
고 부위를 보았다. 타구사고로 응답한 경우에는 손상 부위가 다리로
응답한 경우가 96건(37.5%), 몸통 37건(14.5%), 머리/얼굴 30건
(11.7%), 발/발가락 29건(11.3%)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 손상부위는 발/발가락 58건(48.7%), 다리 24건(20.2%),
그 외 부위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타구 사고로 다리 부위 손상이
많이 나타나며, 골프장 내 경사진 언덕과 미끄러운 잔디에서 업무가
가 주로 수행되어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손상으로 발/발가락 및 다리
<표 4-11>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의 원인(중복 응답)
사고
원인

타구
사고

미끄러
짐

안전
시설
미비

작업
도구

불편한
복장 및
신발

골프채
기타
사고

합계

전 체 234(50.2) 97(20.8) 47(10.1) 38( 8.2) 29( 6.2) 19( 4.1) 2(0.4) 466(100)
타박상 187(53.1) 80(22.7) 37(10.5) 21( 6.0) 15( 4.3) 11( 3.1) 1(0.3) 352(100)
골 절 37(43.0) 16(18.6) 7( 8.1) 16(18.6)

4( 4.7)

6( 7.0) 0(0.0) 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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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작업 중 사고의 원인(n=466건, 중복응답)

불편한 복장 및 신발
6%

골프채 사고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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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구
8%
안전시설 미비
10%

타구사고
51%
미끄러짐
21%

손상이 높게 나타나 경기보조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 일반적인 재해
부위와는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4) 사고 후 처리방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은 자비 부담이 응답건수(508건)의
72.2%(367건)로 자비 부담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 낸 손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21.9%(111건), 건강보험 3.2%(16건), 민간 상해보험(골프장에
서 가입한 상해보험 포함)이 2.8%(14건)로 나타났다(<표 4-12> 참
조). 이러한 결과는 재해건수의 75.4%(자비부담과 건강보험의 비중)가
치료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기간 중에 경기보조 업무를 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치
료를 받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표 4-12> 사고를 경험한 경우 처리방법(중복응답)
사고 후
처리 방법

자비부담

사고 낸
손님

건강보험

상해보험

합계

빈도(%)

367(72.2)

111(21.9)

16(3.2)

14(2.8)

5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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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해위험 평가 및 재해예방 방안
경기보조원의 업무로 인한 재해위험을 보면 응답자의 78%가 본인
의 업무가 매우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7.1%가 업무
중에 재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업종으
로 평가된다([그림 4-1], <표 4-7> 참조). 또한 재해 후에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75.4%로 나타났
으며(<표 4-12> 참조), 치료기간 중에 무급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재
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보조 업무 중 경험하는 사고는 염좌와 타박상이 75.1%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도 17.3%로 나타났
다(<표 4-9> 참조).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타구사고와 업무 중 미
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 안전시설 미비, 작업 도구 순으로 나타나
(<표 4-11> 참조), 이에 대한 사고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
적인 재해예방 방안은 재해사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재해예방 방안으로 타구사
고의 경우 근본적으로 타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며, 특히 타구사고에 의해 손상받는 신체부위는 다리와 몸통
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업무 중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는 빠른 경기 운행시간에 따른 불안정한 자
세, 미끄러지기 쉬운 작업도구(주로 신발)에 의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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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체적 부담 정도 및 업무 관련 질병 경험
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
현재 경기보조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응답자의 83%가 매우
힘들다고 하였으며, 약간 힘들다 15%로 나타나 대다수가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n=280명)

견딜 만하다
2%

힘들지 않다
0%

약간 힘들다
15%

매우 힘들다
83%

나. 현재 업무 수행 중의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병원 진료여부와 관련 없이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는 경우는 응답자 280명 중 249명(88.9%)이었다. 건강상의 문제를
순위별로 응답하게 하여 알아보았을 때 제1순위의 건강문제로는 무릎
및 발목 관절 질환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위장 질환 31.3%, 요통
및 허리디스크 15.3% 순이었다. 제2순위의 문제는 위장 질환이
23.8%, 요통 및 허리디스크 22.9%,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이 22.1%,
무릎 및 발목 관절질환 20.8% 순으로 나타났다. 제3순위의 문제는 상
지 근육 및 관절질환, 무릎 및 발목 관절 질환, 위장질환과 요통 및
허리디스크, 산부인과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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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순위)를 가중치 없이 빈도순으로 보았을 때 무릎 및 발목 관절
질환 31%, 위장 질환 24%, 요통 및 허리디스크 18%,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17%, 산부인과 질환 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6] 참
조). 현재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역시 재해 경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
은 신체 부위인 무릎 및 발목 관절이 가장 크게 나타나 주로 걷는 일
이 대부분인 경기보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249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건강문제
와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91.2%가 업무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연관이 있다
8%, 전혀 연관이 없다는 1%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업무에 의해
현재의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제1순위 건강문제 중 상위 4개 질환에 대해 근무연수별 분포를 알
아보았다. 무릎/발목질환의 경우 5년 미만 근무자에서 48%로 가장 높
았으며, 10년 이상 근무자에서 44%로 나타났다. 반면 위장질환과 상
지질환의 경우 5～9년 근무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통 및 허
리디스크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4-7] 참
<표 4-13>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현재 건강상의 문제
무릎 및 발목 관절 질환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전체

110 (44.2)

48 (20.8)

51 (23.8) 209 (30.1)

위장질환(위궤양, 위염 등)

78 (31.3)

55 (23.8)

34 (15.9) 167 (24.1)

요통 및 허리 디스크

38 (15.3)

53 (22.9)

34 (15.9) 125 (18.0)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12 ( 4.8)

51 (22.1)

57 (26.6) 120 (17.3)

산부인과 질환

5 ( 2.0)

10 ( 4.3)

27 (12.6)

42 ( 6.1)

피부 질환

2 ( 0.8)

0 ( 0.0)

1 ( 0.5)

3 ( 0.4)

눈 질환

1 ( 0.4)

2 ( 0.9)

0 ( 0.0)

3 ( 0.4)

호흡기 질환

1 ( 0.4)

6 ( 2.6)

4 ( 1.9)

11 ( 1.6)

기타

2 ( 0.8)

6 ( 2.6)

6 ( 2.8)

14 ( 2.0)

합 계

249 (100) 231 (100) 214 (100) 6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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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업무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n=694건, 중복응답)
피부 질환
0%
산부인과 질환
6%

눈 질환
호흡기 질환
0%
2%

기타
2%
무릎 및 발목
관절 질환
31%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17%

요통 및
허리 디스크
18%

위장 질환
24%

조). 이러한 차이는 무릎/발목질환의 경우 경기보조원의 주 업무인 걷
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 근무연수와 관련 없이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위장질환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서
작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업무 적응이 높은 근무자가 계속 남아
장기 근무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요통 및 허리디스크
의 경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근무에 의
해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7] 제1순위 건강문제 중 상위 4개 질환의 근무연수별 분포
50%

48%
40%

44%

45%
37%

40%
32%

35%

26%

30%

5년 미만
5~9년
10년 이상

21%

25%
20%

13%
11%

15%
10%

5%

6%

5%
0%

무릎/발목질환

위장질환

요통/허리디스크

상지질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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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 진료 경험
과거 질병 및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전
체 설문응답자(279명)의 51.6%(144명)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대한 물음에 95%가 무급병가 처리하였다고 응
답하였으며, 해고는 1.4%, 자발적 사직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및
자발적 사직의 경우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단면조사의 한계
로 낮게 나타났다(<표 4-14> 참조).
<표 4-14> 질병 및 사고로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1개월 이상 출근 못하는 경우

그 기간 업무처리
무급 병가

있 다

144(51.6)

빈도(%)
137(95.1)

해 고

2( 1.4)

자발적 사직

1( 0.7)

기 타

4( 2.8)

없 다

135(48.2)

-

-

계

279(100)

-

144(100)

이제까지 경기보조원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에 진료받은 경우는 전
체 응답자(280명) 중 197명(70.4%)이었으며, 평균 3.4(±6.9)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업무 수행 중 사고 경험인
77.1%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실제 재해 후에 병원치료 없이
집에서 요양을 한 경우를 고려하면 재해 경험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진료받은 병명은 무릎, 발목 질환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재해사
고 부위 및 현재 건강상의 문제에서의 제1순위 순위와 같았으며, 그 외
타박상, 요통 및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상지질환, 위장질환, 골절, 안과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8] 참조).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한
경우 2순위가 위장질환으로 나타났으나 병원 진료받은 경우는 타박상
으로 나타난 것은, 위장질환의 경우 증상이 있어도 병원진료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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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가 많아 순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해 경험 및 현재 건강문제, 병원 진료 병명 모두 일관되게 다리
(무릎) 및 발/발목 질환이 1순위로 나타나 경기보조 업무로 인해 발생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 진료를 받은 193명의 자비로 낸 평균 진료비는 31.2(±55.5)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받은 병명 순위(n=376건, 중복응답)

안과질환
5%

산부인과질환 호흡기질환 기타
1%
3%
4%
무릎/발목질환
27%

골절
7%
위장질환
7%

타박상
15%

상지질환
10%

피부질환
10%

요통/허리디스크
11%

업무관련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
기보조원은 20명(7.1%)이었다. 입원 병명은 타박상 5명(25%), 무릎/발
목 질환 4명(20%), 골절 3명(15%), 요통/허리디스크 2명(10%), 산부인
과 질환, 뇌진탕, 만성피로 각 1명(5%), 기타 3명(15%)으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 병명에서도 현재 건강문제 및 병원 진료 병명과 같이 무릎
발목 질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입원기간은 18.8(±24.3)일이었
으며, 총 일을 쉰 기간은 52.4(±90.7)일이었다. 자비로 낸 총 진료비
는 110.4(±161.9)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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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경기보조원의 건강 위험 평가

1. 여성 건강 - 생리 및 임신 관련 증상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 피로 및 과로에 의해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리 불규칙, 생리통, 생리기간 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생리의 규칙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경기보조원(278명)의 68.3%
(190명)가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사 전 규
칙적이었으나 입사 후에는 65.2%(163명)가 불규칙해졌다고 응답하였
다(<표 4-15> 참조).
<표 4-15> 생리의 규칙성
(단위 : 명, %)
변

수

업무 후

계

규칙적

불규칙

규칙적

87(34.8)

163(65.2)

250(100)

불규칙

1( 3.6)

27(96.4)

28(100)

88(31.7)

190(68.3)

278(100)

업무 전
계

생리의 규칙성에 대해 여대생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자의 44.6%가 불규칙하다(한선희허명행
․
, 1999)고 하였으며, 경기보
조원에서 나타난 65.2%는 여대생보다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과 피로, 과
로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말해준다.

생리통은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 하복부에 동통이 나타는 것으로,
원인으로는 자궁활동의 증가로 혈액흐름이 감소하는 빈혈성 동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프로스타글란딘과 바소프레신 등 호르몬이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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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리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과 출산력, 피임약 복용여
부, 생리량, 초경연령, 추운 기온에의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경기보조원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생리통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
답자(279명) 중 ‘약간 있다’ 38.4%(107명), ‘심하다’ 55.9%(156명)로 전
체 94.3%가 생리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보조 업무를 하
기 전에 생리통이 없다(80명)가 발생하는 경우는 82.5%(66명), 경기보
조 업무하기 전에 약간 있다(156명)가 업무시작 이후 심해지는 경우
가 59.6%(93명)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하면 생리통은 생리를 하는 여성의 약 50%
에서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
면 생리통이 없는 경우는 17.4%, ‘약간 있다’ 55.3%, ‘심하다’ 27.3%로

나타나(한선희허명행
․
, 1999) 경기보조원에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와
생리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4-16> 생리통 유무
변

업무 후

수

약간 있다

심하다

14(17.5)

44(55.0)

22(27.5)

80(100)

약간 있다

2( 1.3)

61(39.1)

93(59.6)

156(100)

심하다

0( 0.0)

2( 4.7)

41(95.3)

43(100)

16( 5.7)

107(38.4)

156(55.9)

279(100)

없다
업무 전

계

없다

계

<표 4-17> 생리기간 외 출혈(하혈) 유무
변

업무 후

수

업무 전
계

계

없다

있다

없 다

187(70.0)

80(30.0)

267(100)

있 다

2(22.2)

7(77.8)

9(100)

189(68.5)

87(31.5)

2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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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 업무를 하면서 생리기간 외 출혈을 경험한 경우는 31.5%
(87명)로 조사되었으며, 업무 전에 없다(267명)가 업무 시작 이후 발
생하는 경우는 30.0%(80명)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설문 응답자(280명) 중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59명(21.1%)이었으며,
이 중 경기보조원 업무를 시작한 이후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26명
(9.3%)이었다. 이들 중 임신하기로 결정한 후 임신이 될 때까지의 기
간을 조사한 결과 1명(6.3%, 무응답 10명)이 24개월이 지나 임신되어
불임의 소견을 보였다. 임신 5개월(20주) 이전에 자연 유산을 경험한
경우는 8명(30.8%)이었으며, 임신 5개월 이후 사산한 경우는 1명
(3.9%)이었다. 조산이나 선천성 기형은 없었다([그림 4-9] 참조).
일반적인 여성의 자연유산율은 10～12%로 알려져 있으며, 이강숙
등(1994)이 2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무직 300명, 생
산직 150명을 대상으로 자연유산경험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은 22.4%,
생산직은 14.7%로 나타났다. 병원 및 공공부문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루 평균 근무
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길수록 유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노동환경연구소, 2000). 경기보조원의 경우, 임신기간 지연, 사산, 조
[그림 4-9] 경기보조 업무 이후 발생한 임신 관련 증상(n=26명)

31%

35%
30%
25%
20%
15%
6%
10%

4%
0%

5%
0%

임신기간 지연

자연 유산

사산

조산

0%

선천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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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가 적어 비교를 할 수 없었으며, 자연
유산은 일반 인구군이나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여성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보조원의 장시간 근로, 중량물 운반, 지속적으
로 서서 하는 근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한 경우 라운딩 투입 횟수에 대한 조사에 응답자의 46%가 일
을 그만둔다고 하였으며, 35%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일한다고
하였고, 라운딩 횟수를 줄인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그림 4-10]
참조).
[그림 4-10] 임신한 경우 업무조정 방법

무응답
19%

일할수있을때까지
그냥일함
35%

일을그만둠
46%

2. 근골격계질환 위험
가. 근골격계질환 발생 배경과 현황
최근 들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방법 및 생산구조의 변화를 가
져오면서 작업이 단순 반복화되고 다양한 작업공구를 사용하며 작업
강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단순반복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근골
격계질환(WMS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이 최근
들어 직업병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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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한 해 동안 253,300건(전체 직업병의 64.2%)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업종이 39,9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작업 손실일이 연간 626,000일, 그리고 전
체 경제적인 손실비용이 450억～540억불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경제
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작업관리지침(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HFS 100, 1988 ; ANSI Z-365, 1996 ; OSHA Ergonomics Program, 1999)을 제정함은 물론이고 GM 및 Ford 자동차 회
사(The UAW-Ford Ergonomics Process) 등 많은 기업에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관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획기적인 예
방효과들을 거두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직업병과는 달리 노동력
손실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즉, 근골격계질환은 주로
근육의 만성적인 피로로 인해 근육과 혈관 등에 장해가 나타나는 병
리적인 특성상 육체적 활동 능력의 저하로 나타나 곧바로 노동력 손
실을 가져온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2003년에 통과된
개정 산안법 및 관련 법령에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이제는 사업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논의
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로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위한 현명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1) 근골격계질환의 실태
가) 미국의 실태

미국 정부에서 정의하는 근골격계질환자는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자동차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를 제외하고 근육, 신경, 관절,
힘줄, 연골, 디스크 등에 나타나는 상해나 질병 등을 말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OSHA 200 Logs’에 의해 집계된 직업병 통
계(사기업 대상)를 보면 2000년에 1일 이상의 작업손실이 발생한 근
골격계질환자는 총 577,800건 이상으로 전체 상해 및 질병건수(총
1,664,000건)의 34.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발생 특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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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미국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자 현황
1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사례
전체 상해 및
질병자(건수)

상해 및 질병자(건수)

근골격계질환자
(건수)

비율(%)

1996

6,238,900

1,880,500

647,400

34.4

1997

6,145,600

1,833,400

626,400

34.2

1998

5,922,800

1,730,500

592,500

34.2

1999

5,707,200

1,702,500

582,300

34.2

2000

5,650,100

1,664,000

577,800

34.7

연도

자료 : LOST-WORKTIME INJURIES AND ILLNESSES: CHARACTERISTICS
AND RESULTING TIME AWAY FROM WORK, 2000(http://stats.bls.
gov/iif/home.htm)

고 있다(<표 4-18> 참조).
전체 근골격계질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업종은 서비스산
업이 150,800건(약 26%), 제조업이 140,600건(약 24%), 그리고 일반
소매업이 88,200건(약 15%)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4-19> 참조).
전체 근골격계질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종은 트럭운전
사(45,300건), 간호보조업무(44,700건), 비건설업종의 노무자(31,000건),
조립작업자(17,200건) 등 4개 직종이 전체건수에서 24%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자의 작업손실일을 보면(median day 기준) 수근관증후
군이 27일로 골절(20일) 및 절단(18일) 상해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반복적인 동작 19일, 과도한 힘에 의한
원인이 10일로 추락에 의한 상해(11일)에 비해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자의 작업손실일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부
위별로 보면 손목이 12일로 가장 많고, 무릎과 어깨가 각각 10일 인
것으로 나타났다.

162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표 4-19> 미국의 2000년도 업종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건수 및 작업손실일
근골격계질환 발생건수

작업손실일의 중앙값
(median day)*

577,800

7일

서비스업

150,800

5일

제조업

140,600

8일

일반소매업

88,200

7일

수송 및 공공시설

73,300

9일

건설업

54,200

10일

도매업

45,100

6일

금융, 보험, 부동산

13,500

7일

농수산업

7,800

8일

광 업

4,500

20일

업

종
계

주 : 작업손실일의 중앙값(median day)은 평균 작업손실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자의 평균 작업손실일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음.
자료 : LOST-WORKTIME INJURIES AND ILLNESSES: CHARACTERI-STICS
AND RESULTING TIME AWAY FROM WORK, 2000(http://stats.bls.
gov/iif/home.htm)

나) 일본의 실태

일본에서 1997년과 2000년 사이의 업무상 질환의 결정 건수를 살펴
보면 전체 신규 건수는 8,000건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차별로 차이
는 없었다.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의 경우가 약 4,000건대로 전
체의 50%를 넘고 있으며,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에 기
인한 질병(근골격계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다(<표 4-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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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일본의 업무상 질환 통계
분 류

1997

1998

1999

2000

8,794

8,811

8,969

8,583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4,743

4,693

4,658

4,344

물리적 인자 - 유해광선,
소음 등

656

612

684

718

1,330
(15.1%)

1,522
(17.3%)

1,727
(19.3%)

1,595
(18.6%)

258

202

200

227

1,480

1,424

1,385

1,322

세균 등 병원체에 의한 질병

179

183

132

159

발암물질에 의한 질병 - 암

38

57

61

72

110

118

121

146

계

신체 과도부담 작업 - 요통,
진동장해, 상지장해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분진 흡입 - 진폐증 등

기타 업무에 기인한 질병

자료 : 대한산업의학회 외, 작업관련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
2003.

다) 국내 근골격계질환 발생 실태

국내의 근골격계질환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02년 현재
1,827명의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직업성 질환자의 발생에 비해 지속적이고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
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표 4-21> 참조).
현재 국내의 근골격계질환은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는 노동강도 증가와 기계화, 자동화로 인한 작업방식의 변화, 잔업, 특
근 등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감소와 교대근무로 인한 작업스트레스 증
가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무관
리나 서비스업 등 기타 산업에서의 질환자의 증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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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근육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연구는 1989년 박정일 등에
의해 누적외상성 질환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근육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직업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
도 이때부터이다(<표 4-22> 참조). 이후에 실시된 연구는 주로 VDT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고, 제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가 단면연구였고 개개인의 자각증상을 중심으로 한 연
구였다. 그리고 이학적 검사와 작업자세를 포함한 작업분석이 동시에
시행된 연구는 그 수가 적었다. 또한 각각의 연구들이 비교군을 설정
하여 교차비나 비교위험도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인간공학적 접근으로 각각의 작업자세 분석에 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근육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는 자각증상에
<표 4-21> 업종별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자 발생현황
구 분

1999

계

190

1,009

1,598

-

6

2

129

457

100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4

4

건설업

6

32

37

운수보관

13

61

126

기타산업

42

158

426

임 업

-

1

2

어 업

-

-

-

농 업

-

2

3

금융보험업

1

26

27

41

129

394

광 업
제조업

기타산업

2000

2001

주 : 산업안전공단에서 2000년도 통계산출부터 재분류하였음. 이에 따라 2001년도 이
전의 통계치는 총계와 분야별 집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유의.
자료 : 노동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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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며, 이전의 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이 여러 직
종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22> 우리나라의 작업관련성 근육골격계질환 연구 사례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증상호소율 혹은 유병률)

박정일 등 전화교환원
(1989) 290명(여)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작업자세평가
- 이학적 검사

- 증상호소율 : 어깨(65.2%), 팔(50.0%),
목(38.6%), 허리(36.2%), 손(34.5%), 등(29.0%),
하지(24.8%)
-근압통유병률 : 어깨(28.6%), 팔(25.5%), 목(5.2%),
허리(2.8%), 손(2.4%)

이원진 등 포장작업자
(1992)
42명(여)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이학적 검진

- 증상호소율 : 손목(57.1%)
- 유병률 : 손목(23.8%), CTS(9.5%)

김양옥 등 전자렌지
(1995) 조립작업자
313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작업자세분석
- 이학적 검진

- 유병률 : 전체 43.8%

이윤근 등 전화교환원
(1995)
3,220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증상호소율 : 32.2%
- 치료경력자 : 45.7%

차봉석 등 전화교환원
(1996)
89명

단면
연구

-자각증상조사

-증상호소율 : 어깨(98.9%), 목(91.2%), 손(89.9%),
허리(89.9%), 팔(88.9%), 등(87.8%), 하지(85.6%)

최재욱 등 생산직근로
(1996)
자 98명
전화교환원
115명

단면
연구

-자각증상조사
-작업분석
-이학적 검진

생산직근로자
- 증상호소율 : 경부(85.2%), 견관절(81.7%),
주관절(34.8%), 완관절(73.0%)
- 유병률 : 35.5%
전화교환원
- 증상호소율 : 경부(51.2%), 견관절(56.1%)
주관절(23.5%), 완관절(31.3%)
- 유병률 : 28.5%

권호장 등 전화교환원
(1996)
111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이학적 검진

- 유병률 : 44.1%

양상혁 등
(1996)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증상호소율 : 어깨(43.9%), 허리(31.8%),
목(31.3%), 배흉부(25.2%), 손목(16.5%),
손가락(8.8%)

- 자각증상조사
- 작업자세분석
- 이학적 검진

- 유병률 : 어깨(78.4%), 목(65.8%), 허리 및
등(45.8%), 손/손목(21.9%)

은행창구
작업자
950명

정해관 등 전화교환원
1996
260명

단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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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작업자
130명

연구내용

연구결과(증상호소율 혹은 유병률)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증상호소율 : 목(36.1%), 어깨(30.3%),
등/허리(25.2%), 팔(1.8%), 손/손가락(10.9%),
다리(10.9%)

김재호 등 상선승무원
(1997)
569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증상호소율 : 허리(40.6%), 무릎(23.9%),
어깨(19.3%), 목(16.3%)

이윤근 등
(1997)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작업분석
- 이학적 검진

- 유병률 : 8.9%

송동빈 등 선박건조작
(1997) 업자 100명
전화교환원
155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작업분석
- 이학적 검진

- 선박건조작업자 유병률 : 29.0%
- 전화교환원 유병률 : 13.2%

이윤근 등 보험심사작
(1998) 업자 448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작업분석
- 이학적 검진

- 유병률 : 목/어깨(36.2%), 손/손목(10.3%)

이윤근 등 자동차조립
(1998)
작업자
517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작업분석

- 증상호소율 : 어깨(36.5%), 허리(36.5%),
다리(35.6%), 손/손목(34.8%), 목(28.3%)
팔/팔꿈치(13.5%)

임현술 등 철강,용접봉
(1999) 제조근로자
1,665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작업자세분석
- 이학적 검진

- 시점유병률 : 19.3%

윤철수 등 자동차시트
(1999) 조립근로자
221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성낙정 등
(2000)

교향악단
연주자
156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증상호소율 : 어깨(59.6%), 등(48.1%),
목(43.6%), 손가락(30.1%), 손목(24.4%),
팔꿈치(23.1%)

박수경 등
(2000)

미용사
267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증상호소율 : 어깨(61.0%), 목(59.9%),
허리(53.2%), 손목 및 손(41.6%)

고상백 등 조선업근로
(2000) 자 9,784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이학적 검사

- 발생률 : 3.1명/1000명당

이윤근 등 자동차조립
(2001)
작업자
796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이학적 검진

- 유병률 : 전체 22.9%

통신회사
작업자
379명

- 증상호소율 : 어깨(52.0%), 목(47.1%), 손목 및
손(39.4%), 팔꿈치(26.2%), 팔(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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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증상호소율 혹은 유병률)

손지언 등 육류 및
(2001) 어류가공근
로자 69명
목재소근로
자 17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수근관증후군 유병률 : 육류 및 어류가공근로자
- 이학적 검사
(26.1%), 목재소근로자(29.4%)
- 신경학적 검사

정희선 등 치과기공사
(2001)
265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증상호소율 : 어깨(81.9%), 목(80.4%),
허리(77.4%), 손목 및 손(49.4%)

강종원 등 게임방
(2001) 이용성인
284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 유병률 : 22.1 ～ 34.8%

전만중 등 치과의사
(2001)
512명

단면
연구

- 자각증상조사

김창선 등 자동차조립
(2001)
근로자
207명

단면
연구

- 증상호소율 : 어깨(42%), 목(39%), 허리(31%),
손목 및 손(23%), 팔(19%), 무릎(12%), 발과
발목(8%)

- 자각증상조사 - 증상호소율 : 허리(73.4%),목(66.2%),
어깨(65.2%), 손목 및 손(59.9%), 다리(56.0%)

자료 : 대한산업의학회 등(2003).

3. 경기보조원의 근골격계 증상 분석
경기보조원 업무를 하기 이전 다른 직종에서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
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280명) 중 29명(10.4%)이었으며, 그 당시 치료
받은 부위가 현재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는 27명(9.6%)으로 조사되어
이들의 신체부위 통증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 각 부위의 통증, 불편감을
경험한 경우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통증, 불편감(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경험한 신체 부위로
는 무릎이 응답자 260명 중 91.5%(2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
깨, 허리, 발목/발, 목,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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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신체 각 부위의 통증 경험
응답자수

지난 1년 동안
통증 경험

지난 1주일에도

손목/손가락

270

204(75.6)

162(79.4)

팔/팔꿈치

272

188(69.1)

152(80.9)

어깨

266

241(90.6)

217(90.0)

목

270

210(77.8)

168(80.0)

허리

258

232(89.9)

217(93.5)

무릎

260

238(91.5)

217(91.2)

발목/발

270

242(89.6)

205(84.7)

변

수

1)

통증 발생

주 : 1) 지난 1년 동안 통증을 경험한 응답자 중 중간 통증 이상 호소자.

[그림 4-11] 중간 통증 및 심한 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
58%
60%

54%

49%

50%
50%

40%

32%

30%
20% 22%

24%

25%
22%

20%
16%

20%

20%
16%

10%

0%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발

중간 통증 심한 통증 이상

한 증상이 지난 1주일에도 발생한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통증을 경험
한 232명 중 93.5%(217명)나 통증이 발생한 허리 부위가 가장 높았으
며, 무릎, 어깨, 발목/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통증 경험이
높은 신체부위는 지난 1주일에도 통증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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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 정도가 중간 통증(업무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및 심한 통증 이상(업무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
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통증 때문에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을 호소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을 때, 중간 통증의 경우
는 신체 부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심한 통증 이상을 호소하
는 경우는 무릎 58%, 허리 54%, 어깨 50%, 발목/발 49%로 높게 나
타났다([그림 4-11] 참조).

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목, 어깨, 팔/팔꿈치, 손목 및 손, 허리, 무릎 등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어느 하나에서 나타나는 ‘아프거나, 쑤시거나, 결리거나, 화끈거
리거나, 저린다’ 등의 증상에 대한 발생 빈도(질병의 frequency : 적어
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지의 기준), 발생 기간(질병의
duration : 한 번 아프면 1주일 이상 지속되는지의 기준), 통증의 강도
(질병의 severity : 작업이 없는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하여 7가지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자
각증상이 있는지 <표 4-24>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었다.
증상 유병의 기준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근골격계
장애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준(기준 1)인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상지(목, 어깨, 팔꿈
치 및 손목) 부위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통증, 쑤심, 저림)이 있는 경
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보조원의 부위별 증상 호소율(기준 1)을 살펴보면, 무릎은 응답
자(267명) 중 82.8%(221명), 발목/발은 응답자(277명) 중 81.6%(226명),
어깨는 응답자(272명) 중 81.3%(221명), 허리는 응답자(265명) 중
81.1%(215명), 목은 응답자(275명) 중 69.5%(191명), 손목 및 손가락은
응답자(274명) 중 62.8%(172명), 팔/팔꿈치는 응답자(278명) 중 60.4%
(168명) 순이었다. 한 부위 이상으로 보았을 때(280명)는 93.9%(263명)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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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기준
구 분

자각증상 호소자의 양성자 기준
(근골격계질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기준)

기준 1
(NIOSH 기준)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 2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작업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을 호소하는 경우

증상의 정도가 심해 근골격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바로 필요한
기준으로 알려진 심한 통증 이상 호소율(기준 2)을 적용하였을 때 무
릎 39.0%(104명), 어깨 29.8%(81명), 발목/발 28.9%(80명), 허리
27.5%(73명), 손목/손가락 11.3%(31명), 팔/팔꿈치 8.3%(23명) 순이었
으며, 한 부위 이상 호소율은 55.0%(154명)이었다(<표 4-25> 참조).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에 의한 한 부위 이상 자각
증상 호소율 93.9%는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
다. 이는 박수경 등(2000)이 조사한 미용사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94.4%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외 타연구에서 나타난 전화번호 안
내원 50.4%(정해관 등, 1997), 포장부서 근무자 66.7%(이원진 등,
1992), 상선 근무자 68.5%(김재호 등, 1998), 음악가 79.6%(성낙정 등,
2000) 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경기보조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상자와 진단 및 판정기준이 서로 달
라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각증상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이학적 검사를 추가로 진단기준으로 사용한 연구에 비하
여 유병률이 2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실제 의학적 진료를 통
해 유병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신체부위별로 보았을 때,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상지와
허리 부위에 증상호소가 많았던 것에 비해 경기보조원에서는 무릎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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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목 부위에 증상호소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성 재
해 경험과 현재 건강문제, 병원 진료 병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
어 경기보조원의 업무 특수성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신체부위

응답자

양성자기준 1
(NIOSH기준)

양성자기준 2

손목/손가락

274

172 (62.8)

31 (11.3)

팔/팔꿈치

278

168 (60.4)

23 ( 8.3)

어깨

272

221 (81.3)

81 (29.8)

목

275

191 (69.5)

38 (13.8)

허리

265

215 (81.1)

73 (27.5)

무릎

267

221 (82.8)

104 (39.0)

발목/발

277

226 (81.6)

80 (28.9)

한부위 이상

280

263 (93.9)

154 (55.0)

4. 위장 증상
현재 명치 통증, 포만감,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 불규칙한 배변 습
관, 속 쓰림 등의 위장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응답자(280명)의 96.4%
(270명)였으며, 증상의 정도는 매우 심한 통증이 6.3%(17명), 심한 통
증이 28.5%(77명)로 나타나 위장 증상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표 4-26> 참조).
느끼는 위장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263명)
의 75%가 업무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12] 참조).
업무 중 식사의 형태는 불규칙하고 자주 거르는 경우가 77%로 나
타나 대부분을 차지했다([그림 4-13] 참조). 식사의 형태가 불규칙하
고 자주 거르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경기보조 업무 중 식사시간에 손
님보다 늦게 식사를 하게 되며, 손님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경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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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해야 하는 등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 식사시간은 4.1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사시간이 2분 이하인
경우도 36.5%(96명)이었다. 짧은 식사시간은 위장 증상이 심해지는 것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짧은 식사시간에 의해 위장증상
이 심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식사가 불규칙하고 자주 거르는 것도 위
장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4-27> 참조).
<표 4-26> 현재 위장 증상의 유무 및 증상의 정도
현재 위장 증상이 있는 경우

예

270(96.4)

위장 증상의 정도

빈도(%)

약한 통증

63(23.3)

중간 통증

106(39.3)

심한 통증

77(28.5)

매우 심한 통증

17( 6.3)

무응답

7( 2.6)

아니오

10( 3.6)

-

-

계

280(100)

-

270(100)

[그림 4-12]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 정도(n=263명)

별로 연관 전혀 연관없다
1%
없다
2%

모르겠다
1%

약간 연관
있다
21%

매우 연관이
깊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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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업무 중 식사의 형태

일정시간/
규칙적 식사
1%

불규칙/
거르지 않음
7%

불규칙/
가끔 거름
15%

불규칙/자주
거름
77%

<표 4-27> 평균 식사시간과 위장 증상의 분포
위장 증상 정도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2분 이하 16(16.7)
평균
3 ～ 5분 31(23.3)
식사시간
6분 이상 16(47.1)
계

매우 심한
통증

합계

32(33.3)

38(39.6)

10(10.4)

96(100)

64(48.1)

31(23.3)

7( 5.3)

133(100)

10(29.4)

8(23.5)

0( 0.0)

34(100)

63(24.0) 106(40.3) 77(29.3)

17( 6.5)

263(100)

주 : p < 0.001 by x2 test

5.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애
골프경기장의 경기보조 업무는 업무의 대부분이 야외에서 수행이
되며, 이러한 야외 업무로 인해 태양광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
장시간 서 있거나 계속 걷는 업무, 또한 잔디를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연중 내내 제초제를 비롯한 다양한 농약을 살포하게 되어 여러 가지
유해요인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유해요인
에 대한 노출은 직접적인 환경측정과 의복 및 피부의 노출 측정에 의
해 평가가 되어야 하나, 현재 수준에서는 몇 가지 증상 경험으로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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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야외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에 대한 조사결과 렌즈
및 태양 광선에 의한 눈병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약 중독
증상 47%, 더위와 태양광에 의한 일사병 45%, 일광 피부병 41%, 하
루 종일 걷는 일로 인해 발생된 무좀 40%, 풀 등에 의한 접촉 피부염
2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참조). 렌즈에 의한 눈병의 경우 많
은 골프장에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안경 착용을 금지시키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하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사병과 일광
피부병은 태양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약중독 증상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연중 살포하는 농약에 경기보
조 업무 도중 직접 접촉되거나 미리 살포된 농약이 잔디나 나뭇잎에
남아 있다가 간접적으로 피부에 접촉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4-14] 야외 업무와 관련된 건강장애
80%
80%
70%
60%
50%

45%

41%

47%

40%

40%
30%

20%

20%
10%
0%

일사병

일광피부병

무좀

눈병(렌즈,일광)

접촉피부염(풀)

농약중독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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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트레스 증상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는 외국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
화된 검사도구를 이용, 우리나라에서 김광일 등(1984), 김재환 등
(1984)에 의해 한국판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져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
족할 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이 정신진단검사는 전문적인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일차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
며, 검사의 실시, 채점을 비전문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
된다는 이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는 90개의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져 다

양한 영역의 정신심리상태를
․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 조사
에서는 신체화 증상(자율신경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신체 여러 기관
의 통증 및 기능장애 증상) 12문항, 우울 증상(스트레스 등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에 의해 발생되는 감정 리듬의 이상) 13문항, 불안 증상

10문항으로 되어 전체 35문항으로 경기보조원들의 정신심리적
․
특성
을 평가하였다. 채점은 각 문항에 따라 0～4점을 부여하고 각 증상별
로 총점을 구해 문항수로 나눈 값(raw-score)을 일반인구군의 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T 점수(T score)10)로 변환하여 평균점수

를 보았고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분포를 보았다.

일반인구집단에서 측정된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raw-score로 비

교)과 경기보조원들에서 측정된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경기보조원에
서 3가지 증상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어 경기보조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28> 참조).

10) 표준점수의 한 종류로서 점수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개인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점수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68% 정도가 40～60점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되며, 30～70
점 사이에는 대략 95% 정도의 사람들이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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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여자(전원 여자)
Norm2)

Subscale

경기보조원

Mean

S.D.

Mean

S.D.

t-value

신체화증상 (SOM)

0.97

0.64

1.98

0.96

18.26*

우울증상 (DEP)

1.16

0.68

1.77

1.01

10.39*

불안증상 (ANX)

0.93

0.66

1.68

1.09

12.41*

주 : 1) * : p < 0.05 , by t-test
2) 일반인구군의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김광일김재환원호택
․
․
,
진단 검사 실시요강 ,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4:1～39).

간이 정신

<표 4-29> T 점수로 변환한 증상 점수의 평균
응답자수

최소 점수

최대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신체화 증상

276

36.00

97.00

65.79

14.90

우울증 증상

269

33.00

92.00

59.09

14.88

불안 증상

275

35.00

96.00

60.77

16.59

T 점수로 변환하여 평균을 보았을 때, 신체화 증상은 평균 65.7점,
우울 증상은 59.1점, 불안 증상은 60.8점으로 나타나 신체화 증상 점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29> 참조).
T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일반인구군에서는 누적 분포가
97.5%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심리적 증상이 높게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한다. 70점 이상인 경우를 이상자로 정의하여 분류하였을 때,
신체화 증상에서 42%, 불안 증상에서 29%, 우울 증상에서 25%가 70
점 이상으로 나타나 이상자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
히 신체화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4-15] 참조).
현재 육체적 부담정도, 건강상의 문제, 근골격계 증상, 위장 증상
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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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표 4-30> 참조).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정도가 건강상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4-15] T 점수가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비율
42%
45%
40%
35%

25%

29%

30%
25%
20%
15%
10%
5%
0%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표 4-30> 증상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비교
설문 문항

응답수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매우 힘들다 226

66.8(±14.9) 60.1(±14.9) 61.9(±16.6)

약간 힘들다

50

61.4(±14.2) 54.5(±14.3) 55.8(±15.6)

현재 건강상의
***
문제

있 다

245

67.1(±14.6) 60.4(±14.8) 62.0(±16.7)

없 다

31

55.5(±13.5) 48.6(±10.6) 51.1(±12.1)

한 부위 이상
근골격계
*
증상(기준 1)
한 부위 이상
근골격계
증상(기준 2)***

있 다

259

66.4(±14.6) 59.6(±14.7) 61.3(±16.4)

없 다

17

56.5(±16.6) 50.3(±15.9) 52.7(±17.6)

있 다

150

69.6(±13.7) 62.7(±13.8) 64.3(±16.4)

없 다

126

61.3(±15.1) 54.7(±15.0) 56.4(±15.9)

있 다

266

66.6(±14.6) 59.7(±14.8) 61.5(±16.4)

없 다

10

45.7(± 5.4) 42.2(± 5.1) 42.0(± 7.8)

현재 육체적 부담
***
정도

*

위장 증상

주 : * : p<0.05, *** : p < 0.001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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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에서는 응답자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추
측으로 응답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 문항 보기에 ‘모름’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모름’에 응답한 사람은 무응답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위해 골프장에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
는지를 질문하였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자(278
명)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100.0%(278명)로
조사되었다(<표 4-31> 참조). 즉 모든 응답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
로부터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표 4-31>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n = 278)
문

항

구 분
예
아니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0

0

0

0

278

(100.0)

278

(100.0)

278

(100.0)

278

(100.0)

11) 설문에 응답한 경기보조원(280명) 소속 8개 골프장 중 6개 골프장에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2003. 9.～10.).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경
기보조원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6개 사업장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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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사고질병
․
․
관련 민간보험 가입여부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79명) 중 53.8%(150명)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2> 참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응답자(127명)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92.9%(118명)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이미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필요성을 느낀 응
답자라고 분류할 때 대부분(150명＋118명＝268명)의 응답자가 상해, 사
고 및 질병과 관련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32>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 여부
문

항

민간보험 가입 여부(n=279)

민간보험 가입 필요성 여부(n=127)

구분

빈도

(%)

예

150

(53.8)

아니오

127

(46.2)

예

118

(92.9)

아니오

9

( 7.1)

3. 회사의 민간 상해보험 가입 권유
회사로부터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276명)의 57.6%(159명)가 회사로부터 아무 권유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표 4-33> 참조). 회사가 일괄적으로 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9%(41명)였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한 41명에게 보험료
부담 주체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7.6%(40명)가 모두 보험료를 회
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12) 설문에 응답한 경기보조원(280명) 소속 6개 골프장에 민간 상해보험 가입여부
를 설문한 결과, ‘골프장측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이 3개 골프장, ‘개인적으로 가
입하도록 하고 있다’가 1개 골프장,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2개 골프장이다. 골
프장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3개 골프장), 보험료 부담은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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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 권유 여부
문

항

구

가입권유(n=276)

보험료 부담자(n=41)

분

빈 도

(%)

예, 개인적으로

76

(27.5)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41

(14.9)

아니오

159

(57.6)

회사 전액부담

40

(97.6)

본인부담

1

( 2.4)

4.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의사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280명)
의 99.6%(279명)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4> 참조). 이 중 회사가 전액부담할 때만 원한다는 응답자가 89.6%
(251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원하는 응답
자가 9.6%(27명)로 조사되었다.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27명)와 본인이 전액부담하더라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표 4-34>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 여부
(n = 280)
문

항

가입희망 여부

구
예

아니오

분

빈도

(%)

회사가 전액부담할 때만 원함

251 (89.6)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원함

27

( 9.6)

본인이 전액부담하더라도 원함

1

( 0.4)

1

( 0.4)

전액부담, 경기보조원 전액부담, 골프장과 경기보조원 공동부담이 각각 1개 골
프장씩 조사되었다. 이는 경기보조원 설문에서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한 경우
97.6%가 골프장 전액부담이라고 응답한 것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1개의 골프장에서 2,081만원으로 응답하였고, 1인당 보험
료로 계산하여 보면 연간 약 1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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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산재보험 가입방법
(n = 28)
문 항

구

가입방법

분

빈 도

(%)

원하는 사람만 가입(임의가입)

13

(46.4)

무조건 가입(강제가입)

15

(53.6)

주 : 중복응답.

응답자(1명)에게만 질문하였다. 이들(28명) 중 임의가입이 46.4%(13
명), 강제가입 53.6%(15명)로 나타났다(<표 4-35> 참조). 즉 일정부분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강제가
입과 임의가입의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근로복지 관련 개선사항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 18가지 중 3가지를 지적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
체응답자(279명) 중 첫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산재보험을 비롯
<표 4-36>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
(n = 279)
구

빈 도

(%)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256

(91.8)

근로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적용)

252

(90.3)

당번제 폐지

16

( 5.7)

라운딩 횟수 조정

3

( 1.1)

직장내 인격적 대우 및 성희롱 금지

173

(62.0)

소득 수준 개선(캐디피 인상)

49

(17.6)

정기 건강검진 실시

32

(11.5)

사고와 질병시 불이익 방지

44

(15.8)

주 : 중복응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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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보험 가입 91.8%(256명), 두 번째는 근로자성 인정 90.3%(252
명), 세 번째는 직장내 인격적 대우 및 성희롱 금지 62.0%(173명)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1. 소득산정방법지급시기
․
등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소득은 라운딩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라운
딩 횟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순번에 따라 정
해진다. 라운딩마다 지급되는 캐디피 산정방식은 응답자(280명) 중 회
사에서 결정이 98.6%(276명)로 조사되었다(<표 4-37> 참조). 지급시
기는 수시로 라운딩 투입시마다 63.6%(178명), 매일 1회 34.6%(97
<표 4-37>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월별 특성에 따른 차이 관련 내용
(n = 280)
문

항

캐디피 산정방식

구

분

회사에서 결정

빈도(%)
276 (98.6)

고객이 임의로 결정

2

( 0.7)

경기보조원이 결정

2

( 0.7)

매월 2회

1

( 0.4)

매주 1회

4

( 1.4)

매일 1회

97 (34.6)

수시로(라운딩 투입시마다)

178 (63.6)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있음

278 (99.3)

따른 차이 여부

없음

지급시기

2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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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조사되었다13).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소득 차이
여부는 99.3%(278명)의 응답자가 계절에 따라 소득차이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14)

2. 소득관련 사항
골프장 경기 보조원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전체 응답자(280명) 중
평균 1,542만원으로, 이 중 1,001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응답자가
51.1%(14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01만원 이상 2,000만원 이
하 응답자가 46.1%(12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38> 참조).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280명) 중 100.0%(280
명)의 응답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
<표 4-38> 실질소득
문 항

구 분

빈도 (%)

연평균 실질소득

1,000만원 이하

4

(n=280)

1,001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143 (51.1)

평균

( 1.4) 1,542.2만원

1,501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129 (46.1)
2,001만원 이상

4

( 1.4)

13) 설문에 응답한 경기보조원(280명) 소속 6개 골프장에 캐디 피 지급방식에 관해
설문하였다. 6개 골프장 모두 캐디 피는 라운딩당 지급되고, 캐디 피 이외에
골프장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캐디
피는 회사에서 결정한다’가 3개 골프장, ‘고객이 결정한다’가 2개 골프장으로 나
타났으며, 지급방식은 6개 골프장 모두 고객이 직접 지급한다고 응답하였다.
14)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현재
산재 보험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산재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15) 마찬가지로 설문에 응답한 경기보조원(280명) 소속 6개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
원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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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소득신고 여부 및 소득신고 종류, 방법
문 항

구 분

빈도

(%)

소득 신고 여부

예

0

-

(n=280)

아니오

280

(100.0)

3. 가족관련 사항
응답자의 가족관련 사항을 보면 가족수는 응답자(279명)의 평균이
3.1명이며, 이 중 3명 이상 5명 이하가 52.3%(14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이하 39.1%(109명)로 조사되었다(<표 4-40> 참조). 이 중
소득이 있는 가족수는 평균 1.8명으로, 본인 포함 혼자가 45.7%(128명)
로 가장 많고, 2명이 37.5%(105명)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있는 가족수
가 2명 이상인 응답자(152명) 중에서 주 소득원자는 본인이 38.2%
(58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배우자 28.9%(44명), 부모 19.7%(30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0> 가족관련 사항
문

항

구

분

빈도

(%)

평균
3.1명

가족수(응답자 포함)

2명 이하

109

(39.1)

(n=279)

3명 이상 ～ 5명 이하

146

(52.3)

6명이상

24

( 8.6)

소득이 있는 가족수

1명(본인)

128

(45.7)

(n=280)

2명

105

(37.5)

3명 이상

47

(16.8)

가족 중 주 소득원

본인

58

(38.2)

(n=152)

배우자

44

(28.9)

부모

30

(19.7)

형제자매

20

(13.2)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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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1. 사례별 사고 및 질환에 관한 면접내용
<사례 1>
개인사항

이-3 ○○, 여성, 33세, 가족생계 주책임자(○), 13.5년

사고 및 질환
발생경위

골프장에 끄는 거 카트를 1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요… 손목에 이상하고,
허리, 언덕받이 올라가게 되면 꾸부리게 되니까 허리 이상하고, 손목, 어
깨, 관절 그런 부분에 이상이 많이 오더라구요… 안구건조증 계속 달고
있고,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에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발목부터 물혹이라구요… 걸으면 물혹이 생기더라구요. 발등 같은
데 물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계속 재발하고 있는 실태에요. 거
기서 운동화로 인해서 온다고 하더라구요. 시작한 지 한 1년 반 되니까
그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구요. 입사하고 거의 7년, 8년 되니까 무릎하고,
허리에 이상이 나타나더라구요.

사고(상해) 및
질환의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애기도 낳은 상황인데, 저희가 9년, 8년 됐을 때 애기를
낳았는데 자연분만을 못하고 수술을 했어요. 골반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
더라구요. 심한 운동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애 낳고 조금
있고 나서는 무릎팍 같은 경우는 골프장으로 왔을 때 이 무릎팍이 똑바
로 서 있질 못하고 무릎팍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달 반
치료를 계속 받다가 병가처리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고처리 및
치료 과정

저희 같은 경우는 뼈 같은데… 손목하고 어깨하고는 부황 뜨고 침으로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형외과 그런 걸로는 잘 안 되더라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전혀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래 사용
하거나 꺾거나 그렇게 하면 (손목을) 되게 못 써요… 전혀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요… 수동카트 끌 때 그걸로 인해서 일할 때 쉬곤 하면 허리
같은 건 펼수가 없어요.
지금 안과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 달고 산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거의 렌즈 끼고 3년째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10년.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치료받구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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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의료보험 하고 하니까, 그때 2주 정도 일을 못했거든요. 수술하고
뭐하는 사이에 근무를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거 하고 손해본 게 꽤 되
죠. 그때 상황에서는 통원하고 병원하고 해서 개인당 몸이 안 좋으니까
인제 보험을 개인으로 들은 게 있었어요. 입원을 했으니까 고거에서 만
원 뭐 빠지는 걸로 충당을 하고 거의 2주 동안 그런 식으로 했죠. 약값
하고, 병원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카바가 되니깐요 얼마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약해먹고 해서 한 달로 따지면 한 30만원 정도… 순
수하게 병원비는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침 맞으러 댕
기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죠.
상해(질환) 치료 저희가 관절에 이상 있으면 무릎 같은 거 이상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중 또는 이후에 서 아프거나 신경통이 오거나 하면은 계속 병원 댕겨요. 일을 중간중간
일을 지속했는지 하게 되니까 치료를 계속 받는 상황이구요.
여부
회사에다가는 병가처리를 하고 갔어요. 지금 회사에는 진단서에 있는 거까
지 자기가 쉬길 원하면 쉬게 하는데 전에 있는 데는 거의 그게 안 돼요. 진
단서에 2주 나오면 1주일. 그러니까 더 무리가 가는 게 돼요. 그 전에 있던
데는 2주 쉬라면 1주일, 실밥 뽑고 바로 나오는 그런… 그리고 와서 1번 라
운딩하고 2(라운딩 2회)를 뺀다든가 뭐 조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후유증 여부 및 계속 일하고 그러니까 계속 (병을) 달고 있는 거죠. 일 나가는 거에서는
그로 인한 일의 중간에 몸이 진짜 아프거나 하면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구요.
지장 정도
근데 발등은 계속 물을 빼고 있는 편이구, …발목 같은 경우 검사를 한
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는 판이구요. 그거는 계속
재발하는… 왜냐면 운동화하고 일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거는 계속 재발
이 될 거라고. 한 달이 안 돼서 물이 차요, 그기에(근육에).
사고처리 및 질
환치료 중 사업
주나 관리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발목물혹 수술) 그때는요 1주일 병가처리를 하구요, 다시 나와서 다시
병가를 내는 그런 거였어요. 수술자국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여기
조퇴하러 와야 되고 병가 내고, 또 회사에서 부르는 일이 있어가지고 거
기 가게 되면 그때는 실밥이 터지는 바람에 꼬맨 상태 상처가 여름이고
그래서 재발하는 그걸로 인해서 다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회사에다 제
출하고 그리고 상처를 보여준 다음에 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술비 치료비 주는 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배려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쉬라고 하는 거보다 조퇴한다. 그러면 2시까지 팀을 받으면
백(bag)을 계속 날라줘야 돼요. 아픈 몸을 해도 회사일을 도와야 돼요.
청소를 한다든가 그걸 한 다음에 조퇴해야 돼요. 바로 조퇴가 아니라 아
프면 대기실에 있다가 내려가라는… 딴 데는 더한 데가 되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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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여기로 온 지는 3년 좀 넘었어요. 전에는 수동으로 하다가 도저히 무릅
질환치료 중 팍, 무릎 같은 거, 허리하고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여기로 옮기게 된 계
당사자의 느낀 기가 그거이거든요.
점이나 이후
대응태도
…아프고 해도 안부전화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사
람 취급도 전혀 안 하는데요.
(개인보험, 암보험 그런 걸 든 계기는) …리프트에서 언니가 떨어진 거
보고 나서 하나도 그게(보상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이라도… 저희 지금
회사에도 리프트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
상이 안 돼요. 골프채하고 손님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데 저희는
안 돼요. 그런 거 때문에.
사고(질환)발생 (상해보험 같은 건) 그냥 본인들이 들어라구… 본인들이 원하면 들라구.
이후 직장의 회사에서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경기보조원 재해예방 위해 어떤 노력
태도 및 조치 도) 없어요.
사항
그리고 타구사고가 나서 머리를 맞는다든가 해도… 요번에 언니가 볼을
맞았는데 허벅지를 맞았어요. 2주 진단이 나와서 2주 동안 쉬는데 손님
이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서 주는 것도 아니구.
어찌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다 부담하고 치료받고 있거든요.
(타구사고 경험) 저희는 한 번이 아니에요. 볼을 한 번 맞으면 기본적으
로 충격이 크지 않다고 해도 2, 3일 좀 심하다 싶으면 진단서 해다가
쉬고. 볼 맞아도 경기과에서는 저희 책임이라고 하죠.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동료
의 경험사례

한 10년 하다 보면 거의가 무릎관절, 디스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구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언니 같은 경우도 15년 됐는데 그
언니도 안구건조증, 저하고 비슷한 정상이 다 있어요. 몸에, 뼈에 이상
이 있는 거는 다리나 허리 기본적으로 다 있어서 일 못하는 건 똑같구
요.
옆에 있는 골프장 생활 거의 비슷하게 했던 사람도 보면 거의 자연분
만하신 분이 없어요. 거의 수술하고 그랬어요. 언니들 같은 경우 생리
불순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언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병을
달고 살아요.
…요번에 골프장에서 손님이 휘두르던 골프채에 언니가 다쳤어요. 그
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
거 다 본인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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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골프장에 있었을 때요 언니 하나가 리프트에서 떨어졌어요. 타고
있는 리프트에서 카트를 잡다가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언니가
하반신 불수가 됐는데도 회사에서 전혀 보상받지도 않고 본인이 다
그래서 그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회사에 왔을 때는
노동조합에 들은 게 그 이유에요. 몸도 안 되고 사람 인간대접도 못
받고… 보상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노동조합에 들은 게 그
이유가 제일 컸거든요.

<사례 2>
개인사항

송 ○ ○ , 여성, 36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X), 현 직종 경력 9년

사고 및 질환 생리도 불순이 아니었는데, 생리도 불순이 되구… 일하고부터 한 1년도
안 돼서 저는 그렇게 됐어요. 전에 임신을 했었는데 자연유산이 한 번
발생경위
됐어요. 거의 2개월 정도 돼서… 일을 하고 만 3년 만에 임신했는데 유
산됐어요. 그때 일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지금도 어깨, 등쪽 다 나무
장작 같애요. 뻣뻣해요, 지금 2주진단을 하고 쉬고 있는데, 더 쉴까 하
는데도, 처음에 등이 아파서 허리가 접질렀나 싶어서 쉬었어요. 등을 치
료하다보니까 위쪽이 또 아파요. 전체적으로 다 아프더라구요. 등 아픈
건 골프장 들어간 지 6년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때부터 계속
치료받고 있어요.
사고(상해) 및 발 인대도 한 번 늘어나서… 오른쪽 발 인대가 늘어나서 한 달 정도 쉬
었어요. 발 인대는 입사해서 6년째부터 그랬어요. 한 달 보름 동안 치료
질환의 정도
를 했어요. 발 인대 늘어났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한 달
반 동안 면접보고, 라운딩 익힘)받을 때였어요.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
지만이 합격이 돼서 미리 번호를 받거든요. 거의 18홀(13km 정도)을 뛰
어다녀야 돼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뛰고, 그랬더니 갑자
기 다리가 인대가 늘어났죠.
조금 관절이 있기에는 거기(이전 골프장)서 3년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
나는 정도였는데, 여기 옮기고부터는(2000년도) 좀 심해지더라구요.
등이 전체적으로 아파요. 지금도. 허리는 조금 나았어요. 병원에서는 척
추가 항상 스트레스가 쌓여 있대요. 근육이 항상 뭉쳐있다네요.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쉬어주지를 못하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에요.
저는 지금 요번 주 토요일까지 병가가 끝나요… (진단이) 12주인데도
그전에 또 가서 조퇴를 하고 일을 해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아침에 일어
나니까 허리를 못 피겠는거에요. 그날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오기
전이면 항상 아파요, 저는 지금 계속 아픈 상태에요.

골프장경기보조원업무상 재해질
․ 병위험

사고처리 및
치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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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하루는 물리치료, 하루는 한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고 그 다
음 날은 침 맞고… 병행을 하는 거에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니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깐… 저는 거의
병원을 달고 다니는 편이7에요. 매달 병원을 다니는 편이요. 한 달에 두
번을 더 다녀요.
개인보험 든 거 있어요, 상해보험 그런 거. 쉴 때 한 2주 하면 치료비, 약
처방도 하고… 대강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열흘 정도 가니깐요. 하루에 그냥 돈 만원 빠지는 건 쉬워요.

상해(질환) 치
한 번 병원을 가게 되면 한 번, 두 번 가서 낫는 게 아니라 쭉 가게 되
료 중 또는 이
는 거에요. 한 번 아프면 2주를 쉬어야 되니까… 2주 쉬고 조금 괜찮다
후에 일을 지
싶으면 또 일을 해요. 나가다 보면 또 무리가 되면 등이 아프고 일을
속했는지 여부
못할 정도에요. 2주 쉬고 또 일하고… 저는 거의 그런 편이에요.
병원에서 무리를 해서 발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열심히 치료를 하
다보니까 좀 괜찮은데 그래도 완치가 안 되는 거에요. 회사에 라운딩을
맨날 일을 하니깐… 또 쌓이잖아요. 조금 그래 있다 또 시큰시큰거려요.
시큰시큰거리면 무서워서, 더 접질러서 더 일을 못할까봐 또 쉬는 거에
요. 하루 정도.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도 심하니까 2주 정도 쉬고.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
도

비 오기 3,4일 전부터 신호가 와요. 온 몸이, 손목 같은데… 시큰시큰거
려요. 어깨가 짓눌리고 근육이 막 뭉친 거 있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날이 흐리고 비오는 날은 두통이 심해요. (손)
저는 병가를 많이 냈어요. 평균 2달 일하고 2주 쉬고… 저는 그렇거든
요.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거죠.
초기 한 2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잘 했어요. 그 후부터는 몸이 죽겠더라
구요, 2,3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지금은 두 번씩 뛰는 건
너무 무리에요. 한 번도 솔직히 저는 무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두 번
씩은… 눈치보여서 어쩔 수 없이 2(라운딩)나가면 저는 울면서 돌아요.
두 달 전에 설거지를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에요. 1주일 정도 쉬면
되겠지 하고 쉬었어요. 그러고 다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공을 닦
고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에요. 허리가 아파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다보니까 조금만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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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저는 많이 쉬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많이 눈치가 보여요. 너무
많이 쉬니까 (병가를) 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회사에서는 아예 다 낫
고 나와라 그러는데… 차라리 그러니깐 쉴려면 그만두라는 식이죠.
병가 낼 때 회사에서 많이 쉬게는 안 해주죠. 일은 무조건 하게끔 하죠.
만약에 아파서 2주 진단을 가져가면 2주 진단까지만 일을 완만하게 그냥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우니까 작년에 한 번 쓰러졌어요. 코스에서
거의 탈진돼서…한 5홀 돌고 그냥 바로 걷는 것도 힘든데 앉았다 일어나
니까 그냥 노랗게 되더니 거멓게 변화더라구요… 그늘진 곳까지 가서 경
기과에 전화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
더니 (대체할) 언니가 없대요. 거의 울다시피 얘기를 했죠. 나 진짜 못하
겠다고. 몸을 이끌고 그냥 하다가 인제 거기서 꾀병인가 아닌가 하고 보
러 왔더라구요, 덥다 못해 춥더라구요. 거의 뭐 주저앉았죠. 그랬더니 카
트가 와서… 언니를 데리고 왔더라구요.

사고처리 및 (병가를)맨날 그렇게 낼려면 저는 미치겠어요. 눈치가 보여서. 몸은 안 따
질환치료 중 라주지, 일은 해야 되겠지…
당사자의 느낀
(상해보험 같은)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점이나 이후
위해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자비로 다 해야 되니까.
대응태도
처음부터 들은 건 아니구요, 있다 보니까… 본인이 볼을 한 번 맞아보든
가 다쳐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다 들죠…
(병가 낼 때 따뜻한 배려의 말도 없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무표
정. 그런 거 보면서 비참하죠. 저 자신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태까지 본인부담이었으니까. 제가 노
동조합을 하게 된 게 진짜 보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진짜 인간대접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다쳐도 보상 같은
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사고(질환)발생
이후 직장의
태도 및 조치
사항

…정년은 32살이라고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협에 부장 되는 걸로
해서 있는 거구… 딴데는 서른 넘어가면 좀 갈구어서 내보는 그게 많다
고 하더라구요. 경기과에서 그렇고, 인제 회사에서 나이 어린애들도 많고
하니까 병가처리도 안 해주고 가라 그러는 경우가 많대요.

골프장경기보조원업무상 재해질
․ 병위험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동료
의 경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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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농약, 꽃가루, 덥고 그러다보면 볼 닦다보면 손
에 약 같은 게 묻을 게 아니에요. 그게 닦다 그렇게 하다보면… 특히 제
일 심할 때는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그때가 농약을 제일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제초제 냄새가 심하니까 거의 5시간, 6시간 잔디에서 일하다보
면 구토증상하고 머리 아픈 건 기본이에요. 눈이 아파서 눈을 떨 수가
없어요. 막 가렵고, 퉁퉁 붓고 눈에서 고름 같은 게 나와요. 그거는 언니
들 거의 다 그래요.
카트사고 외에도 리프트, 카트 타구, 골프채 사고 그런 위험이 있죠.

<사례 3>
개인사항

강 ○ ○ , 미혼 여성, 28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X), 현 직종 경력 8년

사고 및 질환 저 같은 경우는 고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1년에 1, 2회 정도 하혈을
하거든요. 그게 전에는 없었던 거고, 제가 햇수로 올해 8년찬데 하혈을
발생경위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때마다 제가 병가 내고 다녔는데… 시스템
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서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요, 야마라고. 서서
타다보니까 허리 같은데 그런 데도 많이 무리가 가고… 그러다보니까 하
혈하는데 자궁 쪽이 많이 약해지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다 그
러더라구요. 이거를 고칠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사고(상해) 및 겨울 지나서 일을 한참 시작할 때, 그때 한 번 정도. 올해도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전달에. 지난 겨울에도 한 번 갔다왔구요. 해마다 늘 그렇
질환의 정도
게 했는데… 처음 하혈하기 시작했을 때는 한 3일, 생리가 늘 불규칙하
고…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하혈할 때는 한 3일, 4일 가
구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병가를 내고 좀 쉬어야죠.
사고처리 및
치료 과정

(치료는) 멈출 때까지 주사(호르몬제)는 맞아요. 약은 한 2,3일 더 먹
고…그거 맞으면 통증은 많이 없어져요. 이런 거는 처음 아플 때는 많
이 아픈데 점점 미세하게 아프다가 주사 맞고 하혈이 없어지면 그 다음
에 없어져요. 통증이.
겨울에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되는데, 갑자
기 봄에 일이 많아지면 2월달하고 3월달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3
월부터 갑자기 하루에 한 번씩 일해야 되니까 신경도 써야 되고… 거의
보면 봄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거나 일을 갑자기 많이 한다거나 하면
그런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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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나 무릎통증은 어쩔 수 없이 물리치료를 받죠. 허리 아픈데 참을
수는 없잖아요. 꾸준하게 받지는 않아요. 그냥 아프면 가서 받고… 일하
다보면 유난히 한쪽 무릎이 아프다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빠를 때는
하루만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고, 아니면 한 3일 받아요.
(8년동안 일하면서) 사고는 없었는데, 제가 발목수술을 했거든요. 원인
모를 혹이 나가지고. 그때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어디서 삐
긋했는데 모른다 그러더라구요. 처음에는 양성종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많이 삐긋삐긋하거든요. 작년 2월에 수
술했어요. 알기는 작년 11월달인가 알았어요.
상해(질환) 치
료 중 또는 이
후에 일을 지
속했는지 여부

병가를 내야죠. 진단서 끊어다가… 한 2개월 내고 그때 가서 좀 괜찮다
싶으면 일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일하는데, 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진
단서 끊어다 병가 내고 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만 돌게 해달라 부
탁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도는 걸로.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
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직업을 오래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오래 하다보
면 병이 하도 많으니까… 하다못해 호흡기도 문제가 있죠. 제초제 같은
거 때문에. 관절염 이런건 기본적인 병이니까. 어쩔 수 없는 병을 얻어
나가는 거고… 오래 하면 오래할수록 병은 깊어지는 거니까. 무릎, 발목,
허리, 손목, 뭐. 목, 어깨…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마스터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우격다짐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아
프다는데…
작년에는 한참 일을 못했어요…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건) 그런 건
없죠.
원래 자비로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원래 경기보조원은 쉬거나 휴가를 가
면 다 무급이거든요. 어디 아프다, 뭐 심지어 볼 맞아도 자기가 다 치료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신경 써주는 건 없어요. 병가를 내주는 거밖에는.

사고처리 및 (무급 병가)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당연히. 제가 그것 때문에 만약
질환치료 중 에 병가를 냈는데, 병가 안 받아주고 ‘너 아파도 나와’ 이랬는데, 제기
당사자의 느낀 못나가잖아요 아프면. 못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무단으로 처리했을 때
점이나 이후 ‘너 해고야’ 짤려요. 병가 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대응태도
지금 뭐 진짜 잘 벌 때 200(만원) 넘게 벌고 못 벌 때는 한 달에 10만
원 벌고 하는데, 차라리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하면 훨씬 낫죠. 한
달에 100만원 줘도 그게 나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아파서 회사 때문에
다쳤다 그러면 혼자 억울하진 안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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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환)발생 (안전교육) 그런 건 없어요. ‘잘해라, 볼 앞에 나가지 마라, 볼 맞으면
이후 직장의 너만 억울하다’ 그런 것이죠, 말 한마디가…
태도 및 조치
사항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동료
의 경험사례

저희는 기본적으로 관절염, 이런 건 기본적인 병이니까. 여기 오래된 언
니들 다 그래요. 오래 하면 오래할수록 병은 깊어지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골프장에는 특히 보면 알레르기성, 제초제
라고 할 수 있죠. 제초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더
라구요, 유산도 있다구… 그 약성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구요, 들
은 얘긴데… 일을 그만뒀는데 아이를 두세 번 유산했다… 병원 갔더니
뭐 체혈 속에 알레르기성 어쩌구 저쩌구 그랬다 그러더라구요. 제초제
나 약성 그것 때문에 원래 다른 알레르기가 없는데, 피부에 막 뭐 나거
나 호흡질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낮에 농약뿌리는 작업을 많이
해요. 냄새가 막 날 정도에요. 손님들도 이렇게 막고 다니고… 손님들은
막고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례 4>
개인사항

조-2 ○ ○ , 미혼 여성, 28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X), 현 직종 경력 5년

사고 및 질환 저는 다친 건 아니구요, 제초제 때문에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같은
발생경위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구요, 도우미 시작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였거든요. (병원에서는) 정확하게는 얘
기 안 하구요, 풀독이나 뭐 그런 거 같다 그러더라구요.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5년짼데… 그전에는 가려우면 그냥 말았는
데, 요즘에는 너무 가려우니까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상해) 및 지금 온 몸이 그렇거든요. 다리도 그렇고… 드러난 곳 아니더라도 속
도 다 그렇거든요. 지금… 다리, 정강이 같은 부분, 거기는 좀 심해
질환의 정도
요. 저희가 새벽 같은 때 나갈 때 보면 이슬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잔디 같은 게 다리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접촉이 가능하죠.
겨울에는 좀 덜하죠. 봄, 가을에 심해지고… 한 여름에는 좀 심해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 농약 그 제초제 문제도 있는 거 같구요. 풀 잔
디에서 저희 다 일하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 같구요. (치료는) 그냥
약 발라요. 연고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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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또 다른 질환부위는) 피부말고 손, 발바닥이 가려워요. 발바닥이 뒤틀
리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와요… 발바닥 중앙, 안쪽으로 통증이…(족
적근막염 증세: 딱딱한 곳에서 발바닥이 계속 자극을 많이 받아서 염증
이 생겨 통증이 오는 것임). 심할 때는 발바닥을 디디지를 못해 발가락
으로 이렇게, 발뒤꿈치로 이렇게 걷거든요. 신발이 그렇게 딱딱한 편은
아니에요. 일할 때 (카트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걸을
때 더 심하죠. 손도 똑같이 그래요. 딱 디디면 디디지를 못해요. 클럽을
많이 잡으니까 그런 거 같애요. (치료는) 파스 붙이면 좀 낫고, 병원에
는 침맞고 그래야 되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구요.

상해(질환) 치 저 같은 경우는 다리, 여기(발바닥)가 아파가지고 한 라운딩, 한 번만
료 중 또는 이 하고 조퇴를 빼는 상황이거든요. 발바닥이 아픈 지는 꽤 됐죠. 3년. 쉬
후에 일을 지 면 괜찮고 무리하면 계속 아프고…
속했는지 여부
후유증 여부 (발바닥 아픈 거 때문에) 투(라운딩)할 때 원(라운딩)만 하고 거의 그런
및 그로 인한 식이죠. 쉬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남들 하는 거 반 정도밖에 못하죠.
일의 지장 정
도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회사에서 챙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처음 일할 때 심하게 맞
은 건 아니고, 옆에서 날라오는 거 바운드돼서 넘어온 공 맞았었어요.
심하게 멍들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손님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일 못한 거에 대해서만 제가 돈을 못 받았을 뿐이지
치료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케이스죠, 손님이 좀 해준 상황이었
고 그때 그거로 인해 5일 동안 일 못한 것만 손해 봤죠.

사고처리 및 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 있었거
질환치료 중 든요. 그 보험에서 그러더라구요.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는 다 해준다 그
당사자의 느낀 래서 3만 얼마짜리 들었는데… 안 해주더라구요. 저희가 직원이 아니라
점이나 이후 고 못해주겠대요. 그래서 해지해버렸어요. 지금은 보험 들어놓은 거 상
해(보험) 그런 거 쪽으로 들어놨어요. 큰 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볼
대응태도
맞을 확률이 많잖아요.
사고(질환)발생 (상해보험 가입은)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저희가 따로 보험을 들어놔
이후 직장의 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알아서 드는 거죠. 회사와는 상관없고 저희가
태도 및 조치 알아서… 다치면 저희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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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카트사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손님이 그거를 안 물어주면
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요. 회사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손님도 법적으로
해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언니 볼 맞히고… 그만큼 볼 맞힌 거에 대
해서 당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분명히 전에도 볼을 맞
혀 봤는데 자기가 안 물어줘도 아무 말 못하더라 이런 거니까….
저 엣날에 다니던 골프장에 거기서 카트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언니가
일한 지 2년 됐는데, 거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도로가 있으면 카트가 딱
한대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도로 넓이가. 작업차량이 지나가면 다 차는
도로 있잖아요. 작업차량이 도로 반, 잔디 반 대어놓고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딱 걸릴 거 같은 거에요. 그래서 이쪽 낭떠
러지 잔디를 살짝 밟고 지나간다는 거를 지나가다가 카트가 미끄러진거
에요. 밑으로. 카트가 구르면서 채(back)가 4개가 있었는데 채가 다 떨어
진거에요. 몇 개는 부러지고 몇 개는 막 찌그러지고 이랬어요. 근데 언니
도 굴러서 다쳤는데, 그거를 막 계산해 보니까 2,800만원인가 나왔어요.
카트비까지 다. 그거를 막 고민을 했었나봐요,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
느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 언니가, 저 다닐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
데, 거기서 2년 3개월인가 일해서 빚을 갚았어요. 2천7백 얼마를. 빚 다
갚고 나서 회사를 나갔어요. 회사에서 일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손님꺼 채를 다 사줬나봐요. 일단 회사에서 다 물어주고, 회사에서 청구
를 한거죠. 언니한테 갚아라… 그것 때문에 언니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 언니 잘못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언니 다치는 것도 자
비로 다 치료하고…

2. 골프 경기보조원 피면접대상자들의 사례 요약 및 특징
골프 경기보조원의 사고는 주로 골프장에서 타구사고, 카트나 골프
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골프장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유
형의 사고 경험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경기보조원 모두가 그
러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근골격
계질환은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그런 질병이며, 오래 근무한 경기보조
원일수록 그 증상이 더욱 심한 양상을 보였다.
재해위험에 대해 회사측에서 상해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게 하는 곳
도 있지만, 주로 경기보조원 자신들이 재해위험을 느끼거나, 재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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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겪은 후,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
끼고 개인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환이 생기면, 주로 본인부담으로 치료하고 있
으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모두 본
인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보조원이 건강장애로 쉴려면 회사에서는
단순히 병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
출해야만 용인이 되고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병가기간을 단축시켜
제대로 쉴 기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경기보조원들의 보다
심한 건강장애 발병위험을 가중시키는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기보조원들이 갖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은 장기치료
를 요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현재는 전혀 없는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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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습지교사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
- 설문조사

1)

제1절 학습지교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1. 우리나라의 학습지산업과 학습지교사제도
학습지산업은 개별 회사 고유의 제품을 바탕으로 가정 방문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2003년 현재 200여개 학습지 업체
가 있고 학습지교사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학습지산업은 방문교육사
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습지교사와 민법상 위탁사업계약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는 교육시스템이다2).
학습지를 매개로 회원을 모집하고 상호 약속된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형태의 교육사업은 1959년 일본에서 공문교육연구회(설립자:구몬
사토르)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처음부터 직원 채용 없이 개인사
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인 ‘사업부제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방식
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D社가 일본 공문교육사의 사업파트너로서
1976년 이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물론 일본 공문교육사
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D社의 설립자에게 로열티를 매개
1)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3년 6～7월 간에 이루어졌음.
2) 교육산업협회, ｢학습지교사의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2003. 7,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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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권을 위탁한 계약 형태였다3).
학습지산업의 주 회원은 유아와 초등학생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방문의 특성상 오전에는 회원들의 등원등교로
․
인해 공동
화 현상을 보임으로써 실제 회원관리는 오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러한 시스템의 특성상 학습지교사는 남성보다는 여성(86%), 특히 여
성 중에서도 육아경험이 있는 주부(6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지교사제도는 사업 초기에는 전일제 근무방식의 정규직원체제였
으나, 이후 1989년에 위탁계약에 의한 보다 유연한 근무방식인 위탁사
업부제를 도입하여 정규직운영체제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때 정규
직원의 약 50%가 위탁사업부제로 전환되었다. 신규업체의 시장진출
및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를 거치면서 1998～
1999년 이후 학습지 시장은 급격한 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위탁사업

제도가 보다 확대정착되었다
․
. 일부 소수 업체에서는 위탁사업부제에
서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
체에서는 위탁사업부제로 학습지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4).
최근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
면서 학습지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습지업계에서는 인터넷 학습시스템의 구축 및 이전
을 통해 재택근로의 도입, 지국 축소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
고 있다. 그리고 계약직 및 파견직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학습지
업체들의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방식은 더욱 개별화
되면서 오히려 교사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교육산업협회, ｢학습지교사 사업실태 및 처우에 관한 이해｣, 2003. 4, pp.2～4.
4) 대교社의 고용형태 변화
연도

정규직(직원교사)

비정규직(사업부제교사)

1995

1,800명

8,450명

1998

580명

12,000명

자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양상과 대응방향｣, 2002. 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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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지교사 업무5)
주요 업무내용으로 오전에는 주로 교재정리 및 채점6)이 이루어지고
주 1～2회 정도의 조회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주로 회원관
리 업무를 하게 되고 이외에도 신규회원모집이나 기타 업무 등이 일
상적으로 발생한다.

오전 근무
∙오전 10시 ～ 12시 30분1) 사이에 교재정리 및 채점을 실시
∙주 1 ～ 2회 정도 각 지국에서 조회 및 교육 실시

회원관리 업무2)

신규회원모집업무

기타 업무

∙주로 오후3)에 실시되

∙신규회원 모집을 위해

∙다음 학습일이 휴일

며 주당 3일에서 5일

오전 또는 오후에 전

인 경우, 2주분 교

정도 이루어짐

단지 홍보

재에 대한 지도
∙입금업무는 매월 말
발생

주 : 1) 교육산업협회에 의하면 일정한 오전 근무시간이 있지 않다고 함.
2) 회원관리 업무시, 회원에게 새로운 교재를 전달하고 지난 교재를 수거하기 때
문에 교재가방의 무게 자체에는 변함이 없음.
3) (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 의하면 보통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오후 업무를
본다고 함.

5) 본 연구에서 연구진은 학습지교사의 일반적인 업무내용이 유사할 것이라고 보
았기 때문에 제2절에서 제시한 학습지교사 업무내용의 경우, 설문을 실시한 학
습지회사들 중 A회사의 노조에서 작성한 문건을 참고하여 교육산업협회의 확
인절차를 거쳐 작성하였다. 한편, 학습지회사마다 학습지교사 업무들 중 일부
업무부분에서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자세한 업무내용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
어, 본절에서는 학습지교사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학습지회사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언급하였다.
6) 구몬교사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의무적이나 나머지 학습지회사들의 학
습지교사들은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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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응답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전체 응답자 253명 중 여자가 90.1%(228명), 남자가 9.9%
(25명)를 차지하고 있다(<표 5-1> 참조)7). 연령은 30대가 전체 응답자
의 48.6%(12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대로 38.7%(98명)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31.9세이다.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
업이 76.2%(19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대 졸업자로 21.4%
<표 5-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문

항

성별(n=253)
연령(n=253)

교육정도(n=252)

구

분

빈 도

(%)

남자

25

( 9.9)

여자

228

(90.1)

29세 이하

98

(38.7)

30세 이상 ～ 39세 이하

123

(48.6)

40세 이상 ～ 49세 이하

30

(11.9)

50세 이상

2

( 0.8)

평균

만

31.9세

고등학교 졸업

4

( 1.6)

전문대 졸업

54

(21.4)

대학교 졸업

192

(76.2)

2

( 0.8)

미혼

118

(46.8)

기혼

131

(52.0)

이혼

3

( 1.2)

대학원 이상 졸업
결혼여부(n=252)

7) 이와 같이 응답자 중 여성이 많은 것은 학습지교사의 직업특성상 여자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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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명)였다. 즉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전체 응답자의 98.4%로 교
육정도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결혼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52.0%
(131명)가 기혼, 46.8%(118명)는 미혼이다.

2. 근무경력8)
학습지교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현 직장 근무경력의 경우 전체 응
답자(253명)의 평균은 3년 4개월로 조사되었다(<표 5-2> 참조). 2년
이상 5년 미만이 43.5%(110명), 2년 미만의 종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39.1%(99명)로 5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응답자의 82.6%이다.
학습지교사 업무종사 총 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47.8%(121명),
2년 미만 30.0%(7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습지교사 업무종사 총 경
<표 5-2> 학습지교사 총 경력
(n = 253)
문 항
현 직장 근무경력

학습지교사 총 경력

구 분

빈 도

(%)

평 균

2년 미만

99

(39.1) 3년 4개월

2년 이상 ～ 5년 미만

110

(43.5)

5년 이상 ～ 8년 미만

23

( 9.1)

8년 이상 ～ 10년 미만

11

( 4.3)

10년 이상

10

( 4.0)

2년 미만

76

(30.0) 3년 5개월

2년 이상 ～ 5년 미만

121

(47.8)

5년 이상 ～ 8년 미만

31

(12.3)

8년 이상 ～ 10년 미만

14

( 5.5)

10년 이상

11

( 4.3)

8)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업무상 사고나 작업으로 인한 질병 실태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서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
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근무경력은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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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평균 3년 5개월로, 장기적으로 학습지교사 직종에서 일하기보다
는 5년 미만의 경력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1. 근무시간
응답자의 근무시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영업소에 출근
하는 횟수는 평균 3.6일로 조사되었다(<표 5-3> 참조). 이 중 주 5～
6회가 43.5%(11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주 1～2회 33.2%(84명),
<표 5-3> 근무시간 관련 사항
(n=253)
문
항
일주일 영업소 출근
횟수

출퇴근시간 규칙성
여부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구

분

1 ～ 2회

빈도 (%)
84 (33.2)

3 ～ 4회

59

5 ～ 6회
출근시간만

110 (43.5)
131 (51.8)

출퇴근시간
․
모두

11

( 4.3)

평균
3.6일

(23.3)

퇴근시간만
별도의 출퇴근
․
시간은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
30시간 미만

2
70

( 0.8)
(27.7)

39
17

(15.4)
( 6.7)

31시간 이상 ～ 45시간 미만

101 (39.9)

45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06 (41.9)

60시간 이상

29

(11.5)

44시간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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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4회 23.3%(59명)로 영업소 출근 횟수는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판단된다.
출퇴근의 규칙성여부에 대해서는 51.8%(131명)가 출근시간만 규칙
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였고, 27.7%(70명)는 별도의 출퇴근 시간
은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한다고 응답하였다.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 37분으로, 45시간 이상 60시
간 미만이 41.9%(106명), 31시간 이상 45시간 미만이 39.9%(101명)로
조사되었다.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44시간 37분) 중 업무를 위한 교재
준비시간이 6시간 40분, 학생지도 시간 28시간 54분, 학생지도를 위한
이동시간 6시간 11분, 기타 업무로 인해 2시간 53분이 소요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2.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2.0%(81명)가 만족하는 편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표
5-4> 참조). 평균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0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지도를 하는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금소득이나
․
업무시

간 등 다른 사항들보다 학생지도하는 학습지교사 업무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임금소득에
․
관련된 만족도는 평
균 3.15, 업무시간 만족도는 2.91, 일의 내용 중 영업 등 기타업무에 대
한 만족도는 2.64, 작업조건(안전성을 포함한 작업환경) 만족도는 2.78
이었다. 복리후생에 관한 만족도는 2.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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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현재 일자리 만족도
(n=253)
문 항
전반적인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임금소득
․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업무시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일의 내용
매우 불만족
(회원관리, 교육지도) 만족도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일의 내용
매우 불만족
(영업 등 기타업무) 만족도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작업조건(안전성포함)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복리후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빈도(%)
5 ( 2.0)
26 (10.3)
141 (55.7)
75 (29.6)
6 ( 2.4)
5 ( 2.0)
49 (19.4)
116 (45.8)
78 (30.8)
5 ( 2.0)
11 ( 4.3)
68 (26.9)
112 (44.3)
56 (22.1)
6 ( 2.4)
1 ( 0.4)
16 ( 6.3)
112 (44.3)
117 (46.2)
7 ( 2.8)
15 ( 5.9)
100 (35.5)
101 (39.9)
35 (13.8)
2 ( 0.8)
16 ( 6.3)
67 (26.5)
128 (50.6)
40 (15.8)
2 ( 0.8)
71 (28.1)
89 (35.2)
79 (31.2)
14 ( 5.5)

평 균
3.20

3.15

2.91

3.45

2.64

2.78

2.14

주 :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매우만족 5점, 만족하는 편 4점, 보통 3점, 불만족하는 편 2점, 매우 불만족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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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학습지교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1. 사고성 재해 위험
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인지 정도
학습지교사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는
전체 응답자(253명) 중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2%, 위험한
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2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27%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20%였다
([그림 5-1]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인이 인지하는 재해 위험
정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1]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n=253)

53%

60%
50%
40%
25%
30%

19%

20%
10%
0%

1%

2%

매우 위험

위험한 편

보통

안전한 편

매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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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 사고 종류, 부위, 원인, 처리
방법
1) 사고경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상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자(253명)의 24.9%(63명)가 사고(상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5-5> 참조).9)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지금까지 학습지교사 업무를 하다
가 발생한 사고 횟수는 1회가 응답자(63명) 중 61.9%(39명)로 가장 많
았으며, 평균 사고발생 횟수는 1.59(±0.87)회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자 253명의 총 학습지교사 근무연수를 가산하여 사
고발생을 계산한 결과 총 872.4인년 동안 100회의 사고가 발생하여 1
인년에 0.115회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1년 기간동안 근무
하는 경우 사고발생 위험(재해율)은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참조).
<표 5-5>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설문 문항

빈

업무 수행 중 사고 경험

도(%)

있다

63(24.9)

없다

190(75.1)

계

253(100)

<표 5-6> 학습지교사 업무 중 경험한 사고 횟수
사고 횟수

1회

2회

3회

5회

합계

빈도(%)

39(61.9)

13(20.6)

10(15.9)

1( 1.6)

63(100)

9) 본서 제3장의 각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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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종류 및 부상부위
학습지교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종류를 발생순서별로 3회까지
응답하게 하여 분포를 보았다. 총 102건의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사고
의 종류는 타박상(염좌 포함)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 13.7%,
베임 6.9%, 근육인대질환 4.9%, 교통사고 2.9%, 기타 4.9% 순으로 나
타났다(<표 5-7> , [그림 5-2] 참조).
전체 재해로 보았을 때, 사고 신체 부위는 중복응답(114건) 중 발/발가
락 37.7%(43건), 다리 21.9%(25건)로 나타나 하지가 59.6%로 과반수이
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신체 부위는 손/손가락 14.0%, 어깨 9.7%, 목
과 허리 각각 7.0% 순으로 나타났다(<표 5-8> , [그림 5-3] 참조).
<표 5-7> 학습지 교사 업무 중 경험한 사고의 종류(중복 응답)
사고
종류

타박상

골절

빈도(%) 68(66.7) 14(13.7)

베임
7(6.9)

근육인대
교통사고
질환
5(4.9)

3(2.9)

기타

합계

5(4.9) 102(100)

[그림 5-2] 업무 중 사고(상해)의 종류(n=102건, 중복응답)

67%
70%
60%
50%
40%
30%
14%

20%

7%
10%
0%

타박상

골절

베임

5%

근육인대질환

3%

교통사고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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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종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난 타박상과 골절로
응답한 경우만 따로 분석하였다. 타박상(염좌 포함)으로 응답한 경우
(74건)만 보았을 때 사고 신체 부위는 발/발가락 47.3%(35건), 다리
27.0%(20건)로 나타나 하지가 74.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사고
종류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와 차이가 없었으며, 그 외 신체 부위는
어깨, 손/손가락 순으로 나타났다(<표 5-8> 참조). 사고 종류를 골절
로 응답한 경우(18건)만 보았을 때 신체 부위는 발/발가락, 손/손가락
각각 22.2%(4건)로 가장 많았고, 다리, 허리, 어깨 각각 16.7%(3건)로
나타나 전체 및 타박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5-8> 참조).
노동부의 2001년 산업재해분석 보고서10)에 의하면 사고부위는 총
응답자(2,067명) 중 손/손가락 부위가 38.8%(801명)로 가장 많았으며,
머리/얼굴이 2순위로 나타났고, 그 외 부위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표 5-8> 참조). 반면 학습지교사의 경우 발/발가락, 다리 부위에서
사고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지교
사의 특수성인 주로 걷는 업무로 인해 하지 부위에서 재해 발생 위험
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8>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 부위(중복 응답)
부위

머리/
얼굴

전체

1
(0.9)

8
11
2
16
0
8
25
43
114
(7.0) (9.7) (1.8) (14.0) (0.0) (7.0) (21.9) (37.7) (100)

타박상

3
(4.1)

2
6
2
(2.7) (8.1) (2.7)

골절

0
(0.0)

1
3
0
4
0
3
3
4
18
(5.6) (16.7) (0.0) (22.2) (0.0) (16.7) (16.7) (22.2) (100)

노동부1)

목

어깨

팔

손/
발/
몸통 허리 다리
합계
손가락
발가락

4
(5.4)

0
2
20
35
74
(0.0) (2.7) (27.0) (47.3) (100)

420
21
16
68
801
111 159 143
(20.3) (1.0) (0.8) (3.3) (38.8) (5.4) (7.7) (6.9)

91 2,067
(4.4) (100)

주 : 1) 노동부, 2001년 산업재해분석 , 2002.
10)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909,461개소에서 발생한 2,323명의
재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타계식에 의해 조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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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업무 중 사고(상해)시 사고 부위(n=114건 , 중복응답)
38%

40%
35%
30%
25%

22%

20%
14%
15%
10%

5%
0%

7%

7%

10%

2%

1%
머리/얼굴

목

어깨

팔

0%
손/손가락

몸통

허리

다리

발/발가락

3) 사고원인
사고 원인으로는 업무로 인해 많이 걷거나 뛰는 일로 인한 것이 전
체 응답(110건) 중 39.1%(43건)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가 26.4%(29건), 고객 방문 중 사고가
10.0%(11건), 출퇴근 교통사고 9.1%(10건), 불편한 복장 및 신발 착용
으로 인한 사고가 6.4%(7건), 작업도구(교재, 필기구 등)로 인한 손상
5.5%(6건), 업무 중 교통사고가 3.7%(4건)로 나타났다(<표 5-9>, [그
림 5-4] 참조).
사고종류를 타박상(염좌 포함)으로 응답한 경우(74건)만 보았을 때
사고 원인으로는 잦은 도보 및 뛰기 44.6%(33건)로 가장 많았으며, 업
무 중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가 21.1%(23건), 고객 방문 중 사고나
불편한 복장 및 신발로 인한 것이 각각 8.1%(6건)로 나타났으며, 사고
종류를 전체 합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5-9> 참조).
사고종류를 골절로 응답한 경우(17건)만 보았을 때 사고 원인으로는
업무 중 미끄러지는 경우가 41.2%(7건)로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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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3.5%(4건), 잦은 도보 및 뛰기 17.7%(3건), 업무 중 교통사고
11.8%(2건)로 나타나 전체 및 타박상으로 볼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
었다(<표 5-9> 참조).
전체적으로 사고 원인이 잦은 도보 및 뛰기와 업무 중 계단에서 미
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가 많게 나타나 사고 부위 역시 손상당하기
쉬운 부위인 다리와 발/발가락 부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9>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의 원인(중복 응답)
사고
원인

잦은
도보
/뛰기

미끄
러짐

고객 출퇴근 불편한 작업도구 업무 중
방문 중 교통 복장 및 에 의한 교통
사고
사고
신발
손상
사고

합계

전체 43(39.1) 29(26.4) 11(10.0) 10( 9.1) 7(6.4)

6( 5.5) 4( 3.7) 110(100)

타박상 33(44.6) 23(21.1) 6( 8.1) 3( 4.1) 6(8.1)

2( 2.7) 1( 1.4) 74(100)

골절

3(17.7) 7(41.2) 0( 0.0) 4(23.5) 1(5.9)

0( 0.0) 2(11.8) 17(100)

[그림 5-4] 업무 중 사고의 원인(n=110건, 중복응답)

작업 도구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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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9%

업무중
교통사고
4%

고객 방문
중 사고
10%

미끄러짐
26%

잦은 도보/
뛰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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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후 처리방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은 중복응답(98건) 중 자비 부담이
80.6%(79건)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보험 11.2%(11건), 사고 낸 손님
이 부담하는 경우가 5.1%(5건), 민간 상해보험 3.1%(3건)로 나타났다
(<표 5-10>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재해건수의 80.6%가 치료비를 전적
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기간 중에 학습지교사 업무를 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표 5-10> 사고를 경험한 경우 처리방법(중복응답)
사고 후
처리 방법
빈도(%)

자비
부담

자동차
보험

사고 낸 고객 부담

상해보험

합계

5(5.1)

3(3.1)

98(100)

79(80.6) 11(11.2)

다. 재해위험 평가 및 재해예방 방안
학습지교사의 업무로 인한 재해위험을 보면 본인이 인지하는 재해
위험은 높지 않으나, 응답자의 24.9%가 업무 중에 재해를 경험하였다
고 응답하여 다른 업종과 비교시 재해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 평가된
다(<표 5-5> 참조). 또한 재해 후에 사고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전적으
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80.6%로 나타났으며(<표 5-10> 참조),
치료기간 중에 무급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지교사 업무 중 경험하는 사고는 염좌와 타박상이 66.7%로 가
장 많았으며, 최소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도 13.7%로 나타
났다(<표 5-7> 참조).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잦은 도보와 뛰기, 계
단에서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가 65.5%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표 5-9> 참조) 이에 대한 사고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해예방 방안은 재해사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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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재해예방 방안으로 잦은
도보와 뛰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업무가 배당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불편한 복장 및 신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육체적 부담 정도 및 업무 관련 질병 경험
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응답자(253명)의 21%가 매우 힘들
다고 하였으며, 약간 힘들다 53%로 나타나 대다수가 육체적으로 부담
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n=253명)

힘들지 않다
1%
견딜 만하다
25%

매우 힘들다
21%

약간 힘들다
53%

나.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병원 진료여부와 관련 없이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는 경우는 응답자 253명 중 130명(51.4%)이었다. 건강상의 문제를
순위별로 선택하게 하여 알아보았을 때 제1순위 건강문제는 위장질환
30.0%, 무릎 및 발목 질환 23.8%,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15.4%, 요
통 및 허리 디스크 10.8% 순이었으며, 제2순위 문제는 요통 및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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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20.9%, 무릎 및 발목 질환 20.0%,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19.1%, 위장질환 18.2% 순이었다.
제3순위 문제는 위장질환,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무릎 및 발목
질환, 요통 및 허리 디스크 순으로 나타났다(<표 5-11> 참조). 전체
(1～3순위)를 가중치 없이 빈도순으로 보았을 때 제1순위 건강문제와
순위가 같게 나타나 위장질환 24.8%, 무릎 및 발목 질환 21.3%,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17.8%, 요통 및 허리 디스크 15.6% 순으로 나타났
다. 현재의 건강문제 역시 재해로 발생할 수 없는 위장질환을 제외하
면, 재해 경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신체 부위인 무릎 및 발목 관절
이 가장 크게 나타나 주로 걷는 일이 대부분인 학습지교사 업무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13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건
강문제와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
답자의 62%가 업무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연관이
있다 35%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업무에 의해 현재의 건강문제
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 5-11>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건강상의 문제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전 체

위장질환

39 (30.0)

20 (18.2)

19 (25.3)

78 (24.8)

무릎 및 발목 질환

31 (23.8)

22 (20.0)

14 (18.7)

67 (21.3)

상지 근육 및 관절질환

20 (15.4)

21 (19.1)

15 (20.0)

56 (17.8)

요통 및 허리 디스크

14 (10.8)

23 (20.9)

12 (16.0)

49 (15.6)

호흡기 질환(후두염 등)

18 (13.9)

9 ( 8.1)

6 ( 8.0)

33 (10.5)

산부인과 질환

2 ( 1.5)

6 ( 5.5)

5 ( 6.7)

13 ( 4.1)

고혈압/심장 질환

3 ( 2.3)

3 ( 2.7)

0 ( 0.0)

6 ( 1.9)

기타

3 ( 2.3)

6 ( 5.5)

3 ( 3.9)

12 ( 3.8)

130 (100)

110 (100)

75 (100)

314 (10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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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업무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n=314건, 중복응답)
고혈압/심장 질환
2%
산부인과 질환
4%

기타
4%

위장질환
25%

호흡기 질환
11%

요통/
허리 디스크
16%

무릎/
발목 질환
21%
상지 근육/
관절 질환
18%

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 진료 경험
과거 질병 및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전
체 응답자(253명) 중 5.1%(13명)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대한 물음에 53.8%(7명)가 관리자나 동료,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준다고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는 6명(46.2%)으로 나타났다(<표 5-12> 참조).
이제까지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에 진료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253명) 중 83명(32.8%)이다. 진료받은 병명은 호흡기 질환(후두염)
25.0%, 위장질환 14.6%, 타박상(염좌 포함) 13.5%, 요통/허리 디스크
9.4%, 무릎/발목 질환 6.3%, 상지 근육 및 관절질환 6.3%로 나타나
현재 건강 문제에서 제4순위로 나타난 호흡기 질환(후두염 포함)이
진료받은 병명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에는 후두염이
가장 많았으며, 학습지교사의 업무 특성상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업무
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순위로 위장질환 및 타박상으로 나타났으며, 타박상의 경우 재해
종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진료 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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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질병 및 사고로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1개월 이상 출근 못하는 경우
있다

13( 5.1)

그 기간 업무처리

빈도(%)

다른 사람이 대신 업무

7(53.8)

개인적으로 처리

6(46.2)

없다

240(94.9)

-

-

계

253(100)

-

13(100)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평균 진료비는 23.5(±41.5)만원으로 나타났다.
업무관련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1명(4.3%)이었으
며, 입원 병명은 골절 2명(18.2%), 호흡기 질환 2명(18.2%), 타박상,
위장질환, 요통 및 허리 디스크, 무릎 및 관절 질환 각각 1명(9.1%),
기타 질환 3명이었다. 평균 입원기간은 6.7(±4.8)일이었으며, 총 일을
쉰 기간은 7.4(±4.6)일이었다. 자비로 낸 총 진료비는 34.7(±29.8)만 원
이었다.
[그림 5-7]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받은 병명 순위(n=96건, 중복응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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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질환
15%

산부인과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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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2%
호흡기 질환
25%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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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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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발목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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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학습지교사의 건강 위험 평가

1. 여성 건강 - 생리 및 임신 관련 증상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 피로 및 과로에 의해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리 불규칙, 생리통, 생리기간 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생리의 규칙성여부에 대한 설문에 학습지교사(228명)의 35.1%(80명)
가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사 전 규칙적 이
었으나 입사 후에는 19.8%(35명)가 불규칙해졌다고 응답하였다(<표
5-13> 참조). 생리의 규칙성에 대해 여대생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6%가 불규칙하다(한선희허명행
․
, 1999)고 하였으
며, 학습지교사에서 나타난 35.1%는 여대생보다 생리가 불규칙한 경
우가 적은 것을 보이고 있다.
생리통은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 하복부에 동통이 나타는 것으로
원인으로는 자궁활동의 증가로 혈액흐름이 감소하는 빈혈성 동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프로스타글란딘과 바소프레신 등 호르몬이 관여한
다. 생리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과 출산력, 피임약 복용여
부, 생리량, 초경연령, 추운 기온에의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학습지교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생리통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
자(228명) 중 ‘약간 있다’ 56.6%(129명), ‘심하다’ 21.5%(49명)로 전체
<표 5-13> 생리의 규칙성
(단위: 명, %)
입사 후

변 수
입사 전
계

계

규칙적

불규칙

규칙적

142(80.2)

35(19.8)

177(100, 77.6)

불규칙

6(11.8)

45(88.2)

51(100, 22.4)

148(64.9)

80(35.1)

228(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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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가 생리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를 하기 전에 생
리통이 없다가 발생하는 경우는 31.5%(23명), 학습지교사 업무를 시작
하기 전에 약간 있다가 업무 시작 이후 심해지는 경우가 13.7%(17명)
로 나타났다(<표 5-14> 참조).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하면 생리통은
생리를 하는 여성의 약 50%에서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생리통이 없는 경우는 17.4%, ‘약간

있다’ 55.3%, ‘심하다’ 27.3%로 나타나(한선희허명행
․
, 1999) 학습지
교사에서 생리통을 경험하는 경우는 여대생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습지교사 업무를 하면서 생리기간 외 출혈을 경험한 경우는
8.8%(20명)로 조사되었으며, 업무 전에 없다가 업무 후 발생하는 경우
는 7.6%로 나타났다(<표 5-15> 참조).
설문 응답자 중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91명(36.0%)이었으며, 이 중
학습지교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37명(16.2%)이
었다. 이들 중 임신하기로 결정한 후 임신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조
<표 5-14> 생리통 유무
변

입사 후

수
없다

입사 전 약간 있다
심하다
계

계

없다

약간 있다

심하다

50(68.5)

18(24.7)

5( 6.8)

73(100, 32.0)

0( 0.0)

107(86.3)

17(13.7)

124(100, 54.4)

0( 0.0)

4(12.9)

27(87.1)

31(100, 13.6)

50(21.9)

129(56.6)

49(21.5)

228(100, 100)

<표 5-15> 생리 기간 외 출혈(하혈) 유무
변

입사 후

수

입사 전
계

계

없 다

있 다

없다

206(92.4)

17( 7.6)

223(100, 97.8)

있다

2(40.0)

3(60.0)

5(100,2.2)

208(91.2)

20( 8.8)

228(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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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 3명(8.1%, 무응답 12명 포함)이 12개월이 지나 임신되어 불
임의 소견을 보였다. 임신 5개월(20주) 이전에 자연유산을 경험한 경
우는 5명(13.5%)이었으며, 임신 5개월 이후 사산한 경우나 조산, 선천
성 기형은 없었다([그림 5-8] 참조).
일반적인 여성의 자연유산율은 10～12%로 알려져 있으며, 이강숙
등(1994)이 2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무직 300명, 생
산직 150명을 대상으로 자연유산경험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은 22.4%,
생산직은 14.7%로 나타났다. 병원 및 공공부문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루 평균 근무
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길수록 유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노동환경연구소, 2000). 학습지교사의 경우 임신기간지연, 사산, 조산,
[그림 5-8] 학습지교사 업무 시작 이후 임신관련 증상(n=37명)
14%
14%
12%
8%

10%
8%
6%
4%

0%

2%

0%

0%
0%

임신기간 지연

자연유산

사산

조산

선천성기형

[그림 5-9] 임신한 경우 업무조정 방법(n=36명)
사 직
20%
과 목 수 를 줄 임
53%

계 속 업 무
수 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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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발생 수가 적어 비교를 할 수 없었으며, 자연
유산은 일반 인구군 및 생산직 근로여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신 관련 증상의 경우 업무 중에 발생되면 대부분 업무를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단면조사 연구에서 현재 근무하는 경우만 조사할 경우
실제 발생하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
임신한 경우 학습지교사 업무조정 방법에 대한 조사에 응답자의
53%가 과목 수를 줄인다고 하였으며, 대신할 교사가 없어 일을 계속
하는 경우는 31%, 일을 그만둔다는 경우는 20%로 나타났다([그림
5-9] 참조).

2. 근골격계질환 위험
학습지교사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다른 직종에서 다쳐서 병원 치료
를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253명) 중 17명(6.7%)이었으며, 그 당시
치료받은 부위가 현재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는 10명(4.0%)으로 조사
되어 이들의 신체부위 통증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 각 부위의 통증, 불편감을
경험한 경우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 각 부위에 통증, 불편감(쑤시
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경
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248명) 중 어깨 54.8%(13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리, 무릎, 발목/발, 목,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이 지난 1주일에도 발생한 경우는 무릎(56.6%)
을 제외한 통증의 정도가 중간 통증(업무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및 심한 통증 이상(업무 중 통증이 비교적 심
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통증 때문에 업무는 물론 일상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을 호소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을 때, 중간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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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신체 각 부위의 통증 경험
변 수

응답자수

손목 / 손가락
팔 /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 발

252
253
248
250
250
252
251

지난 1년 동안

지난 1주일에도

통증 경험
62(24.6)
47(17.6)
136(54.8)
93(37.2)
109(43.6)
107(42.5)
95(37.9)

통증 발생
38(61.3)
33(70.2)
103(75.7)
70(75.3)
70(64.2)
60(56.6)
60(63.8)

1)

주 : 1) 지난 1년 동안 통증을 경험한 응답자 중 지난 1주일 동안 통증 발생한 경우.

[그림 5-10] 중간 통증 및 심한 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

20%

19%
17%

18%
15%

16%

15%

15%

15%

14%
12%

10%

10%

10%
8%

6%

6%

6%

5%

6%
4%

2%

2%

2%
0%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발

중간통증 심한통증

의 경우 어깨, 허리, 발/발목, 목 순으로 나타났고, 심한 통증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발목 부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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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목, 어깨, 팔/팔꿈치, 손목 및 손, 허리, 무릎 등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어느 하나에서 나타나는 ‘아프거나, 쑤시거나, 결리거나, 화끈거
리거나, 저린다’ 등의 증상에 대한 발생 빈도(질병의 frequency : 적어
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지의 기준), 발생 기간(질병의
duration : 한 번 아프면 1주일 이상 지속되는지의 기준), 통증의 강도
(질병의 severity : 작업이 없는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하여 7가지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자
각증상이 있는지 <표 5-17>과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었다.
증상 유병의 기준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근골격계
장애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준(기준 1)인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상지(목, 어깨, 팔꿈
치 및 손목) 부위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통증, 쑤심, 저림)이 있는 경
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지교사의 부위별 증상 호소율(기준 1)은

어깨 46.0%, 허리

36.4%, 무릎 33.3%, 목 32.4%, 발목/발 29.5%였으며, 한 부위 이상으
로 보았을 때 62.1%가 증상을 호소하였다.
<표 5-17>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기준
구 분

자각증상 호소자의 양성자 기준
(근골격계질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기준)

기준 1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한 달
(NIOSH 기준) 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 2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작업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
은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
가 어려운 경우)을 호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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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심한 통증 이상 호소율
(기준 2)을 적용하였을 때 허리와 어깨 각각 4.0%, 목 3.6%, 무릎 2.8%
순이었으며, 한 부위 이상 호소율은 11.5%였다(<표 5-18> 참조).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에 의한 한 부위 이상 자각
증상 호소율 62.1%에 대해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전화번호 안내
원 50.4%(정해관 등, 1997), 포장부서 근무자 66.7%(이원진 등, 1992),
상선 근무자 68.5%(김재호 등, 1998), 음악가 79.6%(성낙정 등, 2000)
등에 비하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 직종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
는 위험업종으로 학습지교사에서 이들과 증상 호소가 유사하게 나타
나 학습지교사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상자와 진단 및 판정기준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로 결론짓기는 어
려우며, 특히 자각증상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이학적 검사를 추가
로 진단기준으로 사용한 연구에 비하여 유병률이 2배에 달한다는 보
고도 있으므로 실제 의학적 진료를 통해 유병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18> 자각증상에 의한 건강장해 평가 결과
신체부위

응답자

양성자기준 1
(NIOSH기준)

양성자기준 2

손목/손가락

252

43 (17.1)

2 ( 0.8)

팔/팔꿈치

253

36 (14.2)

0 ( 0.0)

어깨

248

114 (46.0)

10 ( 4.0)

목

250

81 (32.4)

9 ( 3.6)

허리

250

91 (36.4)

10 ( 4.0)

무릎

252

84 (33.3)

7 ( 2.8)

발목 / 발

251

74 (29.5)

4 ( 1.6)

한 부위 이상

253

157 (62.1)

2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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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장 증상
현재 명치 통증, 포만감,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 불규칙한 배변 습
관, 속 쓰림 등의 위장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응답자의 56.9%였으며,
증상의 정도는 매우 심한 통증은 없었고 심한 통증이 6.9%, 중간 통
증 38.9%, 약한 통증 54.2%로 나타나 45.8%가 중간 통증 이상을 호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9> 참조).
느끼는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41%가 업무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11]
참조).
업무 중 식사의 형태는 불규칙하고 자주 거르는 경우가 25%, 불규
칙하고 가끔 거르는 경우가 32%로 나타나 식사 형태가 불규칙하고
거르는 경우가 57%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평균 식사시간은 21.3분
으로 나타났다([그림 5-12] 참조).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식사 형태가 불
규칙하고 거르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장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
타나, 업무 중 식사형태가 위장 증상을 발생시킴을 알 수 있었다. 위
장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5-20> 참조).
<표 5-19> 현재 위장 증상의 유무 및 증상의 정도
현재 위장 증상이 있는 경우

예

144(56.9)

위장 증상의 정도

빈도(%)

약한 통증

78(54.2)

중간 통증

56(38.9)

심한 통증

10( 6.9)

매우 심한 통증

0( 0.0)

아니오

109(43.1)

-

-

계

253(100)

-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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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정도(n=253명)

전 혀 연 관 없다
1%
별로 연관 없 다
6%

모 르 겠다
3%
매 우 연관 이
깊다
41%

약간 연관
있다
49%

[그림 5-12] 업무 중 식사의 형태(n=253명)

일정시간/
규칙적 식사
9%

불규칙/
자주 거름
25%

불규칙/
거르지 않음
34%
불규칙/
가끔 거름
32%

<표 5-20>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의 분포
위장 증상 정도
업무 중
식사
형태

통증 없음 약한 통증

중간
통증이상

계

규칙, 거르지 않음

15(68.2)

6(27.3)

1( 4.5)

22(100)

불규칙, 거르지 않음

52(59.8)

24(27.6)

11(12.6)

87(100)

불규칙, 가끔 거름

26(32.1)

27(33.3)

28(34.6)

81(100)

불규칙, 자주 거름

16(25.4)

21(33.3)

26(41.3)

63(100)

109(43.1)

78(30.8) 66(26.1) 253(100)

계
2

주 : p < 0.001 by x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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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 증상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는 외국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
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 우리나라에서 김광일 등(1984), 김재환 등
(1984)에 의해 한국판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져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
족할 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이 정신진단검사는 전문적인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일차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
며, 검사의 실시, 채점을 비전문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
된다는 이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는 90개의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져 다

양한 영역의 정신심리상태를
․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 조사
에서는 신체화 증상(자율신경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신체 여러 기관
의 통증 및 기능장애 증상) 12문항, 우울 증상(스트레스 등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에 의해 발생되는 감정 리듬의 이상) 13문항, 불안 증상

10문항으로 되어 전체 35문항으로 학습지교사의 정신심리적
․
특성을
평가하였다. 채점은 각 문항에 따라 0～3점을 부여하고 각 증상별로
총점을 구해 문항수로 나눈 값(raw-score)을 일반인구군의 값과 비교
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T 점수(T score)11)로 변환하여 평균점수를 보
았고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분포를 보았다.

일반인구집단(남자)에서 측정된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raw-score

로 비교)과 학습지교사(남자)에서 측정된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남자
의 경우 3개 증상 항목 모두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학습지교사에서 점
수가 낮았으며,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 점수는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p<0.05)(<표 5-21>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지 교사
의 정신심리
․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표준점수의 한 종류로서 점수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개인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점수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68% 정도가 40～60점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되며, 30～70
점 사이에는 대략 95% 정도의 사람들이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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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남자
2)

Subscale

Norm

학습지교사

Mean

S.D.

Mean

S.D.

t-value

신체화증상 (SOM)

0.68

0.58

0.48

0.47

-1.67

우울증상 (DEP)

0.95

0.67

0.57

0.50

-2.83*

불안증상 (ANX)

0.74

0.64

0.46

0.48

-2.13*

주 : 1) * p < 0.05 , by t-test
2) 일반인구군의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김광일김재환원호택
․
․
,
진단검사 실시요강 ,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4:1～39).

간이 정신

일반인구집단(여자)에서 측정된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raw-score
로 비교)과 학습지교사(여자)에서 측정된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여자
의 경우 신체화 증상 점수는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통
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 점수는 모두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학습지교사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p<0.05)(<표 5-22>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지교사의
정신심리
․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T 점수로 변환하여 평균을 보았을 때, 신체화 증상은 평균 49.6점,
우울 증상은 45.7점, 불안 증상은 46.5점으로 나타났다(<표 5-23> 참
조).
<표 5-22>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여자
2)

Subscale

Norm

학습지교사

Mean

S.D.

Mean

S.D.

t-value

신체화증상 (SOM)

0.97

0.64

0.99

0.77

0.31

우울증상 (DEP)

1.16

0.68

0.90

0.75

-4.71*

불안증상 (ANX)

0.93

0.66

0.77

0.75

-2.96*

주 : 1) * p < 0.05 , by t-test
2) 일반인구군의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김광일 등(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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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T 점수로 변환한 증상 점수의 평균
응답자수

최소 점수

최대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신체화 증상

253

35.0

88.0

49.6

11.8

우울 증상

253

33.0

83.0

45.7

10.9

불안 증상

253

35.0

84.0

46.5

11.2

T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일반인구군에서는 누적 분포가

97.5%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심리적
․
증상이 높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70점 이상인 경우를 이상자로 정의하여 분류하였을
때, 신체화 증상에서 9%, 불안 증상에서 7%, 우울 증상에서 5%가 70
점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5-13] 참조).
[그림 5-13] T 점수가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비율

9%
10%
9%
7%

8%
7%

5%

6%
5%
4%
3%
2%
1%
0%

신체화 증상

불안 증상

우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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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체적 부담정도, 건강상의 문제, 근골격계 증상, 위장 증상
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하였다. 비교는 남성 교사의 경우
대상자의 수가 적어 여성 교사들만 분석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점수가 높게 나
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표 5-2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정도가 건강상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5-24> 증상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비교
설문 문항

응답수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
매우 힘들다

현재 육체적 부담 정도

**

불안 증상
*

53 54.8(±12.3) 49.4(±11.3) 49.1(±11.5)

약간 힘들다 126 49.9(±12.0)** 45.9(±10.9)* 46.9(±11.9)
견딜 만하다

49

46.6(±10.0)** 43.3(±10.7)* 44.7(± 9.8)

있다

126

54.6(±11.8) 48.4(±11.6) 49.5(±11.9)

없다

102

45.0(±10.0) 43.4(± 9.8) 43.9(±10.1)

한 부위 이상 근골격계
***
증상(기준 1)

있다

148 53.2(±12.0) 48.1(±11.3) 49.0(±11.8)

없다

80

45.0(±10.0) 42.7(± 9.7) 43.2(± 9.8)

한 부위 이상 근골격계

있다

28

59.8(±12.0) 53.6(±10.0) 54.4(±11.1)

없다

200

49.0(±11.4) 45.1(±10.8) 45.9(±11.1)

있다

133

54.0(±11.8) 48.9(±11.4) 49.2(±12.0)

없다

95

45.2(±10.2) 42.3(± 9.4) 43.8(± 9.9)

현재 건강상의 문제***

***

증상(기준 2)
***

위장 증상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by t-test,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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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에서는 응답자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추
측으로 응답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 문항 보기에 ‘모름’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모름’에 응답한 사람은 무응답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회사에서 응답자를 위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
았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응답자 205명
중 96.1%(197명), 건강보험은 응답자 201명 중 89.1%(179명), 고용보
험은 응답자 201명 중 92.0%(185명), 산재보험은 응답자 194명 중
85.1%(165명) 였다(<표 5-25> 참조).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2).
<표 5-25>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
구분
예
아니오

국민연금
(n=205)

건강보험
(n=201)

항
고용보험
(n=201)

산재보험
(n=194)

8

( 3.9)

22

(10.9)

16

( 8.0)

29

(14.9)

197

(96.1)

179

(89.1)

185

(92.0)

165

(85.1)

12) 그러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의 정확한 현실을 알기 위해 설문 응답자(전체
253명) 소속 14개 회사에 확인 설문(2003. 9.～10.)을 한 결과, 14개 회사 모두
학습지교사를 위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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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사고질병
․
․
관련 민간보험 가입여부
학습지교사들의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살펴보
면, 전체 응답자(253명) 중 51.0%(129명)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5-26> 참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응답자(124명)를 대
상으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71.8%(89명)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보험가입
에 대하여 암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하면 대부분(129
명＋89명=218명; 응답자 253명 중 86.2%)의 응답자가 상해나 사고 및
질병 관련 보험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6>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 여부
문

항

민간보험 가입 여부(n = 253)
민간보험 가입 필요성 여부(n = 124)

구 분

빈 도

(%)

예

129

(51.0)

아니오

124

(49.0)

예

89

(71.8)

아니오

35

(28.2)

3. 회사의 민간 상해보험 가입 권유
회사로부터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89명)의 57.1%(108명)가 회사로부터 아무 권유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표 5-27> 참조). 회사가 일괄적으로 보험
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1.2%(59명)였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59명)에 대하여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9명이 응답하였다. 회사에
서 전액부담 89.8%(44명), 본인 전액부담 8.2%(4명)로 나타났다 (<표
5-28> 참조)13).
13) 설문에 응답한 학습지교사(253명)가 속한 14개 회사에 민간 상해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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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 권유 여부
(n = 189)
문

항

구

가입권유

분

빈 도(%)

예, 개인적으로

22 (11.6)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59 (31.2)

아니오

108 (57.1)

<표 5-28> 보험료 부담자
(n = 49)
문 항
보험료 부담자

구 분
회사 전액부담
본인 전액부담
회사와 본인의 공동 부담

빈 도(%)
44 (89.8)
4 ( 8.2)
1 ( 2.0)

4.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의사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253명)
의 93.3%(236명)가 가입을 희망하였다(<표 5-29> 참조). 회사가 전액
부담할 때만 원한다는 응답자가 69.6%(176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원하는 응답자가 22.5%(57명)이었다.
를 확인한 결과, 1개 회사가 개인적으로, 10개 회사가 일괄적으로, 그리고 1개
회사가 가입하고 있지 않다(2004년도 가입예정)고 응답하였다. 무응답을 제외
한 13개 회사에서 모두 학습지교사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민간 상해보험에 가
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인
10개 회사는 모두 보험료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평균 부담하고 있
는 보험료는 연간 약 1억9,525만원, 1인당 평균 보험료는 약 2만9천원이 소요
되고 있고 응답하였다.
<학습지회사의 민간 상해보험 보험료 부담금>
(단위 : 원)
N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1개회사당 보험료

10 12,246,240 980,000,000 195,258,127 293422105.67

1인당 보험료

9

9,148

62,619

29,086

21834.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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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방법은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57명)와 본인이 전액부담하더라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3명)에게만 질문하였다. 이들(60명) 중 임의가입이 55.0%(33
명), 강제가입 45.0%(27명)로 나타났다(<표 5-30> 참조). 즉 일정부분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강제가
입과 임의가입의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재보험 적용시에도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17명)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이 82.4%(14명)로
조사되었다(<표 5-31> 참조).
<표 5-29>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 여부
(n = 253)
문항
가입희망여부

구
예

분

빈도(%)

회사가 전액부담할 때만 원함

176 (69.6)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원함

57 (22.5)

본인이 전액부담하더라도 원함

3 ( 1.2)

아니오

17 ( 6.7)

<표 5-30> 산재보험 가입방법
(n = 60)
문 항
가입방법

구 분

빈 도(%)

원하는 사람만 가입(임의가입)

33 (55.0)

무조건 가입(강제가입)

27 (45.0)

<표 5-31>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
(n = 17)
구
분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사업주가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를 다시 전가시킬 것이므로
기타
주 : 중복응답.

빈도(%)
1 ( 5.9)
14 (82.4)
1 ( 5.9)
1 ( 5.9)

학습지교사 업무상재해질
․ 병위험

235

5. 근로 복지관련 개선사항
학습지교사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
어야 할 사항 8가지 중 3가지를 지적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
자(253명) 중 첫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근로자성 인정 57.3%(145
명), 두 번째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56.9%(144명), 세
번째는 소득수준 개선 47.8%(121명)로 나타났다(<표 5-32> 참조).
<표 5-32> 학습지교사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
야 할 사항
(n = 253)
구

분

빈 도(%)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144 (56.9)

근로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적용)

145 (57.3)

직장내 관리자의 실적 강요
학습지교사가 휴회홀딩(holding)하는 관행
관리자의 인격적 대우
소득 수준 개선(관리과목수의 수수료율 인상)

99 (39.1)
104 (41.1)
23 ( 9.1)
121 (47.8)

정기 건강검진 실시

60 (23.7)

사고와 질병 및 임신시 불이익 방지

48 (19.0)

주 : 중복응답.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1. 소득산정 방법지급시기
․
등
소득산정 방식에 대한 응답은 관리과목당 수당＋성과급이 전체 응
답자 253명 중 46.6%(118명), 관리과목수(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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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06명)로 나타났다(<표 5-33> 참조)14). 지급시기는 매월 1회가
98.0%(248명)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소
득 차이 여부는 63.6%(161명)가 있다고 응답하였다15).
<표 5-33>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월별 특성에 따른 차이 관련 내용
(n = 253)
문

항

구

분

빈도(%)

관리과목당 수당
관리과목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지급)
관리과목당 수당 ＋ 성과급

29 (11.5)
106 (41.9)

지급시기

매주 1회
매월 1회
매월 2회 이상

1 ( 0.4)
248 (98.0)
4 ( 1.6)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차이 여부

있음
없음

161 (63.6)
92 (36.4)

산정방식

118 (46.6)

2. 월평균 관리과목 실적
월 평균 관리과목수는 응답자(246명)의 평균은 104.2건으로, 51건
이상 100건 이하가 36.2%(89명), 101건 이상 150건 이하가 23.6%(58
명)로 조사되었다(<표 5-34> 참조).

14) 설문에 응답한 학습지교사(총 253명)가 소속된 학습지회사 14개사에서도 관리
과목당 수당+관리과목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 지급)이 6개사로
가장 많고, 관리과목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 지급)이 4개사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15)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현재
산재 보험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산재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학습지교사에게 그대
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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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관리과목 실적
(n = 246)
문

항

구

월 평균 관리과목수

분

빈도(%)

평균

30건 이하

20 ( 8.1) 104. 2건

31건 이상 ～ 50건 이하

29 (11.8)

51건 이상 ～ 100건 이하

89 (36.2)

101건 이상 ～ 150건 이하

58 (23.6)

151건 이상 ～ 200건 이하

44 (17.9)

201건 이상

6 ( 2.4)

3. 휴회홀딩(holding)과목 실적
학습지 회원이 사정이 생겨 과목을 해지하려고 할 때, 학습지교사
입장에서 유지율을 생각하여 회원을 대신하여 과목비를 내주는 경우
가 발생하는데 이를 휴회홀딩(holding)이라고 한다.
<표 5-35> 휴회홀딩(holding) 과목수
문

항

구 분

빈도(%)

평균

휴회홀딩 여부

있음

92 (36.4)

(n=253)

없음

161 (63.6)

월평균 휴회홀딩 과목수

1건 이상 ～ 2건 이하

50 (54.3) 3.0건

(n=92)

3건 이상 ～ 4건 이하

22 (23.9)

5건 이상

20 (21.7)

월평균 휴회홀딩 금액

5만원 이하

32 (34.8) 11.0만원

(n=92)

6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

28 (30.4)

11만원 이상 ～ 15만원 이하

16 (17.4)

16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8 ( 8.7)

21만원 이상

8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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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홀딩상황을 살펴보면, 휴회홀딩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
답자(253명)의 36.4%(92명)로 조사되었다. 휴회홀딩하고 있는 응답자
(92명)에 한해 휴회홀딩 과목수와 금액을 알아보았다. 월평균 휴회홀
딩 과목수는 평균 3.0건으로 1건 이상 2건 이하가 54.3%(50명)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휴회홀딩 금액은 11.0만원이며 5만원 이하가 34.8%(32
명), 6만원 이상 10만원 이하가 30.4%(28명)로 조사되었다.

4. 소득관련 사항
연평균 실질소득은 전체 응답자(251명) 중 평균 1,782만원으로, 이
중 1,501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응답자가 39.0%(98명)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은 1,001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응답자가 36.3%(91
명), 2,001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응답자가 8.8%(22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표 5-36> 참조).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응답자(253명) 중 90.9%(230명)
의 응답자가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고를 하고
있는 응답자(230명) 중 사업소득신고가 69.6%(160명), 근로소득신고는
19.6%(45명)였다. 소득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59.6%(137명),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 경우가 36.5%(84명)로 나타
<표 5-36> 실질소득
문 항

구 분

빈도(%)

연평균 실질소득

1,000만원 이하

20 ( 8.0)

(n=251)

1,001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91 (36.3)

1,501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98 (39.0)

2,001만원 이상 ～ 2,500만원 이하

22 ( 8.8)

2,501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14 ( 5.6)

3,000만원 이상

6 ( 2.4)

평균
1,78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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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7> 소득신고 여부 및 소득신고 종류, 방법
문

항

구

분

빈도(%)

소득신고 여부

예

230 (90.9)

(n=253)

아니오

23 ( 9.1)

소득신고 종류

근로소득신고

45 (19.6)

(n=230)

사업소득신고

160 (69.6)

모름

25 (10.9)

소득신고 방법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84 (36.5)

(n=230)

본인이 직접 처리
모름

137 (59.6)
9 ( 3.9)

났다(<표 5-37> 참조)16).

5. 가족관련 사항
응답자의 가족관련 사항을 보면 응답자(252명)의 평균 가족수는
3.4명이며, 이 중 3명 이상 5명 이하가 192명(7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이하 29.8%(50명)으로 조사되었다(<표 5-38> 참조). 이
중 소득이 있는 가족수는 본인 포함 2명이 57.9%(146명)으로 가장 많
았다. 소득이 있는 가족수가 2명 이상인 응답자(196명) 중에서 주 소
득원자는 배우자가 52.0%(102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부모 30.1%
(59명)의 순으로 타나났다. 응답자 본인이 가족 중에 가장 소득이 많
은 경우는 11.7%(23명)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16) 설문에 응답한 학습지교사(총 253명)가 소속된 학습지회사 14개사에 설문을 한
결과 모두 학습지교사들이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
중 8개사는 회사에서 직접 일괄처리하여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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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8> 가족관련 사항
문 항

구

분

가족수(응답자 포함)

2명 이하

(n=252)

3명 이상 ～ 5명 이하

빈 도(%)
50 (29.8)

평 균
3.4명

192 (76.2)

6명 이상

10 ( 4.0)

소득이 있는 가족수

1명(본인)

56 (22.2)

(n=252)

2명

2.1명

146 (57.9)

3명 이상

50 (19.8)

가족 중 주 소득원

본인

23 (11.7)

(n=196)

배우자

102 (52.0)

부모

59 (30.1)

형제자매

12 ( 6.1)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1. 사례별 사고 및 질환에 관한 면접내용
<사례 1>
개인사항

조 ○ ○ , 여성, 33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X), 현 직종 경력 3년

사고 및 질환 제가 유산한 게 임신하고, 일이 힘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발생경위
2001년도에요 일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유산한 건 2002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은 아닌데 하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
혈하니까 되게 어지럽고 구역질나고 되게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그
래서 지역국장한테 좀 쉬어야 된다 그랬었구, 근데 교실을 안 빼주
는 거에요. 수업을 줄여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노동조합에서 만들었는데, 실질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더 그게 쉽
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한 달 동안 하혈을 하다가, 남편도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교실을 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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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냐 했는데 남편이 왜 전화를 하냐 이건 우리 일이다 그러면서 오
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
었어요. 그때가 아마 2001년도 7,8월 됐을 거에요. 제가 그때 입원을
한 일주일 했었나 10일 했었나 아무튼 그렇게 됐거든요. 처음에 입원
했을 때는 골반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골반
염이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호르몬 체계가 이상이
생긴거에요. 과로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혈을 했었던 것이고….
사고(상해) 및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3개월 동안 쉬게 된거죠. 그때 이후로
질환의 정도
이상하게 생리가 불규칙하고 몸이 되게 안 좋더라구요. 2002년도에
그때 당시 32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에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됐
어요. 시댁이나 신랑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대했었구… 근데 임신
을 했는데, 당시에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역국장, 팀장한
테 내가 몸이 안 좋은 거 같다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에 갔더
니 유산 가능성이 있다, 쉬어라. (임신은) 일 시작하고 나서 좀 있다
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7, 8월달에 복직을 했을거거든요. 복직하고
난 다음에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지역국
을 또 옮겨 왔거든요.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데는, 하혈을 했던 데
는 남양주 지역국이었었고, 근데 일시계약정지가 끝나고 복귀했던
데는 서울에 있는 저희집 가까운 데로 복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집이 좀 먼 데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있는 데를 가게 됐었
는데, 아무튼 거기 다니다가 10개월 있다가 그 임신을 했는데, 병원
갔더니 위험하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보통 산모들도 많이 걷고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면 임신 초기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근데 당신은 작년
에 그런 경험도 있고, 자궁도 튼튼하지 못한 거 같으니깐 좀 쉬었으
면 좋겠다, 쉬어야 된다 의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혈했던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교실)110개 정도 했어요.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에 110개면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경기도 남양주
거든요. 여기 집이 하나 있고 한참 가야 또 하나 있구 그런 식이에
요.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걸어다녔어요. 차 갖고 다니는 선생님
이 몇 명이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월급가지고 차 유지를 못하거든
요. 그때 일이 굉장히 힘들었었구, 일이 끝나면 밤 10시 반 이랬고,
빨리 끝나야 9시 반 이랬었어요. 10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해서, 매일
출근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하혈을 시작하기 전서부터는 제도가 바
뀌어가지고 두 번 출근했었어요. 서류정리에, 점심먹고 1시 정도에
나가서… 서울, 집에 오면 11시, 11시 반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하혈
은 입사하고 1년 6개월 정도 만에 그렇게 됐어요.

242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사고처리 및 병원비가 그때 영수증이 없어서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대충 한 입
치료 과정
원비도 들고, 검사비도 들고 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7,80만원은
나왔던 거 같애요. 남편 회사 보험으로 해서… 자비부담이 그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쉬어서… 하혈하기 전에는 한
달에 120 정도 벌었던 거 같애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회사에서 10만
원 정도 줬어요. 회사에서, 일주일 이상 진단이면 10만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회사에서 상해보험 들어 준거에요(회사 전부담). 그걸로
보충이 안 돼요. 유산하고 나서 (3주 동안 일주일에 하루) 하루를 했
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 했는데, 월급이 한 10여 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상해(질환) 치
료 중 또는 이
후에 일을 지
속했는지 여부

저는 유산하고 나서 그 다음, 토요일날 가가지고 바로 유산(병원처치)
을 했거든요. 당장 월요일날인가 관리를 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였긴
했지만. 보통 애를 낳는 것하고 유산하는 건 거의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비도 오고 7월달이어서 장마지고 이런 날씨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애를 많이 기다렸으니
까… 그런 와중들 속에서도 유산하고 나서 또 애들 가르치고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바로 가서 관리했거든요.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
도

그때(유산 이후)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작년에 병원에, 하혈하면서
실려갔죠, 그 다음에 유산하면서 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깐…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몸이 좀, 삭신이 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제가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 생리도 불순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불순이
에요. 병원에 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많이 몸이 안 좋아진건
제가 느껴요. 예전에는 5일 동안 뛰었는데, 유산하고 난 다음에 한 3
주간 월요일만 하루 했었구,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을 받아서 나흘
했어요.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제가 지역국장에게 계속 한 달 내내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떤 개선사항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쓰러져서 실려가고
나서야 일시계약정지 시켜주더라구요. 선생님 바뀌는 걸 굉장히 싫
어하기 때문에 엄마들 같은 입장에서는 혹은 회사측 입장에서는 아
무래도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던
사람이 계속하기를 원하죠. 학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근무조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때문에 선생님이
바뀌거나 이런 걸 회사에서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일해
라 그런 식으로 많이 가죠. 계약정지는 3개월 동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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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지역국에 와서 지역팀장에게 (의사가 유산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교실을…
제가 쉴려면 제 대신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데,
팀장이나 지역국장이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더 두
고봐야 된다 뭐, 임신 초기에 힘들어서 그런 거지… 진짜 유산이 되
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 같애요. 많은 사람들이 임신 초기에 힘들어하
더라, 그러니까는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했었는데
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이 이관이 안 됐어요. 요구는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정말 제가 난리를 쳤었어요. 많이 항의를 했었고. 작년에
좀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관리자들이 좀 긴장을 해서인지 어쨌든
그 교실을 빼줬어요. 빼줬는데 거기서 걸린 기간이 한 한 달 가까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걸 통보를 하고 나서 할 때까지 한 3주에서 한
달정도 사이 요 정도에 빼주게 된거에요. 금방 빼지거나 그런 게 아
니라, 임신 2개월 이때는 되게 힘든 때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금방
빼줘야 그래야 되는데, 그걸 늦게 빼주면… 실제로 임신 3개월 이상
되면은 실제로 안착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유산의 가능성이 굉
장히 희박해요. 그때서야 해주고 애는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깐 그때
조치가 늦었고 애는 유산이 됐고…
사고처리 및 하혈했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그전에도 지역국
질환치료 중 을 바꿔달라고 했었어요. 왜 가까운 데 지역국이 있는데 관리할 수가
당사자의 느낀 있는데 왜 나는 남양주를 가야 되냐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점이나 이후 그 다음에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들어줬었어요.
대응태도
몸이 좀, 삭신이 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
고 한데, 이건 뭐 어떻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있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산재보험 한다면, 저 같은 여자는 모성
보호법을 못 받는다구요. 모성보호를 못 받는 산재보험은 도대체
뭔… 산재보험 해봤자 사후 뒷북치기라구요. 사전에 방지라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휴직이나 이런
게 받아들여져야 적당한 거지… 한두 달 만에 유산도 안 했을 거구,
입원도 안 했을 거에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일
단 터지고 난 다음에 돈 줄게 내지는 치료받아라 이게 도대체 뭔 의
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웃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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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되고 난 다음에 일시계약정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고( 질환) 발
그런데, 지역국장이 불러서 말하기를, “어 일시계약정지하면 교실 다 빼
생 이후 직장
고 또다시 교실 받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안 좋다. 그러니까 한
의 태도 및 조
교실을 남겨두고서, 월요일날 그 지역은 계속 관리해라” 이러더라구요.
치사항
저희 제도자체는 일시계약정지라는 게 분명히… 그런 제도를 저희 노동
조합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일하는 사
람들한테는 별로 크게 적용이 안 되는 거에요. 어떤 강제사항 이런 부분
이 아니라 이쁘게 잘 보이면 이거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일시계약정지가 안 됐
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회사에서 어떤 제도장치나 개선을 했나?) 그
렇지 않죠. 그런 걸 할 정도면 벌써 회사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냥
그런 것이고 니가 싫으면 떠나가라 이런 거였었죠. 제가 계약정지 끝내
고 다시 복직할려고 했을 때도 뭣하러 복직하냐, 그만둬라 이런 입장이
었었거든요. 그러니깐 뭐 그런 휴직을 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
람있으면 그냥 니가 떠나라….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 동
료의 경험사례

그 하루 동안에 25개 정도 해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집이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깐 여자들이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oo교육에 보면요 유
산한 여자들도 많구요, 생리불순인 여자도 굉장히 많구요. 그리고 또 근
골격계, 관절염, 허리 아픈 사람들, 디스크 굉장히 많아요. 하이힐 신고
다녀야 되거든요. 운동화 신고 다니면 안 돼요. 혼나요. 복장도 뭐라 그
러거든요. 가방도 무겁죠. 애들 선물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게 우리가 저녁을 건너뛰잖아요… 관리하다가 중간에 먹을 순 없잖
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거의 지역국의 선생
들 붙잡고 물으면 다 하나 이상씩은 갖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3지부 사무국내 조직국장을 했었거든요. 3지부 3조직이어서 3지부
에 조합원 3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회는 100명 정도 있었거
든요. 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깐 그만두고 나갔고
그 사람들이 그때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가 2001년도 겨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얘기 듣기로는
3지부에서 최근에 이런 유산 사례가 3건이 있었다. 300명 조합원 중에서
여자가 70, 80% 되니까 그만큼일 것이고 그 중에 결혼한 여자, 그 중에
가임여성,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사 해가
지고 온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그 자료가. 그러니
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하기를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떠나가
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구… 정말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드러내고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많고… 저
희 지역국에서는 결혼한 분이 5/3 정도, 60% 정도 돼요. 일이 워낙 힘들
기 때문에 결혼 안한 아가씨들은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아줌마가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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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 임신한 분이 두 분이 계셨었
어요. 근데 임신하자마자 그만두겠다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결국에
는 7, 8개월까지 있다가 그만두더라구요. 본인 같은 경우는 빨리 그
만두고 싶은데, 지역국에서는 너 그만두면 너 가르치는 애들 누가
가르치는거냐 그래가지고 계속 다녀요. (지역국에서) 조금만 기다려
빼줄게… 그러고 7,8개월까지 끄는 거에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
에는 몸이 그나마 괜찮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사례 2>
개인사항

지 ○ ○ , 여성, 24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X), 현 직종 경력 1.5년

사고 및 질환 재작년이었던 것 같애요. 제가 여기(A학습지) 있기 전에 타학습지
발생경위
(B학습지)에 있었거든요. 2001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 해 겨울
12월쯤에 다친 거에요. 학습지교사들은 방문교사잖아요. 시간에 아
무래도 쫓기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좀 뛰어가야 되는 경우
도 있구요. 수업중에, 거의 마지막 수업에 넘어졌어요. 그때가 저녁
쯤에. 또 겨울이어서 해도 일찍 지고 저녁 7시, 8시쯤이었던 것 같
애요. 마지막 수업 가는 길에 빙판길에서… 그것도 아파트 단지여서
가지고 아파트는 특히나 눈이 오면 치우지 않으면 다 얼잖아요. 거
기서 뛰다가, 빨리 끝내고 가야지라는 심정으로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다쳤어요. ‘아, 아프다!’ 일어나지 못 하겠더라구요. ‘아, 어떡
하지… 수업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을 갔어요. 딱 수업을 가서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정신력으로 집에까지 왔어요.
그때는 아 아프다 이 정도였거든요. 겨울에는 긴 바지를 입잖아요.
그래서 보지도 않구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퉁퉁 부어 있더라
구요.
사고(상해) 및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게 무릎이라고 하면은 이게
질환의 정도
이만큼 부었어요. 이렇게 부었는데, 뼈가 안 다친 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깐 혈관이 많이 파열이 됐어요. 무릎뿐만 아니라 발, 복
숭아뼈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
랬더니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조심하라고… 무릎에 끼는 보호
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끼고 다니고 그래가지
고 그것 때문에, 학습지교사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야 되고 걸어다니
는 입장이어서 못하잖아요. 퉁퉁 부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치료는 오
래했어요. 물리치료까지 받고 그랬으니까… 혈관이 많이 파열됐다고
의사가 그러시더라구요. 물리치료를 거의 한 달 정도 받은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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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목뼈가 휘어가지고… 그게 (학습지교사를) 처음 했을 때 무거운 걸
치료 과정
들고 다니잖아요. 교재를 들고 다니니까, 한쪽으로 매게 돼요. 그러
니까 목뼈가 휘어가지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확실
히 모르겠는데, (학습지) 일하면서 목뼈가 계속 아팠어요. 목뼈가 휘
니까 어깨, 허리, 등, 골반까지 아프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양쪽으로 매는 걸 못 매게 해요. 아무래도 선생님 이미
지에 안 좋다, 치명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여기는 (다른 데
보다) 좀 부교재가 많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매니까 휘
어지구요, 이렇게 번갈아 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안 잖아요. 또
습관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
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여기 아플 때가, 좀 심하게 느꼈을 때가
여름이었어요. 그 전에는 전혀 아프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피아
노 칠 때만 해도 어깨 양쪽이 경직이 되니까 여기 아프다 그런 생
각만 했는데, 이거는 뭐 척추교정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척추교정
받는데 너무 비싸서, 한 번 받는 데 거의 5만원돈 해요. 그래서 그
거는 계속 못 받고… 작년에 하고 안 받았던 거 같애요. 지금은 그
냥 물리치료 정도만 하고 있어요. (치료비는)다 건강보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었던 것 같애요.
상해(질환) 치
료 중 또는 이
후에 일을 지
속했는지 여부

(무릎 부상 때) 일주일 쉬고 그 다음엔 수업 계속했어요. 저는 그때
는 60과목 정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구요. 10일
지나니까 좀 걸을 수 있고 또 괜찮아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거
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보호대 차고 계속 일했어요. 구부릴 때 다리가
좀 아팠고… 거의 의자에 앉았던 거 같애요. 한 달 반 치료하고 난
뒤에는 괜찮아졌어요.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
도

저는 지금 주 3일 일하고, 몸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주 3일 일하고
있어요. 목뼈가 휘어가지고… 그것도 있구요, 아프니까 저는 거의
많이도 (수업과목) 안 받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일을 줄였어요. (목
뼈 휜 것) 지금도 계속 치료 중에 있어요. …비오는 날 어깨가 많이
쑤셔요. 무릎은 아니구… 무릎은 괜찮아요.
(어깨)겨리다 그러죠. 항상 겨려요. 항상 엄마한테, 친구들한테 어께
좀 주물러 달라고 해요. 많이 뭉쳤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요 가방
을 이렇게(한쪽으로만) 안 매구요,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다녀요.

학습지교사 업무상재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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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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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제가 아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일주일 한
다 해도 거의 열흘 정도 쉬었던 거 같애요. 크리스마스 껴가지고.
열흘 정도를 쉬었는데, 제 담당 위에 있는 파트장님께서 대신 해주
셨어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같은 거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고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애요.

사고처리 및 목 아픈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열받았죠. 어휴 나 이 일 해가지
질환치료 중 고 몸 다 망쳤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당사자의 느낀
점이나 이후 (본인 상해에 대한 회사 책임 부분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을 전
혀 못했어요.
대응태도
(질환치료비 보상을 위해) 몸이 아프다는 걸 회사에 얘기를 못하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욕먹을까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 몸이 아픈 거 그런 것도 무시 못하구
요. 주로 이 일이 힘든 거 때문에….
사고( 질환) 발
생 이후 직장
의 태도 및 조
치사항

(회사에 상해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제가 치료비 청구를 안
해서 그런가? (파트장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선생님들 차사
고가 그렇게 많이 나세요. 그럴 때는 (상해보험을) 적용했던 거 같
애요. 제가 의정부(D학습지회사 지국)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 차사
고가 났다 그러면 담당 파트장님이 빨리 나가서 다 처리해 주시
고… 파트장님은 거기 직원이에요.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 동
료의 경험사례

여기 선생님들은 허리통증 많이 (호소)하시는 거 같애요. 앉아서…
아이들, 거의 아이들 책상이잖아요. 저희한테 맞는 게 아니라 아이
들한테 맞아요. (구부리고)이러고 있구. 그리고 한 과목 해도 20분이
구 두 과목해도 40분이구, …4과목을 한다 그러면… 그 집에서 오래
되면 2시간이잖아요. 거기서 꾸부정해가지고 계속 말해야 되고… 목
아프다는 사람도 많으세요. …병원치료 다니는 사람도 많으세요. 성
대결절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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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인사항

허 ○ ○ , 여성, 35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X), 현 직종 경력 10년

사고 및 질환 (교통)사고가 작년이었거든요. 5월경이었던 거 같애요. (사무실에)
발생경위
출근해서 교실로 가다가… 앞차는 신호를 받고 있었고, 앞차 신호
가, 저희 가는 길에 보면 급경사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저는 신호를
봤는데 제 뒤차가 그 신호를 못 봤나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빨간
불이 갑자기 바뀐 상태에서 앞차가 정지하고 저까지는 정지했는데,
제 뒷차가 오던 차가 딴 생각을 하고 그 신호를 못 본거에요. 그래
서 그냥 저를 들이받고 제가 앞차를 들이받고 그 앞차가 또 앞차를
들이받고… 그래서 4중 추돌이죠. 그렇게 된 상태거든요. 날짜는 정
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 차는 폐차되고, 제 차가 티
코여서… 근데 저는 서면서 다행히 곧바로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앞차가 약간 급정거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안전
거리 유지했으니까, 저도 딱 섰는데, 서면서 좀 불안한 거에요. 느낌
이. 그래서 바로 (뒤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차가 그냥 오
는 게 보여져서 핸들 꽉 잡고 있고 힘 미리 주고 있는 상태… 아니
고, 안 봤으면 그냥 몸이 이렇게 쏠려가는 상태였었는데, 다행히 그
렇게 딱 해서… 뒤에 제 뒷좌석이 옆으로 다 쓰러지고 뒷범퍼는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 차는 그냥 폐차했어요.
사고(상해) 및 곧바로 저기서 뭐죠? 구급차? 구급차가 왔었어요. 제가 바로 1차 당
질환의 정도
사자니까… 저는 바로 앞에 간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밀렸어도, 앞
차한테 갔어도 앞에 충격은 사실은 조금 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아서서…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안 다쳤어요. 뭐 경미하게 이렇
게 다쳤어요.
병원에서 목 뒷부분이랑, 허리부분이랑 통증 나오는 거 하고, 디스
크… 다행히 이렇게 막 꽝 하고 머리를 박거나 한 게 아니었기 때
문에… 교통사고로 결리는 거… 진단은 3주 나왔어요. 일주일은 교
실 안 나가고, 병원에는 10일 있었나봐요.
사고처리 및
치료 과정

병원비는 제가 피해자니까, 제가 가해자가 아니니까 그 쪽에서 대줬
죠. 그 다음엔 계속 움직여야 되는 일이니까, (병원치료 10일 이후)
물리치료 날마다 가서 계속 받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받고, …합의된 날까지만 제가 가서 받았구요, 나머지
(진단 나머지 기간) 날들은 일주일 한 번, 두 번 정도 가서 받았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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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10일 있는 동안에는 교실은 못 나가고, 일주일 내리 교실을
못 나갔구요, 나머지 3일 동안은 병원에 있으면서, 오후 수업이었으
니까 외출해서… 3일은 파트장님하고 동행해서 나갔나 그랬던 거 같
애요. 파트장님이 책가방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 일이란 게 왜
2주씩이나 담당 선생님을 못 만나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 주 됐을 때, 7일 지났을 때 제가 아주 뭐 못 움직이거나
그런 정도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그냥 한 3일 정도는 병원에 있
으면서 나갔죠. 한 일주일 쉬고 나니까… 눈에 보이게 외상을 당했
다거나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
도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왜 몸이 왜 뻑적지근한 그런 건 계
속 남아 있어서 한약도 한 재 먹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런 건 남
긴 하더라구요. 몸 상태가 원체도 그렇긴 하지만, 흐린 날, 비오는
날은 삐그덕 삐그덕 그런다 그러죠. 몸 전체가. 뒷부분 같은 경우는
뻐근한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 다음 첫째, 둘째 주는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 몸이 썩이 편한 상
태는 아니었으니까….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파트장이) 첫 주는 대신 뛰어주셨구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디
가 찢어지거나 막 못 움직이거나 그럴 정도 상태였으면 못 나가는
데, 가능한 한 한 번 정도는 파트장님이 나가주셔도 일주일 내내 다
다른 파트장님이랑 번갈아서 나가주셨다지만, 나머지 그 다음 날부
터는 회원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오는 게
되잖아요. 그 상태가 되니까 싫어하시니까….
회사에서 들었던 거 그거해서 상해보험 처리해 주셨어요. 또 파트장
님이 대신 뛰어주시고… 파트장님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만 그렇게 썩이 기꺼이가 되지는 못하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그리고 파트장님이 대신 나갔을 때 그 월급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
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래는 안 나갈려고 하죠.

사고처리 및 (휴식시간 및 병가를 더 낼 수 있는가에 대해)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질환치료 중 가 없죠. 한 주 정도는 어떻게 파트장님이 대신 나가줄 수 있지만, 2
당사자의 느낀 주 이상은… 그 일 자체가 제 일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2주 이상
점이나 이후 못 나갈 정도면은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안 봐주세요. 한 번 정도야 뭐….
대응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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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서
것도
음이

일이란 게 웬만큼 몸이 아파서는 그냥 나가는 게 그 다음을 위
좋아요. 본인 스스로가 나가는 게,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가주는
사실은 썩 안 좋구요.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있어도 썩 마
안 편해요.

그때 회사에서 들어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저 한약도 지어 먹고 그
랬는데, 사실은 회사 거는 생각도 안 했던 보험금이었거든요. 보험에
들기는 했었는데… 그 전에 뭐 다쳐서 받을 일도 없었고, 요번에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받았죠. (지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사고처
리하면서) 싫어하거나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만약 이번 사고에서 본인이 가해자였다면?) 회사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제가 든 자가보험에서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건 뭐 회사에서 찾아서 해줄 거라고는 생각 전혀 안 해봤어요.
저희가 일하면서 월급 많이 받지만, 당장 기본적으로 의료보험도 안
되고 (사회보험)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거 할 때, 은행에 갔을 때,
아 그렇지! 일은 똑같이 했다고 느껴지는데, 아! 이거는 아닌데 하고
느껴질 때 있어요. 10년을 일했어도 퇴직금도 못 받고… 그게 인제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그걸로 상쇄돼야 되는 거구나 하죠.
사고( 질환) 발 (회사가) 기본적으로 계약한 거만큼만 처리해주고, 일해주실 거 해주
생 이후 직장 시고 말죠.
의 태도 및 조
치사항
업무상 재해나 전에는 저도 개한테도 물려봤어요. 초기에 한 3년차, 4년차 되던
건강장애를 겪 해에 개한테 물려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부스한 적도 있었어요.
은 혹은 겪고 한 9년 전, 10년 초창기 때 (고객)주택 계단에서 넘어져서… 한
있는 직장동료 일주일 정도 기부스하고 파트장님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상
가 얼마나 있 해보험이 없었어요.
는지,
저희 사무실에 있는 한 분도 한두 번 정도 유산을 했어요. 초기때
직장동료의 경
일이 힘드니까… 저희도 가장 힘든 게,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험사례
바로 대체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 교사가 항상 base로 깔
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한두 달 기다려야
돼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죠. 아마 유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은 그런 걸 겪으면서 유산이 되는 거 같애요. 보통 초기에 유산을
하니까… 기다리는 그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가장 힘들 때… 그
때 선생님이 바로 대체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바로 인제 (쉬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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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개인사항

정 ○○ , 여성, 23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 현 직종 경력 1년 6개월

사고 및 질환 (사고를) 두 번 당했는데요, 한 번은 올해 2, 3월 그때였던 거 같애요.
밤에 수업을 하고 다른 집으로 옮길 때, 계단이 이렇게, 조그만 계단
발생경위
이 있는 걸 못 보고서는 잘못 디뎌가지고 발목 인대가 늘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하다 말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때 붕대 감고 응급치료 받고 그리고서는 그때는 약지어 먹고… 진
단이 몇 주는 안 나왔구요, 또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병원
사고(상해) 및 가기도, 제가 시간이 좀… 그때는 한참 바쁠 때라서 일이, 금요일날
다쳤기 때문에 이틀 쉬니까 좀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약 먹고서는
질환의 정도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런데 되게 심하게 많이 (인대가) 늘어난 건 아
니고, 붕대, 압박붕대 감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사고처리 및 (또 한 번은) 5월달에 길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빨 다쳤어요. 이
빨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밤에 가다가 발이 걸
치료 과정
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이빨이 4개가 다쳤어요 지금. 그래서 그
때는 이틀을 수업을 못하고 그 다음 날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지금까
지 계속 치료받고 있거든요.
상해(질환) 치
료 중 또는 이
후에 일을 지
속했는지 여부

(휴식기간 제공여부에 대해) 더 쉴 수가 없죠. 파트장님이 대신 뛰어
줄 수는 있는데요, 파트장님이 대신 해주시면 저희가 몸이 편해서
좋은데, 그 다음 뒤처리가 좀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가 하
죠. 웬만하면 하는 게, 차라리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하는 게 낫지,
이게 업무상으로 연관이 돼버리면 더욱 골치가 아파지니까…
다른 데 이런 데는 안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빨만 다쳤어요. …제
가 일욕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일이, 저희가 아무리 아파도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우선 파트장님들이 가시면
수업을 안 하시고 교재만 전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트
장님이 많이 갈수록 섭섭해 하시는 회원엄마들이 많으니까… 회원
끊어버리면, 그게 굉장히 저희 수입도 그렇구요, 다섯 명이 (회원을)
끊으면 그걸 메꾸는 거, 저희가 영업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
담은 더 크죠. 차라리 할 만하면 정말 하고, 그때 다치고 바로는 너
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병원도 가고 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렸는데, 나갈 수 있을 때 나머지는 나가서 하는
게 더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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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여부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어요. 이빨이 깨지면서 많이 흔들리니까… 말
및 그로 인한 할 때도 아무래도 (말)해도 제게 아니니까….
일의 지장 정
도
7년에 한 번씩 (이빨덧쒸움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이거 깨진 거 위에다가 살짝 붙인거거든요. 신경치료 다 끝내고 이
번 주에 도자기를 쒸우는데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7년이나 8년이면
다시 새걸로 바꿔줘야 된다 하더라구요.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저희(회사)가 상해보험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국장님께서 그
러셨구나, 국장님께서 상해보험 처리가 되니까 진단서랑 영수증 떼
갖고 오면 돈이 나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때는 파트장님께서 대신 나가주셨죠. 그때는 나갈 수가 없으니
까… 이틀 나가주셨어요. 이빨이 깨졌을 때는 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빨을 때웠어요. 가짜로. 그리고서는
경과를 보면서 지금 4달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월요일 다쳤나, 그
래서 화요일, 수요일 나가주시고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나가고 그
랬는데, (국장님하고 파트장님하고)그때 더, 그 주를 쉬라고 그러시
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냥… 그때가 월 초니까… 저희가 또 월 초
랑, 월말이랑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말일이면 선생님들이 할 일도
많고 회비도 직접 받아야 되고 그런데, 월 초니까 조금 한가할 때가
이러니까 힘들면 좀 쉬라 그러더라구요.

사고처리 및 쉬는 동안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게 좀 문제죠. (월급 받으면)….
질환치료 중 그럼 좋겠죠. 4대보험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게 좀 (시
당사자의 느낀 스템상) 불가능할 거 같애요. 돼면 좋죠. 혜택은 더 많이 받는 거니
점이나 이후 까…
대응태도
만약에 다쳐서 그만두면, 그 다친 거는 일하다가 다친 거니까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회사를 다쳐서 그만두면 상해보험이 안 되는
지… 그러니까 제가 다쳐서 그만두면 회사는 (계약)해지를 한 거잖
아요. 그러면 그 상해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지 회사를 그만뒀으니
까…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대개 많이 다치
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제가 만일 그때 많이 다쳐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만뒀으면 상해보험 혜택을 못 받겠죠. 일하다가
다쳐서 회사까지 그만둔다 그러면 진짜… 억울하죠. 그런 건 진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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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있는 걸 잘 몰르세요. 제가 1년 반 동안 저희 지점에서 다
쳐서 상해보험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친 사
람도 별로 없고 아마 잘 몰르시는, 저도 다칠 때까지는 잘 몰랐었거
든요. 상해보험 들어 있었다는 걸.
(회사의 재해 대비 근로조건 대책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런 논
의를 누군가 하겠죠. 안 할 거 같지는 않지만, 그런 논의보다는 다
른 논의를 더 많이 하겠죠. 어떻게 하면 회원을 더 확보할까 이런
거가 더 주된 생각이겠죠.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동료의 경
험사례

(성대결절이나 유산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에 대해) 임신하시면 어
느 정도 하시다 그만두시더라구요. 한 5,6개월까지 하시는 거 같애
요. 업무적으로 힘든데 저희는, 업무성과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스
트레스도 많이 몸도 힘들고… 유산이나 성대결절까지는 못 봤어요.
그런 적은 있었던 거 같애요. 제 동기 선생님이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좀 다 일하기가, 그때가 3,4개월 됐던 거 같
애요. 5일을 다 일하기가 힘드니까 좀 줄여서 일하겠다 하니까 그
파트장님이 고약하신 분이었는데… 파트장님과 저희관계가 상하관
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데… 이 분은 업무지원은 많이
안 해주면서 영업 쪽으로 닦달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파트장님이) 그때 그 선생님한테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 학습지교사 피면접대상자의 사례 요약 및 특징
학습지교사는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이직이 많은 편이어서 재직 중
인 자의 재해경험사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학습지교사의 재해
는 주로 업무과중으로 생리불순, 하혈, 유산이 많았다. 학습지교사 대
부분이 여성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혼자로, 이러한 재해위험에 상
당히 노출되어 있으나 그러한 재해경험을 수치로 여기는 사회적 문화
로 인하여 더욱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업무특성상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일이 많지만
차량유지가 힘들어 마냥 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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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차를 이용하는 학습지교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중상을
․

입는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대규
모 학습지회사 대부분은 회사의 상해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지업계 전반적으로 학습지교사가 건강장애로 치료 및
휴식기간을 갖기 위해 일시계약정지를 신청해도 회사측에서는 늑장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제도상 일시계약정
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선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노조가 없는 곳은 상황이 더 열악할 것이라는 점을 충
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습지교사는 쉬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한
만큼 소득보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건강장애로 쉬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회사에서 중간에 교실을 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 학습지교사의 질환 치료시기를 놓치
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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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험설계사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
- 설문조사

1)

제1절 보험설계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1. 우리나라 보험산업과 보험모집인2)제도
우리나라의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후 1921년 한상룡 등의 친일실업가에 의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인 조선생명이 설립되었고, 1922
년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라는 최초의 손해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1945년은 보험산업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으로
인해 보험이 산업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1962년 ｢국민저축조합법｣
제정으로 정부의 보호하에 보험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1986

1)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3년 6～7월 간에 이루어졌음.
2)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이란 보험설계사라고도 한다. 보험회사에 소속하여 그 회
사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업법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
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모집에는 모집인에 의한 개별방문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포판매, 통신판매 등의 방법에 의한 것도 있다.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
페이지 자료실(Knowledge Center), “보험용어사전-보험모집인”, 2003. 9.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어 본 연구서에서는 보험설계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법적으로는 보험모집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에 부
득이하게 본절에서만 보험모집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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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개방되어 외국의 보험사도 진출하게
되었다. 2001년 현재는 29개의 생명보험 회사와 16개의 손해보험사
<표 6-1> 보험회사 종사자 현황
(2002. 3. 31.)

구 분
Classification

대 한 Korea

생
명
보
험
L
I
F
E
I
N
S
U
R
A
N
C
E

임직원 The Staff
Employed
임원
직원
Director Staff

모집인 Solicitors

소계
SubTotal

남
Mail

여
Femail

소계
SubTotal

대리점
Agents

12

5,803

5,815

1,462 32,566 34,028

508

삼 성 Samsung

9

6,549

6,558

2,216 38,637 40,853

1,183

홍 국 Hungkuk

8

1,007

1,015

교 보 Kyobo

6

5,730

5,736

대 신 Daishin

1

502

503

136

2,734

2,870

-

신 한 Shinhan

6

681

687

46

3,576

3,622

322

럭 키 Lucky

6

300

306

84

1,278

1,362

122

금 호 Kumbo

6

1,121

1,127

366

5,256

5,622

35

에스케이 SK

823

5,437

6,260

272

1.108 32,572 33,769

1,694

12

1,228

1,240

582

6,048

6,630

15

한 일 Hanil

2

138

140

79

275

354

2

동 부 Dongbu

3

233

236

190

274

464

425

동 양 Tongyang

6

1,208

1,214

568

7,844

8,412

120

아이엔지 ING

4

256

260

2,403

608

3,011

-

11

310

321

1,372

28

1,400

-

프랑스 France

4

54

58

7

5

12

3

알리안츠 Allianz

10

2,373

2,383

355 16,597 16,952

177

메트라이프 MetLife

8

367

375

763

1,079

1,842

-

PCA PCA

5

78

83

60

73

133

36

뉴 욕 New York

4

108

112

419

73

492

1

라이나 LINA

9

152

161

3

511

514

203

에이아이지 AIG

1

195

196

2,351

546

2,897

1,879

카디프 CARDIF

1

45

46

-

6

6

4

28,438 28,572 15,482 156,023 171,505

7,001

푸르덴셜 Prudential

소 계 Sub-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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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The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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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임원
직원
SubDirector Staff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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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Solicitors
남
Mail

대리점
소계 Agents
여
SubFemail
Total

동 양 Oriental

4

1,884

1,888

1,956

2,173

4,129

4,387

신동아 Shindongah

8

1,159

1,167

720

1,796

2,516

1,972

대 한 Deahan

4

913

917

1,204

1,213

2,417

1,517

그 린 Green

8

704

712

780

725

1,505

1,144

SSangyong

8

1,215

1,223

1,386

1,247

2,633

1,775

First

7

1,165

1,172

1,725

1,429

3,154

1,831

Samsung

4

3,812

3,816

2,532 13,610 16,142 12,852

Hyundai

6

2,989

2,995

2,363

5,130

7,493

9,473

4

2,583

2,587

2,089

4,089

6,178

8,215

3

2,946

2,949

1,359

7,079

8,438

7,881

4

835

839

473

417

890

1,083

5

218

223

18

112

130

-

1

138

139

293

1

44

45

64

1

37

38

73

R& SA Royal&Sun

1

11

12

-

교보자동차 Kyobo

3

202

205

쌍 용
손
해 제 일
보 삼 성
험
현 대

N 엘 지 LG
O 동 부 Dongbu
N
서울보증 S.G.I
⃓
L 코리안리 KoreanRe
I 아메리칸홈 A.H.A
F
에이스 ACE
E
페더럴 FEDERAL

소 계 Sub-total
합 계 Total

72

20,855 20,927 17,475 39,602 57,077 52,560

206

49,293 49,499 32,957 195,625 228,582 59,561

자료 : 보험개발원, 2001년도 보험통계연감 , 2002. 12.

등 45개 보험사가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보험모집인이 약 30만명에
달하고 있다3).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보험모집인수는 노조에서 발표
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험개발원 자료는 대리점 형식의 보
3) 이순녀, ｢보험모집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견해｣, 한국노동연구원 포럼, 전국
보험모집인노조, 2001. 4,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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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설계사는 제외하고,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
이라 여겨진다(<표 6-1> 참조). 2002년 3월 현재 전국의 22개 생명보
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모집인은 171,505명, 전국의 17개 손해보험회
사에 종사하고 있는 모집인은 57,077명으로, 39개 보험회사에 228,582
명의 모집인이 종사하고 있다.
보험모집인들은 대부분이 여성이며, 주부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전업 보험모집인의 기원은 1843년 미국의 뉴욕생명
보험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이 회사에는 투자대리인에게 생
명보험모집인의 업무를 부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반 고객을 방문, 보
험가입을 권유하고 보험계약을 모집토록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4).

우리나라의 보험모집인제도는 1962년 ｢보험모집단속법｣(1977년 12

월 보험업법에 통합)이 제정되어 생명보험 모집인등록제도가 실시되
면서 도입되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
으며, 등록 후에도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그 어떤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다. 우선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
고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하는 보험모집인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교육시
킨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원에 모집인으로 등록을 해주고 모집인은 그
회사 보험만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
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다5).
보험회사는 사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보험모집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험모집인은 이 규정에 따
라 위임 및 위촉 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받는 관계
에 있다.

4)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한국의 생명보험-생명보험이란 무엇인
가｣, 2003. 9, p.133.
5) 이순녀(2001),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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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설계사 업무6)
가. 보험설계사의 선발 및 위임위촉 과정
보험설계사의 선발 및 위임위촉과정을 보면, 회사의 점포장 및 지
점장 면담을 통해 적정 교육대상자가 선발되면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
쳐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설계사 등록시험을 치르게 된
다.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점포장 또는 지점장이 설계사로서
판매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등록을
권유하고 등록된 자에 한하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모집업무를 위
탁한다7).

나. 주요 업무내용
주요 업무내용은 조회 후 영업활동을 나가서 보험료 수금업무, 신
규계약 체결업무, 기타 업무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때때로 특별
교육이 있다.

6) 본 연구에서 연구진은 보험설계사의 일반적인 업무내용이 유사할 것이라고 보았
기 때문에 제2절에서 제시한 보험설계사 업무내용의 경우, 설문을 실시한 보험
회사들 중 A회사의 노조에서 작성한 문건을 참고하여 생명보험협회의 확인절차
를 거쳐 작성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마다 보험설계사 업무들 중 일부 업무부분에
서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자세한 업무내용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절에
서는 보험설계사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마다 공통적으로 진
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언급하였다.
7) 전국보험모집인 노조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시험 합격자 중 50명의 연고자 리
스트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 보험설계사로 협회에 등록이 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등록된 설계사에 대해 소정의 모집
실무 교육기간(3주정도)을 거치는 회사도 있다. 회사에 따라 설계사의 등록 전
또는 등록 후에 소정의 교육기간 동안 실비수준의 교통비(중식대 포함)를 제공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설계사가 모집활동을 할 것을 가정하여 향후 발생될
수수료에서 선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마다 일률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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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및 석회 참석
∙회사에 따라 매일 아침 8시 30분 ～ 9시 30분 전후로 이루어짐
∙귀소는 보통 4시 이후에 이루어지며, 주 업무는 주간활동 결과 정리를 위해 귀소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참석함

보험료

신규계약

수금업무

체결업무

∙오전 10시 30분 정
도 조회가 끝나면
활동
준비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
∙수금방법은 자동이
체,지로발송 및 직
접 방문

∙시험에 합격한 자에
게 추가의 신인교육
을 시행하거나 보험
업법에서 정한 설계
사 등록 전 사전교
육을 충분히 이수한
자에 대해 이후 모
집활동을 지도함

특별 교육
∙FP, FC, 변액보험
판매자격 교육 등
을 실시

기타 업무
∙조회 및 교육을 마
친 이후 사무실에서
이루어짐

∙처음엔 연고자를 찾
아서 보험영업을 하
는 경우도 있으나
보다 많은 수입증대
를 위해서는 신규
보험시장을 개척함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전체 응답자 259명 중 여자가 83.8%(217명), 남자가 16.2%
(42명)를 차지하고 있다8)(<표 6-2> 참조). 연령은 40대가 전체응답

8) 이와 같이 응답자 중 여성이 많은 것은 보험설계사의 직업특성상 여자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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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문 항
성별(n = 259)
연령(n = 259)

교육정도(n=257)

결혼여부(n=259)

구

분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 이상 ～ 39세 이하
40세 이상 ～ 49세 이하
50세 이상 ～ 59세 이하
60세 이상
평균
중학교 이하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이상 졸업
미혼
기혼
사별
이혼별거
․

빈도(%)
42 (16.2)
217 (83.8)
4 ( 1.5)
80 (30.9)
123 (47.5)
44 (17.0)
8 ( 3.1)
만 43.5세
13 ( 5.1)
174 (67.7)
20 ( 7.8)
50 (19.5)
10 ( 3.9)
237 (91.5)
8 ( 3.1)
4 ( 1.6)

자의 47.5%(123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30.9%(80명)로
많다. 본 연구의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43.5세이다. 교육정도는 고
등학교 졸업이 67.7%(17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년제 대학교 이
상 졸업자 19.5%(50명)의 순이다. 즉,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전체
응답자의 94.9%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91.5%
(237명)가 기혼이다.

2. 근무경력9)
보험설계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현 직장 근무경력은 조사시점(2003년
9)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업무상 사고나 작업으로 인한 질병 실태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서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
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근무경력은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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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보험설계사 총 경력
(n = 259)
문 항
현 직장 근무경력

구 분

빈도(%)

평균

2년 미만

46 (17.8) 6년 7개월

2년 이상 ～ 5년 미만

78 (30.1)

5년 이상 ～ 8년 미만

61 (23.6)

8년 이상 ～ 10년 미만

19 ( 7.3)

10년 이상

55 (21.2)

보험설계사 종사 총 경력 2년 미만

43 (16.6) 6년 10개월

2년 이상 ～ 5년 미만

76 (29.3)

5년 이상 ～ 8년 미만

62 (23.9)

8년 이상 ～ 10년 미만

18 ( 6.9)

10년 이상

60 (23.2)

6월 현재) 전체 응답자 259명의 평균은 6년 7개월로 조사되었다(<표
6-3> 참조). 이 중 2년 이상 5년 미만이 30.1%(78명), 5년 이상 8년
미만 근무자가 23.6%(61명), 10년 이상 근무자가 21.2%(55명) 순이다.
보험설계사 업무 종사 총 경력은 평균 6년 10개월이다. 이 중 2년
이상 5년 미만 29.3%(76명), 5년 이상 8년 미만 23.9%(62명), 10년 이
상 23.2%(60명) 순이다. 보험설계사 업무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중도에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10년 넘게 장기간 계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1. 근무시간
응답자의 근무시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영업소에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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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근무시간 관련 사항
빈도(%)

평균

일주일 영업소 출근 횟수 5회 미만
(n = 259)
5 ～ 6회

문

항

구

분

9 ( 3.5)
248 (95.8)

5.2일

6.5회1)
출퇴근시간 규칙성 여부 출근시간만
(n = 259)
출퇴근시간
․
모두
퇴근시간만
별도의 출퇴근
․
시간은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
하루 평균 근무시간
5시간 미만
(n = 258)
5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2
169
63
1

( 0.8)
(65.3)
(24.3)
( 0.4)

20 ( 7.7)
6
24
104
71
43
16

( 2.3)
( 9.3) 7시간 37분
(40.3)
(27.5)
(16.7)
( 6.2)

주 : 1) .5일은 격주근무를 나타냄.

하는 횟수는 평균 5.2일로 전체 응답자(259명)의 95.8%(248명)가 주
5～6회 영업소에 출근한다고 응답하였다(<표 6-4> 참조). 출퇴근시간
의 규칙성여부에 대해서는 65.3%(169명)가 출근시간만 규칙적으로 정
해져 있고, 24.3%(63명)는 출퇴근시간이 모두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였
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7시간 37분으로, 40.3%(104명)가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27.5%(71명)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다고 응답하였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7시간 37분) 동안 영업을 위한
준비시간이 1시간 41분, 실질적인 영업시간이 3시간 42분, 영업을 위
한 이동시간이 1시간 37분, 기타 업무로 인해 37분이 소요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2.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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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37.6%(97명)이 만족하는 편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5>참조). 평균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9로 보통정
도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시간 만족도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의 내용이나 다른 사항들보다 업무시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임금소득에
․
관련된 만

족도는 평균 3.02, 일의 내용 중 보험판매에 대한 만족도는 3.11, 일의
내용 중 영업을 위한 기타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2.99, 작업조건(안전
성을 포함한 작업환경) 만족도는 3.04였다. 복리후생에 관한 만족도는
2.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5> 현재 일자리 만족도
문

항

구

분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n=258)

불만족하는 편
보통

임금소득
․
만족도
(n=258)

빈도(%)
4 ( 1.6)
131 (50.8)
85 (32.9)

매우 만족

12 ( 4.7)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8 ( 3.1)
55 (21.2)
63 (24.3)

매우 만족

6 ( 2.3)

매우 불만족

3 ( 1.2)

(n=258)

불만족하는 편

126 (48.8)

만족하는 편

100 (38.8)

매우 불만족

(n=258)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3.39

17 ( 6.6)

보통

일의 내용(보험판매) 만족도

3.02

126 (48.6)

업무시간 만족도

매우 만족

3.29

26 (10.0)

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

평 균

12 ( 4.7)
9 ( 3.5)
37 (14.3)
134 (51.9)
73 (28.3)
5 ( 1.9)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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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평 균
2.99

일의 내용(기타업무) 만족도

매우 불만족

14 ( 5.8)

(n=255)

불만족하는 편

42 (17.1)

보통
만족하는 편

137 (46.1)
56 (29.1)

매우 만족

6 ( 1.9)

작업조건(안전성포함) 만족도

매우 불만족

15 ( 5.8

(n=258)

불만족하는 편

44 (17.1)

보통
만족하는 편

3.04

119 (46.1)
75 (29.1)

매우 만족

5 ( 1.9)

복리후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72 (27.9)

(n=258)

불만족하는 편

75 (29.1)

보통

78 (30.2)

만족하는 편

33 (12.8)

2.28

주 :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매우 만족 5점, 만족하는 편 4점, 보통 3점, 불만족하는 편 2점, 매우 불만족 1
점)

제4절 보험 설계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1. 사고성 재해 위험
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인지 정도
보험설계사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는
전체 응답자(259명) 중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1%, 위험한
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1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16%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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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인이 인지하는 재해 위험
정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1]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n=259)

60%

50%

50%
32%

40%
30%
15%

20%

2%

10%
0%

1%
매우 위험

위험한 편

보통

안전한 편

매우 안전

나.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사고종류, 부위, 원인, 처리방법
1) 사고경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상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59명)의 15.4%(40명)가 사고(상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6-6> 참조)10).
<표 6-6> 업무 수행 중 사고(상해) 경험
설문 문항
업무 수행 중 사고 경험
계

10) 본서 제3장의 각주 8) 참조.

빈도(%)
있 다

40(15.4)

없 다

219(84.6)
259(100)

보험설계사 업무상재해질
․ 병위험

269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횟수는 응답자(40명) 중 1회가 77.5%(31명)로 가장 많았
으며, 평균 사고발생 횟수는 1.4(±0.81)회로 나타났다(<표 6-7> 참조).
전체 설문 응답자 259명의 총 보험설계사 근무연수를 가산하여 사
고발생을 계산한 결과 총 1,609인년 동안 55회의 사고가 발생하여 1
인년에 0.034회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1년 기간동안 근무
하는 경우 사고발생 위험(재해율)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보험설계사 업무 중 경험한 사고 횟수
사고 횟수

1회

2회

3회

4회

합계

명(%)

31(77.5)

5(12.5)

2(5.0)

2(5.0)

40(100)

2) 사고종류 및 부상부위
보험설계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종류를 발생순서별로 3회까지
응답하게 하여 분포를 보았다. 총 53건의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사고
의 종류는 타박상(염좌 포함)이 66.0%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13.2%, 골절 11.3% 순으로 나타났다(<표 6-8>, [그림 6-2] 참조).
사고 부위는 응답건수 60건 중 목 28.3%(17건), 발/발가락 23.3%
(14건), 허리 11.7%(7건), 어깨 10.0%(6건) 순으로 나타났다(<표 6-9>,
[그림 6-3] 참조).
사고 종류 중 첫 번째 순위로 타박상으로 응답한 경우(41건)만 따
로 분석하였다. 타박상(염좌 포함)으로 응답한 경우만 보았을 때 사고
신체 부위는 발/발가락 41.5%(17건), 목 19.5%(8건), 어깨 12.2%(5건)
<표 6-8> 보험설계사 업무 중 경험한 사고의 종류(중복 응답)
사고 종류 타박상 교통사고 골절 근육인대질환 베임(열상) 뇌진탕 합계
빈도(%) 35(66.0) 7(13.2) 6(11.3)

2(3.8)

2(3.8)

1(1.9) 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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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업무 중 사고(상해)의 종류(n=53건, 중복응답)

70%

66%

60%
50%
40%
30%
13%

20%

11%
4%

10%
0%

타박상

교통사고

골절

근육인대질환

4%

베임

2%
뇌진탕

순으로 나타나 전체 순위와 차이가 있었으며, 응답자가 적어 표로 나
타내지는 않았지만 사고 종류를 교통사고로 응답한 경우 손상 부위는
대부분 목으로 나타나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6-9> 참조).
노동부의 2001년 산업재해분석 보고서11)에 의하면 사고부위는 총
응답자(2,067명) 중 손/손가락 부위가 38.8%(801건)로 가장 많았으며,
<표 6-9>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 부위(중복 응답)
부위

머리/
얼굴

전체

3
17
6
4
(5.0) (28.3) (10.0) (6.7)

2
(3.3)

3
7
4
14
60
(5.0) (11.7) (6.7) (23.3) (100)

타박상

1
8
5
3
(2.4) (19.5) (12.2) (7.3)

1
(2.4)

1
3
2
17
41
(2.4) (7.3) (4.9) (41.5) (100)

1)

노동부

목

어깨

팔

손/
발/
몸통 허리 다리
합계
손가락
발가락

420
21
16
68
801 111 159 143
(20.3) (1.0) (0.8) (3.3) (38.8) (5.4) (7.7) (6.9)

주 : 1) 노동부, ｢2001년 산업재해분석｣, 2002. 6.

91
(4.4)

2067
(100)

11)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909,461개소에서 발생한 2,323명의
재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타계식에 의해 조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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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얼굴이 20.3%(420건)로 2순위로 나타났고, 그 외 부위는 10% 이
하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설계사의 경우 목과 발/발가락 부위에서 사
고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목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증가되었으며, 발/발가락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특수성인 주로 걷는 업무로 인해 하지 부위에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3] 업무 중 사고(상해)시 사고 부위(n=60건, 중복응답)
28%

30%

23%

25%
20%
12%

15%
10%
10%

7%
5%

3%

7%

5%

5%
0%

머리/얼굴

목

어깨

팔

손/손가락

몸통

허리

다리

발/발가락

3) 사고원인
사고 원인으로는 총 응답건수(54건) 중 업무 중 교통사고 42.6%(17
건), 영업 활동 중 많이 걷거나 뛰는 일이 잦아서 발생하는 경우
25.9%(14건), 출퇴근 교통사고 13.0%(7건), 영업활동 중 계단에서 미끄
러지거나 구르는 경우 11.1%(6건) 순으로 나타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
하는 사고가 55.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표 6-10>, [그림 6-4] 참조).
<표 6-10>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 사고의 원인(중복 응답)
사고
원인

업무 중
잦은
출퇴근
고객 방문중
미끄러짐
교통사고 도보/뛰기 교통사고
사고

전체

17(42.6) 14(25.9)

7(13.0)

6(11.1)

3( 5.6)

기타

합계

1( 1.9) 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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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작업 중 사고의 원인(n=54건, 중복응답)
고객 방문
사고
6%

기타
2%

출퇴근
교통사고
13%

미끄러짐
11%

업무중
교통사고
42%

잦은 도보
/뛰기
26%

4) 사고후 처리방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은 총 응답건수(57건) 중 자비 부담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보험 32%, 회사 부담 12%, 사고 낸 고
객 부담 5%, 민간 상해보험 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5] 참조).
전적으로 자비부담과 민간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을 합하면 과반수가
자기 부담에 의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
무급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그림 6-5] 사고 후 처리방법(n=57건, 중복응답)
사고낸
고객부담
5%
회사부담
12%

상해보험
4%

건강보험
4%
자동차보험
32%

자비부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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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해위험 평가 및 재해예방 방안
보험설계사의 업무로 인한 재해위험을 보면 본인이 인지하는 재해
위험은 높지 않으며, 응답자의 15.4%가 업무 중에 재해를 경험하였다
고 응답(<표 6-6> 참조)하여 다른 업종과 비교시 재해 위험도가 높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해 후에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본
인이 전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림 6-5] 참조), 치료기간 중에 무급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재해로 인
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설계사 업무 중 경험하는 사고는 염좌와 타박상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도 11.3%로 나타났
다(<표 6-8> 참조).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55.6%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잦은 도보와 뛰기 25.9%로 다음 순위로
나타나(<표 6-10> 참조) 이에 대한 사고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해예방 방안은 재해사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재해예방 방안으
로 잦은 도보와 뛰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업무가 배당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육체적 부담 정도 및 업무 관련 질병 경험
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응답자(259명)의 7.7%가 매우 힘
들다고 하였으며, 약간 힘들다 38.6%로 나타나 응답자의 46.3%가 육
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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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현재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n=259명)
힘들지 않다
6%

견딜 만하다
4 8%

매우 힘들다
8%

약간 힘들다
39 %

나.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병원 진료여부와 관련 없이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는 경우는 응답자 259명 중 67명(25.9%)이었다. 건강상의 문제를
순위별로 선택하게 하여 알아보았을 때 제1순위 건강문제는 위장질환
31.3%, 무릎 및 발목 질환 16.4%,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14.9%, 요
통 및 허리 디스크 11.9% 순이었으며, 제2순위 문제는 무릎 및 발목
질환, 위장 질환, 상지 근육 및 관절질환, 요통 및 허리디스크 순이었
다. 제3순위 문제는 요통 및 허리 디스크, 고혈압/당뇨/심장 질환, 위
장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표 6-11> 참조). 전체(1～3순위)를 가중치
없이 빈도순으로 보았을 때 무릎 및 관절 질환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장 질환,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재의 건강문제 역시 재해로 발생할 수 없는 위장 질환을 제외하면, 재
해 경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신체 부위인 무릎 및 발목 관절이 높
게 나타나 주로 걷는 일이 대부분인 보험 설계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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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현재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 - 순위별 분포
건강상의 문제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전 체

위장질환

21 (31.3)

9 (18.4)

3 (12.5)

24 (19.4)

무릎 및 발목 질환

11 (16.4)

18 (36.7)

2 ( 8.3)

31 (25.0)

상지 근육 및 관절 질환

10 (14.9)

5 (10.2)

2 ( 8.3)

17 (13.7)

요통 및 허리 디스크

8 (11.9)

3 ( 6.1)

10 (41.7)

13 (10.5)

고혈압/당뇨/심장 질환

7 (10.5)

2 ( 4.1)

4 (16.7)

13 (10.5)

간장 질환

3 ( 4.5)

5 (10.2)

0 ( 0.0)

8 ( 6.5)

산부인과 질환

3 ( 4.5)

2 ( 4.1)

0 ( 0.0)

5 ( 4.0)

기타

4 ( 6.0)

5 (10.2)

4 (16.7)

13 (10.5)

합계

67 (100)

49 (100)

24 (100) 124 (100)

[그림 6-7] 업무 중에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n=124건, 중복응답)

산부인과 질환
4%

기타
10%

위장 질환
20%

간장 질환
6%

고혈압/당뇨/
심장 질환
10%
요통/
허리 디스크
10%

무릎/발목 질환
25%
상지 질환
14%

현재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67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건강문
제와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의 37.3%(25명)가 업무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연
관이 있다 52.2%(35명)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업무에 의해 현
재의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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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 진료 경험
과거 질병 및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응
답자(259명) 중 6.6%(17명)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 그 기간 동
안 업무처리에 대한 물음에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76.5%(13명),
관리자나 동료,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주는 경우 23.5%(4
명)로 나타났다(<표 6-12> 참조).
이제까지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에 진료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259
명) 중 37명(14.3%)이었다. 진료받은 병명은 응답건수(40건) 중 무릎/
발목 질환 25.0%, 위장질환 20.0%, 상지 근육/관절 질환 12.5%, 타박
상 10.0%로 나타났다([그림 6-8] 참조). 제 1 순위 병명은 현재 느끼는
건강문제와 같은 순위인 무릎/발목 질환으로 나타나 보험설계사의 업
무 특성인 주로 걷는 업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평균 진료비는 55.9(±69.1)만원으로 나타났다.
업무관련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0명(3.9%)이었으
며, 입원 병명은 타박상 4명, 요통/허리 디스크 2명, 상지 근육/관절
질환 2명, 무릎/발목관절 질환 2명이었다.
평균 입원기간은 17.6(±14.1)일이었으며, 총 일을 쉰 기간은 31.4
(±45.1)일이었다. 자비로 낸 총 진료비는 80.7(±90.7)만원이었다.
<표 6-12> 질병 및 사고로 1개월 이상 출근을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1개월 이상 출근 못하는 경우
있 다

17( 6.6)

그 기간 업무처리

빈도(%)

다른 사람이 대신 업무

4(23.5)

개인적으로 처리

13(76.5)

없 다

242(93.4)

-

-

계

259(100)

-

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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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받은 병명 순위(n=40건, 중복응답)

기타
25%

위장 질환
20%

요통/
허리 디스크
8%
타박상
10%

무릎/
발목 질환
25%
상지 근육/
관절 질환
13%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건강 위험 평가

1. 근골격계질환 위험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기 이전 다른 직종에서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
은 경우는 12명(4.6%)이었으며, 그 당시 치료받은 부위가 현재에도 통
증이 있는 경우는 6명(2.3%)으로 나타나 이들의 신체부위 통증은 제
외하고 분석하였다.

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 각 부위의 통증, 불편감을
경험한 경우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 각 부위에 통증, 불편감(쑤시
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경
험한 경우는 응답자(256명) 중 어깨 28.1%(7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무릎, 허리, 발/발목, 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이 지난 1
주일에도 발생한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통증을 경험한 49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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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나 통증이 발생한 발목/발 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신체 부위도 60% 이상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6-13> 참조).
통증의 정도가 중간 통증(업무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및 심한 통증 이상(업무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
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통증 때문에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을
<표 6-13> 신체 각 부위의 통증 경험
변 수

응답자수

지난 1년 동안
통증 경험

지난 1주일에도
1)

손목/손가락

258

28(10.9)

통증 발생
17(60.7)

팔/팔꿈치

259

23( 8.9)

14(60.9)

어깨

256

72(28.1)

56(77.8)

목

257

46(17.9)

33(71.7)

허리

257

53(20.6)

40(75.5)

무릎

258

61(23.6)

41(67.2)

발목/발

257

49(19.1)

40(81.6)

주 : 지난 1년 동안 통증을 경험한 응답자 중 지난 1주일 동안 통증 발생한 경우.

[그림 6-9] 중간 통증 및 심한 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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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중간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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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렵다)을 호소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을 때, 중간 통증의 경우 어
깨, 허리, 무릎, 발목/발, 목 순으로 나타났고, 심한 통증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어깨, 무릎, 허리, 발목/발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9] 참조).

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목, 어깨, 팔/팔꿈치, 손목 및 손, 허리, 무릎 등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어느 하나에서 나타나는 ‘아프거나, 쑤시거나, 결리거나, 화끈거리
거나, 저린다’ 등의 증상에 대한 발생 빈도(질병의 frequency :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지의 기준), 발생 기간(질병의 duration :
한 번 아프면 1주일 이상 지속되는지의 기준), 통증의 강도(질병의
severity : 작업이 없는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는지 여부) 등을 체
크하도록 하여 7가지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자각증상이
있는지 아래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었다(<표 6-14> 참조).
증상 유병의 기준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근골격계
장애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준(기준 1)인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상지(목, 어깨, 팔꿈
치 및 손목) 부위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통증, 쑤심, 저림)이 있는 경
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6-14> 자각증상에 따른 분류 기준
구 분

자각증상 호소자의 양성자 기준
(근골격계질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기준)

기준 1
(NIOSH 기준)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한 달
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 2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작업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
은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
기가 어려운 경우)을 호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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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부위별 증상 호소율(기준 1)은 어깨 24.2%, 무릎
18.6%, 허리 16.7%, 발목/발 16.3% 순이었으며, 한 부위 이상으로 보
았을 때 37.1%가 증상을 호소하였다.
실제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심한 통증 이상 호소율
(기준 2)을 적용하였을 때 어깨 3.1%, 목과 허리 각각 2.0%, 발/발목
1.6%, 손목/손가락 1.2%, 순이었으며, 한 부위 이상 호소율은 6.2%였
다(<표 6-15> 참조).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에 의한 한 부위 이상 자각
증상 호소율 37.1%에 대해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전화번호 안내
원 50.4%(정해관 등, 1997), 포장부서 근무자 66.7%(이원진 등, 1992),
상선 근무자 68.5%(김재호 등, 1998), 음악가 79.6%(성낙정 등, 2000)
등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직종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위
험업종으로 알려져 있어 보험설계사에서 나타난 증상 호소율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근골격계 위험요인은 이들
직종과 비교하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상자와 진단 및 판
정기준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로 결론짓기는 어려우며, 특히 자각증상
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이학적 검사를 추가로 진단기준으로 사용
한 연구에 비하여 유병률이 2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실제 의
학적 진료를 통해 유병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15> 자각증상에 의한 건강장해 평가 결과
신체부위

응답자

양성자기준1 (NIOSH기준)

양성자기준 2

손목/손가락

258

20 ( 7.8)

3 ( 1.2)

팔/팔꿈치

259

18 ( 6.9)

1 ( 0.4)

어깨

256

62 (24.2)

8 ( 3.1)

목

257

38 (14.8)

5 ( 2.0)

허리

257

43 (16.7)

5 ( 2.0)

무릎

258

48 (18.6)

2 ( 0.8)

발목/발

257

42 (16.3)

4 ( 1.6)

한 부위 이상

259

96 (37.1)

16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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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장 증상
현재 명치 통증, 포만감,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 불규칙한 배변 습
관, 속 쓰림 등의 위장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응답자(259명)의
44.2%(115명)였으며, 증상의 정도는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115명 중
매우 심한 통증은 없었고, 심한 통증이 7.8%(9명), 중간 통증
33.9%(39명), 약한 통증 58.3%(67명)로 나타나 위장통증을 느끼는 경
우 41.7%가 중간 통증 이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6>
참조).
느끼는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인지정도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23%가 업무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연관
이 있다 55%로 나타나 응답자의 78%가 위장 증상이 업무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그림 6-10] 참조).
업무 중 식사의 형태는 응답자(259명) 중 불규칙하고 자주 거르는
경우가 6%, 불규칙하고 가끔 거르는 경우가 26%로 나타났으며, 불규
칙하나 거르지 않은 경우 38%, 일정 시간에 식사하고 거르지 않은 경
우는 30%로 나타났다. 평균 식사시간은 35.4(±14.9)분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11] 참조).
<표 6-16> 현재 위장 증상의 유무 및 증상의 정도
현재 위장 증상이 있는 경우

예

115(44.4)

위장 증상의 정도

빈 도(%)

약한 통증

67(58.3)

중간 통증

39(33.9)

심한 통증

9( 7.8)

매우 심한 통증

0( 0.0)

아니오

144(55.6)

-

-

계

259(100)

-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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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위장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정도(n=115명)

전혀 연관 없다
2%

모르겠다
15%
매우 연관 깊다
23%

별로 연관 없다
6%

약간 연관 있다
55%

[그림 6-11] 업무 중 식사의 형태(n=259명)

불규칙/
가끔 거름
26%

불규칙/
자주 거름
6%

일정시간/
규칙적 식사
30%

불규칙/
거르지 않음
38%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식사 형태가 불
규칙하고 식사를 거르는 경우 위장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p<0.001), 업무 중 식사형태가 위장 증상을 발생시킴을 알 수 있었다.
위장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표 6-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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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식사의 형태와 위장 증상의 분포
위장 증상 정도

통증 없음 약한 통증 중간 통증이상

규칙, 거르지 않음
62(79.5)
업무 중
불규칙, 거르지 않음 49(50.0)
식사형태
불규칙, 거름
33(39.8)
계

144(55.6)

계

8(10.3)

8(10.3)

78(100)

29(29.6)

20(20.4)

98(100)

30(36.1)

20(24.1)

83(100)

67(25.9)

48(18.5)

259(100)

주 : p < 0.001 by x2 test

3. 스트레스 증상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는 외국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
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 우리나라에서 김광일 등(1984), 김재환 등
(1984)에 의해 한국판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져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
족할 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이 정신진단검사는 전문적인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일차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
며, 검사의 실시, 채점을 비전문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
된다는 이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는 90개의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져 다

양한 영역의 정신심리상태를
․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 조사
에서는 신체화 증상(자율신경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신체 여러 기관
의 통증 및 기능장애 증상) 12문항, 우울 증상(스트레스 등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에 의해 발생되는 감정 리듬의 이상) 13문항, 불안 증상

10문항으로 되어 전체 35문항으로 보험설계사의 정신심리적
․
특성을
평가하였다. 채점은 각 문항에 따라 0～3점을 부여하고 각 증상별로
총점을 구해 문항수로 나눈 값(raw-score)을 일반인구군의 값과 비교
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T 점수(T score)12)로 변환하여 평균점수를 보
12) 표준점수의 한 종류로서 점수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개인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점수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68% 정도가 40～60점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되며, 30～70
점 사이에는 대략 95% 정도의 사람들이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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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분포를 보았다.

일반인구집단(남자)에서 측정된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raw-score

로 비교)과 보험설계사(남자, 42명)에서 측정된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보험설계사에서 3가지 증상 점수가 모두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
어 보험설계사의 정신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6-18> 참조).

일반인구집단(여자)에서 측정된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raw-score

로 비교)과 보험설계사(여자, 211명)에서 측정된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3가지 증상 점수가 모두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보험설계사의 정신건강 상태는 양
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6-19> 참조).
<표 6-18>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남자
2)

Subscale

Norm
Mean

보험설계사
S.D.

Mean

S.D.

t-value

신체화증상 (SOM)

0.68

0.58

0.53

0.51

-1.62

우울증상 (DEP)

0.95

0.67

0.54

0.51

-3.89*

불안증상 (ANX)

0.74

0.64

0.51

0.57

-2.25*

주 : 1) * p < 0.05 , by t-test
2) 일반인구군의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김광일김재환원호택
․
․
,
진단검사 실시요강 ,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4:1～39).

간이 정신

<표 6-19> 정신심리적
․
특성 수준(범주별 raw-score의 평균값을 이용) - 여자
Subscale

Norm2)

보험설계사

Mean

S.D.

Mean

S.D.

t-value

신체화증상 (SOM)

0.97

0.64

0.78

0.59

-3.73*

우울증상 (DEP)

1.16

0.68

0.92

0.70

-4.46*

불안증상 (ANX)

0.93

0.66

0.82

0.70

-2.02*

주 : 1) * p < 0.05 , by t-test
2) 일반인구군의 정신심리적 특성 수준(김광일 등(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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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점수로 변환하여 평균을 보았을 때, 신체화 증상은 평균 47.1점,
우울 증상은 45.9점, 불안 증상은 47.5점으로 나타났다(<표 6-20> 참
조).
<표 6-20> T 점수로 변환한 증상 점수의 평균
응답자수

최소 점수

최대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신체화 증상

256

35.0

79.0

47.1

9.0

우울 증상

255

33.0

77.0

45.9

9.9

불안 증상

257

35.0

85.0

47.5

10.5

T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일반인구군에서는 누적 분포가

97.5%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심리적
․
증상이 높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70점 이상인 경우를 이상자로 정의하여 분류하였을
때, 신체화 증상 3.5%, 우울 증상 3.1%, 불안 증상 3.4%가 70점 이상
으로 나타나 이상자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그림 6-12] 참조).
[그림 6-12] T 점수가 70점이 넘는 이상자의 비율
3.5%
4%

3.4%

3%
3%
3.1%

3%
3%
3%
3%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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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에서는 응답자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추
측으로 응답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 문항 보기에 ‘모름’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모름’에 응답한 사람은 무응답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회사에서 응답자를 위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
았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응답자 247명
중 81.1%(210명), 건강보험은 응답자(247명) 중 62.5%(162명), 고용보
험은 243명 중 96.7%(235명), 산재보험은 239명 중 97.5%(233명)였다
(<표 6-21> 참조).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4
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표 6-21> 4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
구분

국민연금
(n=247)

건강보험
(n=247)

항
고용보험
(n=243)

산재보험
(n=239)

예

37

(15.0)

85

(34.4)

8

( 3.3)

6

( 2.5)

아니오

210

(81.1)

162

(62.5)

235

(96.7)

233

(97.5)

13) 그러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의 정확한 현실을 알기 위해 설문 응답자(전체
259명) 소속 11개 보험회사에 확인 설문(2003.9.～10.)을 한 결과, 11개 회사 모
두 보험설계사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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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사고질병
․
․
관련 민간보험 가입여부
보험설계사들의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살펴보
면, 전체 응답자 259명 중 97.3%(252명)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6-22> 참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응답자 7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 7명 모두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
하였다. 이미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보험가입에 대하여 암시
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252명＋7명=259명) 응
답자가 상해나 사고 및 질병 관련 보험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6-22>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보험 가입 여부
문

항

구

보험가입 여부(n=259)

분
예

보험가입 필요성 여부(n=7)

빈 도(%)
252 (97.3)

아니오

7 ( 2.7)

예

7 (100.0)

3. 회사의 민간 상해보험 가입 권유
회사로부터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237명)의 50.2%(119명)가 회사가 개인적으로 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6-23> 참조). 회사로부터
<표 6-23>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 권유 여부
(n = 237)
문

항

가입권유

구

분

예, 개인적으로

빈 도(%)
119 (50.2)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29 (12.2)

아니오

89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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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보험료 부담자
(n = 28)
문

항

구

보험료 부담자

분

빈 도(%)

회사 전액부담

22 (78.6)

본인 전액부담

1 ( 3.6)

회사와 본인의 공동 부담

5 (17.9)

아무런 권유도 받지 않은 응답자도 89명(37.6%)이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28명)에 대하여 보
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회사에서 전액부담 78.6%(22
명), 회사와 본인 공동부담 17.9%(5명)로 나타났다(<표 6-24> 참조)14).

4.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의사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259명)

14) 설문에 응답한 보험설계사(259명)가 속한 11개 회사에 민간 상해보험 가입여부
를 확인한 결과, 2개 회사가 개인적으로, 5개 회사가 일괄적으로, 3개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무응답 1개 회사)하였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하도
록 한 5개 회사 중 4개 회사는 회사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1개 회
사 무응답). 그리고 회사가 일괄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보험료
는 최소 연간 4,900만원에서 최대 75억원까지, 평균 20억원이다.
<보험회사의 민간상해보험 보험료 부담금>
(단위: 원)
N
1개 회사당
보험료

4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49,681,570 7,512,359,561 2,001,085,437 3,675,407,596.64

민간 상해보험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들(5개회사) 중
3개 회사에서는 일정한 실적 이상, 위촉 7개월 이상, 위촉 13차월 이상 활동
자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고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있는 것으
로 응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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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7.6%(227명)가 가입을 희망하였다(<표 6-25>참조). 이 중 회사가
전액부담할 때만 원한다는 응답자가 68.3%(177명)로 가장 많았고, 회
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원하는 응답자가 45명(17.4%)이었다.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45명)와 본인이 전액부담하더라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5명)에게만 물어보았다. 이들(50명) 중 임의가입이 56.0%(28
명), 강제가입 44.0%(22명)로 나타났다(<표 6-26> 참조). 즉 일정부분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강제가
입과 임의가입의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재보험 적용시에도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32명)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미 자신 명의로 된 보험이 있으므로’가
43.8%(1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37.5%(12
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27>참조).
<표 6-25> 산재보험 적용시 가입 희망 여부
(n = 259)
문

항

가입희망 여부

구
예

분

빈도(%)

회사가 전액부담할 때만 원함

177 (68.3)

회사와 본인이 공동부담하더라도 원함
본인이 전액부담하더라도 원함
아니오

45 (17.4)
5 ( 1.9)
32 (12.4)

<표 6-26> 산재보험 가입방법
(n = 50)
문 항
가입방법

구

분

빈도(%)

원하는 사람만 가입(임의가입)

28 (56.0)

무조건 가입(강제가입)

22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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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7>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
(n = 32)
구

분

빈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이 있으므로

14 (43.8)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12 (37.5)

사업주가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를 다시 전가시킬 것이므로

4 (12.5)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민간 상해보험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4 (12.5)

주 : 중복응답.

5. 근로복지 관련 개선사항
보험설계사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
어야 할 사항 8가지 중 3가지를 지적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응답
자(257명)에서 중 첫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수당지급 규정개선으
로 80.2%(206명), 두 번째는 근로자성 인정이 47.9%(123명), 세 번째
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43.2%(111명), 소득수준 개선
42.0%(108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6-28> 참조).
<표 6-28> 보험설계사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
야 할 사항
(n = 257)
구
분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적용)
수당지급 규정개선(잔여수당, 유지율, 수급률, 일방적 수당액 책정)
과중한 업적 목표 달성(신상품 판매, 신인(증원))
직장내 관리자의 인격적 대우
소득 수준 개선(수수료율 인상)
정기 건강검진 실시
사고와 질병시 불이익 방지
기타
주 : 중복응답.

빈도(%)
111 (43.2)
123 (47.9)
206 (80.2)
76 (29.6)
27 (10.5)
108 (42.0)
75 (29.2)
22 ( 8.6)
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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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1. 소득산정 방법지급시기
․
등
소득산정 방식은 성과급이 전체 응답자 259명 중 79.5%(206명)로 가
장 많으며, 다음은 고정급＋성과급 17.4%(45명)로 조사되었다15)(<표
6-29> 참조). 지급시기는 매월 1회가 84.9%(220명)로 가장 많았다. 특
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소득 차이 여부는 61.4%(159명)가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16).
<표 6-29>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월별 특성에 따른 차이 관련 내용
(n = 259)
문

항

산정방식

구 분
고정급

8 ( 3.1)

성과급

206 (79.5)

고정급 ＋ 성과급
지급시기

빈도(%)

45 (17.4)

매월 1회

220 (84.9)

매월 2회

39 (15.1)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있음

159 (61.4)

특성에 따른 소득 차이 여부

없음

100 (38.6)

15) 설문에 응답한 보험설계사(259명) 소속 11개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 수당(또는
수수료 ; 회사마다 명칭이 다름)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 6개 회사가 ‘보험건수
당 수수료＋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지급)’에 응답하였고, 4개 회사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로 지급)’에 응답하였다.
16)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현재
산재 보험급여 산정시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산재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보험설계사에게 그대
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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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판매 실적
월평균 관리 보험건수의 경우, 응답자(259명)의 평균은 312.7건이며,
201건 이상 300건 이하가 18.1%(47명), 301건 이상 500건 이하가
15.1%(39명), 51건 이상 100건 이하가 14.7%(38명)로 조사되었다(<표
6-30> 참조). 평균 월평균 관리 보험료는 3,572.5만원이며, 2,001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22.4%(52명), 3,001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19.8%(46명), 1,501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가 16.8%(39명) 순으로 조
사되었다.
<표 6-30> 보험 판매 실적
문

항

구

분

빈도(%)

평 균
312.7건

월평균 관리 보험건수

50건 이하

35 (13.5)

(n=259)

51건 이상 ～ 100건 이하

38 (14.7)

101건 이상 ～ 150건 이하

33 (12.7)

151건 이상 ～ 200건 이하

31 (12.0)

201건 이상 ～ 300건 이하

47 (18.1)

301건 이상 ～ 500건 이하

39 (15.1)

500건 이상

36 (13.9)

월평균 관리 보험료

500만원 이하

16 ( 6.9) 3,572.5만원

(n=232)

501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25 (10.8)
1,001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25 (10.8)
1,501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39 (16.8)
2,001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52 (22.4)
3,001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46 (19.8)
5,001만원 이상

29 (12.5)

3. 대납보험 실적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 해지하려고 할 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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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입장에서 유지율을 생각하여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대납이라고 한다.
대납상황을 살펴보면, 대납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258
명)의 49.6%(128명)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대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31> 참조). 대납하고 있는 응답자(128
명)에 한해 대납 보험건수와 금액을 알아보았다. 대납을 하고 있는 보
험설계사 1인의 월평균 대납 보험건수는 평균 4.26건이며, 1건 이상 5
건 이하가 84.4%(108명)로 가장 많았다. 평균 월평균 대납 보험료는
56.4만원이며, 1만원 이상 25만원 이하가 31.9%(50명), 26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가 28.9%(37명), 그리고 대납자(128명)의 11.7%(15명)의 응
답자가 101만원 이상 대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대납건수가 가장 많은 응답자는 20건, 대납 보험료는 300만원이었다.
<표 6-31> 대납 보험 실적
문

항

대납여부

구

분

빈도(%)

평균

있음

128 (49.6)

(n = 258)

없음

130 (50.4)

월평균 대납 보험건수

1건 이상 ～ 5건 이하

108 (84.4) 4.26건

(n = 128)

6건 이상 ～ 10건 이하
11건 이상

14 (10.9)
6 ( 4.7)

월평균 대납 보험료

1만원 이상 ～ 25만원 이하

50 (31.9) 56.4만원

(n = 128)

26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37 (28.9)

51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26 (20.3)

101만원 이상

15 (11.7)

4. 소득관련 사항
보험설계사의 임금명세서는 수당과 유지율 및 그 관련사항들로 매
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별첨 6-1>, <별첨 6-2> 참조). 총수령
액은 회사공제액이나 기타 다른 금액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다. 회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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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액은 시책비 및 영업비, 봉사용품지원비, 전화비, 사무실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이한 사항은 보험설계사가 본인 개인이나 본인의
가족보험을 들은 경우에 보험료를 따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명
세서상의 총수령액에서 개인 및 가족 보험료가 공제되고 나오는 것이
다.
월평균 총수령액은 전체 응답자(252명) 중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40.9%(10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1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가 28.6%(72명)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월평균 총수령액 평균은
270.6만원이었다(<표 6-32> 참조).
월평균 회사 공제액의 응답자 1인당 평균은 16.8만원이며, 1만원 이
상 20만원 이하가 전체응답자 244명 중 47.1%(115명)로 가장 많았고,
없다는 응답자도 27.5%(67명)나 되었다.
월평균 본인 및 가족보험료의 응답자 1인당 평균은 90.2만원이며, 이
중 5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35.5%(91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월평균 본인 및 가족보험건수의 평균은 8.8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6-32> 소득 관련 내용
문

항

구

분

빈도(%)

월평균 총수령액

100만원 이하

(n = 252)

101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103 (40.9)

월평균 회사 공제액
(n = 244)

평균

19 ( 7.5) 270.6만원

20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72 (28.6)

301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

29 (11.5)

401만원 이상

29 (11.5)

없음

67 (27.5) 16.8만원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115 (47.1)

21만원 이상 ～ 40만원 이하

38 (15.6)

41만원 이상

24 ( 9.8)

월평균 본인 및 가족 보험료 20만원 이하

24 ( 9.4) 90.2만원

(n = 256)

69 (27.0)

2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91 (35.5)

101만원 이상 ～ 150만원 이하

44 (17.2)

151만원 이상

2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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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비용은 비공식적인 금액으
로 송금수수료나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 사용된 금
액을 말한다.
월평균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응답자(250명) 1인당 평균 38.0만
원이며, 이 중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 250명 중
42.0%(105명)나 되었고, 그 다음이 41만원 이상 32.0%(80명)로 조사되
었다.
<표 6-33>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
문

항

구

월평균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

분

없음

빈 도(%)

평균

5 ( 2.0) 38.0만원

(송금수수료, 개인적 고객서비스)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105 (42.0)
(n=250)

21만원 이상 ～ 40만원 이하 60 (24.0)
41만원 이상

80 (32.0)

실질소득은 기초 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직접 두 가지로 구해
보았다. 첫 번째로 임금명세서에 기록된 총수령액에서 앞에서 언급한
회사 공제액과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이를 편의상
실질소득1이라고 하였다.
실질소득1 = 총수령액 - 회사공제액 - 업무 관련 지출비용

둘째는 첫 번째 구한 실질소득1에서 본인 및 가족보험료도 공제하
는 것이다. 두 번째 구한 실질소득도 편의상 실질소득2라고 하였다.
실질소득2 = 실질소득1 - 본인 및 가족보험료
= 총수령액 - 회사공제액 - 업무 관련 지출비용 본인 및 가족 보험료

실질소득2를 구한 이유는 본인 및 가족보험료가 세금처럼 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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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공제항목은 아니지만, 보험설계사 특성상 본인 및 가족보험료가
일반인보다 높고,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단지 일반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명세서에 본인 및
가족보험료가 공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자신은 보험료를
자신의 소득의 일부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월평균 실질소득1’은 전체 응답자(242명) 중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응답자가 44.6%(10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응답자가 28.1%(68명)를 차지하였다. 평균 실질소
득1은 214.3만원으로 연평균으로 다시 환산하여 보면, 2,571.6만원이었
다(<표 6-34> 참조).
‘월평균 실질소득2’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 242명
중 47.1%(114명)로 가장 많았고,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응답자
는 31.8%(77명)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표 6-34> 참조). 응답자 1인당
평균 실질소득2는 122.1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해 보
면 1,465.2만원이었다. ‘실질소득2’ 항목에서 특이한 사항은 ‘실질
<표 6-34> 실질소득
문

항

구

분

빈도(%)

평 균

월평균 실질소득1

1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31 (12.8) 214.3만원

(n = 242)

101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108 (44.6)

20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68 (28.1)

301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

18 ( 7.4)

401만원 이상

17 ( 7.0)

월평균 실질소득2

0만원 이하

16 ( 6.6) 122.1만원

(n = 242)

1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114 (47.1)

101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77 (31.8)

20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20 ( 8.3)

301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

8 ( 3.3)

401만원 이상

7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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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5> 소득신고 여부 및 소득신고 종류, 방법
문

항

구

분

빈도(%)

소득신고 여부

예

(n=259)

아니오

28 (10.8)

소득신고 종류

근로소득신고

39 (16.7)

(n=231)

사업소득신고

178 (77.1)

모름
소득신고 방법

회사에서 일괄처리(원천징수)

(n=231)

본인이 직접 처리
모름

231 (89.2)

14 ( 6.1)
174 (75.3)
52 (22.5)
5 ( 2.2)

소득1’에서 본인 및 가족보험료 항목을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
스가 나오는 응답자도 6.6%(16명)나 되었다. 즉 일을 하면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오히려 소득이 없는 보험설계사가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
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259명) 중 89.2%(231명)의 응답자가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35> 참조). 신고를 하고 있는 응답자
(231명) 중 사업소득신고가 77.1%(178명), 근로소득신고는 16.7%(39
명)로 조사되었다. 소득신고 방법은 회사에서 일괄처리17) 75.3%(174
17) 보험설계사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
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
․
매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
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
무를 종결시키는 ‘소득세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연말정산대상자(법144의2)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
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영137
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② 방
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
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
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한다(http://www.bizforms.co.kr/biz_contents/year
tax/yeartax_72.asp). 보험설계사의 대부분이 소득신고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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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본인이 직접 처리 22.5%(52명)로 나타났다18).
참고로 어느 한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지급명세서와 수당지급명세서
를 보면 <별첨 6-1>, <별첨 6-2>와 같다.

5. 가족관련 사항
응답자의 가족관련 사항을 보면 응답자(259명) 1인당 평균 가족수는
3.83명이며, 이 중 3명 이상 5명 이하가 224명(8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이하가 8.9%(23명)로 조사되었다(<표 6-36> 참조). 이 중
소득이 있는 가족수는 본인 포함 2명이 75.3%(195명)로 가장 많
<표 6-36> 가족관련 사항
문

항

구

분

가족수(응답자 포함)

2명 이하

(n=259)

3명 이상 ～ 5명 이하

빈도(%)

평균

23 ( 8.9)

3.83명

224 (86.5)

6명 이상

12 ( 4.6)

소득원이 있는 가족수

1명(본인)

31 (12.0)

(n=259)

2명
3명 이상

33 (12.7)

가족 중 주 소득원

본인

65 (28.5)

(n=228)

배우자

2.1명

195 (75.3)

149 (65.4)

부모

6 ( 2.6)

형제자매

4 ( 1.8)

자녀

4 ( 1.8)

것, 즉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때부터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고 지
급된다는 것을 <별첨 6-1>의 명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18) 설문에 응한 보험설계사(259명)의 소속 11개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들의 소득
신고여부를 확인하였다. 11개 회사 모두 보험설계사가 소득신고를 하고 있으
며, 1개 회사만 보험설계사가 근로소득신고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0개
회사가 사업소득신고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신고방식은 앞의 각주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7,500만원 미만자에 한해 회사에서 일괄처리해 주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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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소득이 있는 가족수가 2명 이상인 응답자(228명) 중에서 주 소
득원자는 배우자가 65.4%(149명)로 가장 많으며, 본인이 가족 중에 가
장 소득이 많은 경우는 28.5%(65명)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1. 사례별 사고 및 질환에 관한 면접내용
<사례 1>
개인사항

이-1 ○ ○ , 여성, 53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X), 현 직종 경력 17년

사고 및 질환 제가 2001년 6월 26일날 이 회사에서요 종신보험 많이 판매한 우수
설계사한테 63빌딩에서 초대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석을
발생경위
하고, …제가 인제 끝나는 시간이 이르더라구요. 4시 반쯤 된 것 같
애서…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한군데 더 수금을 가야 되겠다 하고서
호원동 도봉산역에서 경기도 경계선이에요. 거기 가서 수금을 하고
이제는 돌아오는 길에 5-2번 버스를 탈라고 막 뛰어가서 버스를 딱,
버스에 왼발을 올려놓은 순간 그냥 문이 탁 닫치는 거예요. 왼발만
낀 채로 그냥 매달려 갔죠…. 빽도 오른쪽에 있고 왼발만 문틈에 낀
채로 매달려 가다 힘이 없으니까 차도에 그냥 나가떨어졌었어요.
사고(상해) 및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 3,4일이면 되겠죠 그런 게, 아유 그게 아
니라 허리를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괜히 일어나서 이렇게 앉
질환의 정도
아있으면 15분을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이상을
입원하다보니까 도저히 차도는 없고 그래 …그럼 얼마나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분도 한 달이 갈지 일 년
이 갈지 장담을 못한대요 그 상태로는.
사고처리 및 버스회사에서는 입원비만 주고요. 설계사는 일당이 2만800원이래요.
고거만 계산하고 말더라요…. 제가 병원에 오래 있다보니까 안 되겠
치료 과정
다 싶어서 제 사비를 들여서 MRI를 촬영해봤더니, (요추) 그기가 이
상이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병원 다니는 동안은 치료비는 제가
부담을 했죠. MRI비가 한 50만원하고, 이래저래 한 100만원 정도 들
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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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환) 치
료 중 또는 이
후에 일을 지
속했는지 여부

그동안에 일을 전혀 못했죠. 그냥 누워있는 상태니깐요. 15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하니까요, 허리를. 그 95일 있는 동안 일을 하나도 못
했으니깐요. 그것도 억울한데, 제가 든 보험도 전부 100% 지급을 안
해주겠다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동안
은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다치고 나서는 전혀 활동을 못했잖아요.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
도

저 지금도 앉기도 힘들어요. 오래 앉으면… 진통제 먹고 다녀요. 저
이렇게 누워자도 그대로 누운 상태로는 너무 힘들고 잠을 편히 못
자요. 자다가 몇 번씩 허리통증 때문에…. 어디 멀리 간다 싶으면 진
통제를 먹고 출발을 해요. 지금도 앉아있는 것도 괴로워요…. 저 아
침에 출근했다가 오전에 그냥 사무실에 있다가 저 아는 데 연락해
서… 그 매일은 못 나가죠. 매일 활동을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나 활동하고 거의 누워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먼 데는 못 가
고 하니까…. 2월달부터 일하기 시작해 다섯 달짼데… 전처럼 일을
못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면 잘하는 거예요.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이래저래 있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도 오래 있는 걸, 병원에서도 그
러고 장기환자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인제 보험회사에서 우리 oo생
명회사에 제가 보험가입한 데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장기입
원을 했다 이거에요. 보험심사과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
냐 하면 과다입원이라고… 와서 따지고, …그러고 거기서 또 나온
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보험금 나오는 데서 한 30%만 받으라
는 거예요.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손해보험도 아니구
생명보험인데, 내가 든 보험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구?… 일단은
내가 든 보험들은 거에 대해서는 입원비를 다 달라고 그랬더니 50%
만 받으래요. 50% 못 받겠다고 그러고 말았더니 그 이후에 한참 있
다가 일방적으로 50%만 제 통장에 딱 넣고 끝나버린 거예요.

사고처리 및 나는 내가 너무 oo생명에 몸담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고
질환치료 중 내가 이 상태로 내가 보험 든 장본인인데 보험 든 사람이 보험혜택
당사자의 느낀 을 못 받는데 어디 가서 내가 계약자한테 가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겠
점이나 이후 냐고? 난 도저히… 진짜 만정이 떨어졌어요. 일할 의욕도 다 잃고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일단은 내가 든 보험 들은 거에 대해서는
대응태도
입원비를 다 달라고 그랬더니 50%만 받으래요. 그래 저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의신청서를 냈어요. 그랬는데, 못
해주겠다고 답변이 온 거예요.

보험설계사 업무상재해질
․ 병위험

사고( 질환) 발
생 이후 직장
의 태도 및 조
치사항

301

과거 고객들은 지금 이전 사무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다른 대리
점으로 출근) 제가 여기 대리점으로 왔는데, 수금권을 안 주더라구요.
그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로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다른 생명도 아니고

oo생명에 가 있는 상태인데도 제 수금권을 안 주더라구요.
위로금 그런 건 없죠. 상해보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급여를
탈 때 보면 회사에서 들어준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
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동
료의 경험사례

진짜 알게 모르게 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고 떳떳하게 나
서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게 잘릴까봐… 잘릴까 무서워서 다들 쉬
쉬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설계사가
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본사에서
나와서 입원비를… 그 상품이 입원비가 많이 나오는 상품이었나봐
요… 그분은 하루에 10만원씩 나오는 상품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입
원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본사에서 나와서 저처럼 반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설계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원
하는 대로 해주면은 보험을 해약을 하라 그러더래요. 주되 해약을
하라, 더 이상 사고가 났을 땐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거 아니
에요. 그럴 때도 뭐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랬어요. 이 사람은 oo생
명에 몸담고 일해야 되니까 그러라 그러고 말았대요.

<사례 2>
개인사항

이-2 ○ ○, 여성, 44세, 가족생계 주 책임자(○), 현 직종 경력 4년

사고 및 질환 …많이 무리를 했죠.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아침에 출근을 못했죠.
발생경위
맨날 이렇게 부어가 다녔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밤에 나가서 일할 때도 있고… 사실 회사일을 하다보면은 집에 들어
오면 보통 8시, 9시예요. 그 생활이 매일 그렇게 반복되었어요. 저가
그 당시 입사할때도 출근은 자유롭다는 전제하에 입사했지만, 나 같
은 경우에는 직장생활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 적응하기가 가
장 하기 힘들었던 게 거기 9시 출근시간이었거든요… 소장이 여자분
이었는데, 그 소장이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줬죠. 그때는
회사에서 출근경쟁을 붙여갖고…. 그러다보니까 이 소장은 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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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점수가 깎이게 되니까 지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소장님 눈밖에
나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지각을 했었어
요. 한 5분 정도. 그때는 제가 그렇게 피곤하더라구요. 몸도 띵띵 부
어버리고, 화장도 못하고 오고 사무실에서 할 정도로 저가 몸이 고
달펐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런 지병이 오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
까 그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출근할 것이 아니라 자야 되는 거에요.
자고 내가 몸이 좋으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 몸만 상한 거에요.
사고(상해) 및 간경화가 그 당시 발견될 당시에는 초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3
질환의 정도
년이란 세월 동안에… 연고계약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개척이에요.
누구말마따나 뭐 사탕뭉치 들고 다니면서 직접 발로 뛰어서 다 계약
을 얻어낸 거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소비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가정환경상 푹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회사에 너무 많이 인제 전
력투구를 한 거죠. 회사에 전력투구를 했다기보다는 물론 개인 일이
다보니까 하는 것만큼 능률이 있기 때문에, 돈이 수입이 있기 때문
에 그 수입 때문에 뛴 거지만….
간기능 수치가 지금은 정상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간장제
만 먹고, 간혹 장약하고 소화제 먹고…. 피검사에서 처음에 간기능이
엉망이었나봐요. 중이염 수술할려고 했을 때 혈액응고가 안 된다고
수술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중이염은 지금도 못했어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느낌으로.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간경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게
된거죠. 업무할 때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니었는
데, 하다가 중간부터… 같이 근무하는 후배가 “언니 가서 피 검사
좀 해봐. 언니 얼굴이 많이 시커매졌어.” 그게 아마 발견되기 한 1년
전 정도였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을 땅에 못 델 때가
있거든요. 완전 발바닥 사이가 다 피멍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무식하게. 그걸 거진 2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고 보험회사 가니까 구역을 주
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혼자서 해야 되는 거에요. 그 정
도로 엉망,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니깐… 제가 아이를 키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없으
면 애들 공부를 못 가르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살기로
핸거죠. 그래서 그런 병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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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진단은 2001년 9월인 거 같애요…. 지금 많이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
죠. 한 열흘 정도 입원했나. 입원비가 한 50만원돈 나왔을 거에요.
치료 과정
일을 줄이면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족하죠. 마이너스 생활
을 하고 있죠. 다른 일을 지금 해볼려고 연구를 하고 있죠. 거기를
다니다보면 이게(간경화가) 더 나빠질 거 같애서… 저는 술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경화가 온 거
같애요. 일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와 그 일 때문에 피로가 누적됨으로 해서 병 자체를 키운 거죠.
상해(질환) 치 진단은 2001년 9월인 것 같애요. 그거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일을 좀
료 중 또는 이 줄였죠. 지금 일을 거진 안 하다시피 해요. 지금은 츨근을 안 하잖아
후에 일을 지 요. 수입이 확 떨어졌잖아요.
속했는지 여부
후유증 여부
및 그로 인한
일의 지장 정
도

지금도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 간이 뻐근해요.
그래 저는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어제 MRI 찍었죠. 초음파 결과에서
는 결정체라고 하나 1cm짜리 그렇게 2개가 생겼대요. 혹이죠. 혹. 오
늘 그 박사님 전화 왔는데, 괜찮다고… 일종의 딱지. 그게 결국은 간
이 또 굳었다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래요. 저도 군데군
데, 한군데가 아니고 군데군데 굳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중이염도 (간경화 때문에) 수술을 못했죠. 지금도 치료받아요. 좀 피
곤하면… 중이염도 과로에서 나오는 거에요. 중이염은 보험업과 상
관없이 있었어요.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한 열흘 정도 입원했나, 입원비가 한 50만원돈 나왔을 거에요. 보험
회사는 배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죠. 아파가 다 죽어가는데 출근
해라 하는데 뭐.
그걸(간경화) 회사에 얘기는 했어요. 회사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회사에서 병가처리가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죠. 보험회사란 자체는 우리에 대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복지차원
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만 가
는지 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재해보상 같은 걸 요구하는 그런 건 없구요?) 그런 건 생각
사고처리 및
도 못했구요. 저가 뭐 직장을 안 다녀봐논께 이런 게 있는 줄도 몰
질환치료 중
랐고… 치료비는 제 개인 보험 들어놓은 거에서 입원비 나왔죠. 내
당사자의 느낀
이름으로 들은 보험이 암보험 하나, 여성생명질병 하나 그렇게 들었
점이나 이후
죠. 거기서 하루당 6만원 나왔나. 그거는 내 돈 내고 내 혜택 보는
대응태도
거고…간경화가 일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죠. 그전에는 그렇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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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생한 적도 없고 육체적 노동도 한 적도 없고… 근데 이거는
내가 너무 모르는데다가… 여자 소장을 잘못 만났죠. 첫째는 그 양
반의 개인 성품에… 저 같은 경우는 내 나름대로 인격이 있는데 그
걸 침범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볶였고…. 제가 볼 때는 잠을 많이 자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왔던 그게… 결근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
게 목숨 걸고 했던 게 후회가 돼요.
한 번에 가서 계약이 안 되겠죠. 일주일에 2,3번은 가야 됩니다. 어
떤 사람들은 매일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이 성사되는 거는) 사
람마다 다 틀리는데, 3개월 6개월 1년 정도는 잡아야 돼요. 한 건물
에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탕을 100개는 싸야 되거든요. 사
탕 100개를 싸서 들고 다니면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건물에
난 다닌 지 보통은 1년 6개월, 분당까지 갔었어요. 왜 그렇게 미련
한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만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출근 안 한지 딱 지금 3개
월 됐거든요. 인제 병원 가고 해야 되니까, 병가해놓고… 수당 남은
거 그것 때문에 다니고 있어요, 아깝잖아요. 정말 피눈물나게 고생
했는데 찾지도 못하고 회사에 그냥 주면은 그 얼마나….
사고( 질환) 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비라 해서 일 년 동안
생 이후 직장 에 합산 20만원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져
의 태도 및 조 버렸어요. 그래서 좀 사람같애지나보다 했더니… 그것도 돈이 아까
웠는지 없애버려가지고, 의료비 그때 한번 20만원인지 받은 적이 있
치사항
어요. 그것도 인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되는 사람들만.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있는 직장동료
가 얼마나 있
는지, 직장동
료의 경험사례

연고가 좋은 사람들은 과다한 업무가 아니죠. 전화로도 계약하는 사
람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골병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골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주
변에도 무릎 관절 나간 사람도 있고. 본인들은 1, 2년 가지고는 몰
라요. 시간이 지나야 알지… 개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개척은 계약이 빨리 안 되거든… 수당 남은
것 때문에 다 다녀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거기에 대다수의 99%의 사람들 생각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 번다는 그거 생각만 하지, 우리의 복지, 회사의 우리에 대한
정당한 대우, 소장의 횡포에 대해서는 반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기 수입 때문에. 남은 돈도 못 찾고 하니까….
아픈 사람도 있죠. 내가 아는 사람은 무릎도 다 나갔는데… 멀쩡한
사람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한 10년도 더 다닌 사람들이에요. 무릎이
나가고 하면 걷기가 힘들어 차를 갖고 다니시죠. 그런데 힘들어 하
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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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개인사항

김○ ○, 여성, 46세, 가족생계 주책임자(X), 보험설계사직종 경력 7년

사고 및 질환 저도 처음에는 그게 왜 왔는지도 몰랐죠. 그냥 걸으면 아프니까. 걷다
발생경위
보면 너무 아파서 어떨 때는 한 30분 정도 서 있다가 걸을 때도 있었
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이게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마 걸
음을 많이 걸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보다 좀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아
니면, 다른 사람보다 제 발이 기능적으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나보다 생각하고 한 몇 년을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도저히 너무
아파서 안 되겠구나… 근데 저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단 걸
음 걷는 데만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 고 ( 상 해 ) 그래 인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병명을 잘 찾아내지를 못
및 질환의 정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무지외반증이라고, 무지외반증이래요. 챠트에
쓰시길래 무지외반증이 뭡니까 물었더니, 엄지발가락이 무지인데, 그
도
게 인제 밖으로 약간 튀어나온 걸 외반증이라한대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병입니까 물었더니, 이게 병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걸음을 많이 걷는다든가 아니면 좁은 신을 신는다든가
그러면 이 뼈가 밖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큰 신발을 신어라고 그래요. 근데 저
는 사실 신발이 적어 아픈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발이 튀어
나온 것도 심한 것도 아니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발가락이 5개가 한 10도 정도 뼈가 퍼져있대요. 근데
저는 약 15도 정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발가락이 그러니까 반듯해야
되는 발가락이 약간 인제 뼈가 (옆으로) 돌출된 거에요. 제가 생각하
기에는,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발바닥이 아팠거든요. 걸음 걸을 때… 이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이 사이가 아퍼서… 그래서 아팠는데, 저는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
는 것 같애서 대전에 그 종합병원에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담당하시
는 분이 발가락을 전부 손으로 만져 보시고 또 MRI 사진까지 찍었거
든요. 저는 발에 대해서 MRI 사진까지 찍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전부
자세한 걸 알기 위해서 MRI 또 거기에 필요한 다른 검사도 전부 다
하시더라구요. 비용도 꽤 많이 들었고… 보시더니 뼈가 닳았다 그래
요. 발바닥이. 아마 걸음을 많이 걸어서 그런 거 같다구….
사고처리 및
치료 과정

근데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저는 병원비가 한 650만원 정도 나
갔거든요. 발등도 하고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가 좀 안 좋다고… 기
능이. 오른발만. 굉장히 그쪽이 안 좋으면서 여러 가지 나빴다고 그래
요. 그래서 치료는 한 달 반 정도 입원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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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시기) 설계사들은 하루 평균 아무리 적어도 3시간은 걷겠죠. 3
시간에서 5시간. 발이 아프기 시작한 지는 수술하기 한 2년 전, 회사
들어간 지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상해(질환) 치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업무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하든 어떻게든 해야
료 중 또는 이 죠. 수금업무는 거의 다 자동이체기 때문에 거의 할 게 없었어요.
후에 일을 지
속했는지 여부
후유증 여부 지금은 괜찮고 수술하고 나니까 약간 휴유증은 있는 거 같애요. 가끔
및 그로 인한 인제 비가 오면 시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썩 좋은 건 아닌 거 같애요.
일의 지장 정 (걷는 데는 불편이 없구요.)
도
한 6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걸음을 많이 못 걷었죠. 조심을 했고. 한
번 수술한 걸로 끝나야지 또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은 뭐 결
근한 적은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가방 매고 저희는 또 들고
다니는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어깨는 아파요. 지금도 그런 후유증
으로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수입이) 당연히 걸음걷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예전보다 한 20% 정도는 떨어졌지 않았나 싶어요.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그러고 인제 퇴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솔직히 설계사들한테 보험
을 들어줬었어요. ‘oo보험’이라고. 근무하다가 만약에 아프면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랬는데, 사실은 그걸 뭐 제가 그 아픈 걸… 계약 당
시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넣어준 거죠.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질병이든 상해든 보상해주기로, 금액 500만원까지. 자기가 일하는 그
급부가 있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은 천만원까지, 그 들은 비용에 대해
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해준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
가 처음에 병원에 가서 무지외반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
상을 안 해주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애꿎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수술한 지 만 2년 됐
네요. 2001년 3월 17일날 제가 병원에 처음 갔었어요. 무지외반증이라
고 밝혀진 게 (그때죠)… 저는 병원에서 그게 병이 아니라고 했기 때
문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보험에다가 (2001년 3월 23일) 싸
인할 때 병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 저
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병이 아니고 그냥 발에 대한 어떤 기능이 변
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병이 없다는 거에 다 체크를 했어요. 제
가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근데 인제 퇴원을 하고 보상금을 신청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보험도 든 게 많으니까… 며칠 있다가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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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어요. 그 병원 수술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수술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무슨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파서 갔고 2차적으로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하
는 방법밖에 없다그래서 그냥 수술했노라고 그랬더니 그걸 전부 적
어 가더니 보상을 안 해준다 그래요.
저는 보상을 처음에는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유나 알고 싶
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
험을 넣어줄 당시에 제가 그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그래요. 거기
에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빴죠. 고객들이 고지위반을 해도 제가 못하
게 말려야 되는 설계사인데, 하물며 제가 제 거를 고지위반을 했다
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설계사라는 그 이
유로 회사에서 좀 압력이 있더라구요.
(보험심사과 직원이 조사 나왔을 때) 굉장히 불손했었어요. 제가 들었
을 때도 불쾌했는데 다른 보험계약자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손하게 할 건가… 좀 안다는 사람한테, 저한테 유도심문해가면서,
제가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가입한 것처
럼 한 두어 시간 정도를 며칠을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때 발을 절고 다녔거든요. 아파서. 발을 끌다시피 해서 다녔는데….
사고처리 및 제가 처음에 병원에 가서 무지외반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질환치료 중 (회사의 상해보험)보상을 안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치사한 생각이 들
당사자의 느낀 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점이나 이후
대응태도
(고지의무위반을 했다는 회사측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약
이 올라서 금융감독원에 갔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를, 이게 과연 고지의무위반인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아
야만 다른 고객들에게 보험계약할 때 정확하게 전달할 거 같아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담당 검사였던 분이 회사에다 직접 전화
를 하셨어요. …담당 검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거 같은데 본인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거를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갈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신청을
하겠느냐” 그러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2년 이내에 아무 때라도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신청을 하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 저는 참 너무… 직
장에 다니면서 혜택을 준다는 소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는 생
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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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혜택도 못 받고 한껏 미움만 받고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대리점으로 바꿨어요(2001년 11월). 대리점으로 가니깐 또 거
기에서는 그 어떤 보험관계상 불이익 가는 게 참 많아서 제 본의 아
니게 그만두게 됐어요(2003년 1월 18일).
저 개인적인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그런 복지혜택을 주기 위
해서 회사에서 해준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설
계사를 위한 상해보험은 회사가) 그냥 허울 좋게 해준 거죠.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회사규정상 넣어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고( 질환) 발
생 이후 직장
의 태도 및 조
치사항

…감히 설계사가 금융감독원까지 갔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근
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담당 소장이 괜히 조회시간마다
저를 지적하고, 자기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에 대해서 체
면을 깎아내렸다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애요. 저는 사실 알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간 건데, 저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너무 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저한테 그런 불이익을 줬죠…. 솔직히
이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다른 설계사들도 솔직히 이거를 보상을
탈 일이 있어도 신청을 못합니다. 다니는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나
건강장애를 겪
은 혹은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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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걸음을 많이 걷게 되니까 그런 일로 인해
서 뭐 발바박에 뼈가 닳아서 서로 부딪치다보니까 아퍼서 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저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설계사들 중에는 다 차를
운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걸음을 많이 걷는 걸 요하다보니까
발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지외반증이라든가 뭐 발
에 대한 특이한 그런 게 생겨서….
최근에 세 사람이 (수술)한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는 조금
씩 증상이 다르죠… 발등이 아프다든가, 발이 신발에 닿으니까… 현
재 입원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왜 인제 수술했느냐 하면은 그동안
발이 아파도 수술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제가 수술해서 나았다는 소
리를 듣고 하게 된 거에요. 이◦◦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실적
이 없다고 그래서 (보상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혜택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일 못한다고 그 사람이 걸음 안
걷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이 걸어요.
(영업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받아서, 열심히 하느리고….
대개 인제 설계사들이 많이 아픈 게 발하고, 어깨 같은 데, 목 같은
데… 가끔 치료받으러 가면 (가방) 매고 다니지 말라 그러죠. (어깨)
근육이 뭉쳤다고. 가끔 풀러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게 고질적
인 거 같애요. 설계사들은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치료받는 시간
이 한두 시간 이상 걸려서) 못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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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개인사항

이 ○ ○, 여성, 51세, 가족생계 주책임자(X), 보험설계사직종 경력 6년

사고 및 질 (사고경험) 하나는 99년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난 지가… 아침에 출
환 발생경위 근하고 영업 나가다가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수금하러 빨리 오라그래
서 자기가 12시 되면 어디 나간다 해서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천호동
지하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거기다 세워놨다가 갖고 딱 나오는데 외
제차가 무스탕이더라구요, 그게? 기둥이 큰 게 있어서 차가 얕더라구
요. 급한 마음에 미처 확인을 못하고 출발을 하는데 와서 들이받아 가
지고 완전히 앞에 엔진이 다 나가고 차가 한 바퀴 빙 돌아서 부딪쳐
가지고 이쪽이 지금도, 이쪽은 지금도 잘 못 써요. 어깨, 목(염좌). 그
래가지고 지금도 뜨거운 수건을 비닐에 담아서 깔고 이렇게 하구서
이렇게 해야지 좀 풀어진다니까요. 왼쪽이 뻣뻣해진다니까요. 45일인
가 그렇게 입원했었어요. 근육이 어떻게 돼가지고….
사고 ( 상해 ) 쌍방과실이어서 저는 개인보험 들은 거에서 병원비가 나왔구요. 그 대
및 질환의 신 회사 일을 못해가지고 피해는 엄청났죠. 두 달 일을 못하면 그게
정도
죽… 뭐 피차에 예를 들어서, 13회차까지 일년 정도가 문제가 되니
까… 그러니까 이 달에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달에 일을 못하면 (기
본수당이) 0이에요. 2회차에 가서도 (유지율이) 0이에요. 4회차에 가서
도 또 0이에요. 그러면 기본 수당이 안 나와요. 7회차 가서도 또 0이
에요. 이게 7달 후에는 또 회차가 걸리니까 이 달에 못한 게, 한 달
못하면 죽 13회차까지 걸리니까… 근데 지금은 25회차까지 가요(유지
율이 계속해서 0으로 계산됨). 그래서 그때 그 차가, 상대방 차가 보험
이 안 든 차에요. 사람 다친 거는 상대방 차가 물어줘야 되는데 무거
운 차량이라…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를 해서 무거운 차는 정부가 또
하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은 지원받았어요. 근데 인제 치료비는
그렇게 보상이 되지만 일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사고처리 및 (발 질환경험) 내가 그때 우리 소장이 다시 와가지고 사무실을 막 옮
치료 과정
길 땐데… 구두 신고 책상을 딱 이렇게 옮길 때 계단을 올라갔다 내
려갔다 하는데, 어우 발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거에요. 발을 못 딛겠
는거에요. 발이 이렇게 부운거에요. 한 4년 됐을 때 이렇게….
상해 ( 질환 )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으면서) 수금은 전 전화로 해서 입금시켜달라고
치료 중 또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화로 입금시키고 나도 통장에서 들어온
는 이후에 거 통장에서 그 통장계좌로 입금시키고… 그렇게 한 거죠.
일을 지속했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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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사업주나 관리
자의 태도나
조치사항

사고처리 및
질환치료 중
당사자의 느낀
점이나 이후
대응태도
사고(질환)발생
이후 직장의
태도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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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험)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한 달을 출근 못하니까
(교통사고 난 걸) 알죠. 교통사고 났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없죠. 보상
도 아무것도 없고…. 개인보험든 걸로 (입원비) 줬고, 개인보험은 우리
보험회사에 든 거죠. 교통사고가 경찰신고 된 거고, 의사소견, 입퇴원확
인서 있고 하니까 줬어요. 그때만 해도 저기죠, 제가 팀장이었고, 그때
만 해도 노조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게(tightly) 이렇게 안 했어
요. 회사에서 2만원짜리 들었던 거에서 입원비 하루에 만원씩 나와서
45일이니까 3일 이후에나 주는 거니까 42만원 정도는 받았네요. 회사보
험에서. 내가 2만원 내고 회사가 2만원 내고 해서 4만원짜리 들었거든
요. 본인이 반 부담하는 거에요.
일을 못했는데 피해보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하다… 회사일 하다가 손해
를 봤는데, 회사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위로금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때문에 일 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일까지 해놓은 거까지
다 이렇게 못 받으니까.
그때는 회사에서 개인연금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조 생
기고 나서 이런 걸 싹 없앴지. 그런 거 해주는 거가 근로자 지위가 인
정된다라고 하니까 싹 없앤 거에요. 지금은 상해보험도 없앴어요. ◦◦
보험은 (상해보험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탈라고 그러면 안 준대…
그러고 설계사들은 그래요. 보험에 들었어도, 보험을 타잖아요. 저는 교
통사고 한 번 나고 나서 보험 들려고 그러면 안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사고 경험이 있어서….
그때는 차 갖고 다닌 사람이 우리 영업소만 보면 한 30%는 됐을걸요.
지금은 50% 정도 될 거에요. 가까운 데는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
고,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요, 계약자가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 안 되는 데가 있잖아
요. 봉사용품 갖다줄 때 버스로 가방 들고 핸드백 들고 봉사용품 들고
하기가 힘들어요. 다들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를 기지고 가거
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데도 이분들 교통
사고 나도 입원도 많이 못해요. 교통사고 많이 나면 보험 들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 아퍼서 입원해 있으면 당장 해고니까.
진짜로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성폭행당하는 거… 작년에는 살해까
지 당했잖아요. 작년에 4건, 올해 2건. 우리가 아는 것만 이런데… 그렇
게 사고났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얼른 가서 틀어막거든. 보도 안 되게.
형사를 만났는데, (사고건수 접수가) 많이 들어온대요. 카드 뺏기고, 성
폭행당하고 그러는데… 성폭행당한 거에 대해서는 감춰달라,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나잖아요…. 그래서 카드 뺏긴 것만 접수
가 되는데… 왜냐면 마감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누가 요만큼
만 여지만 보여주면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마감날… 그런
것들을 불량한 남자들이 이용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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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설계사 피면접대상자들의 사례 요약 및 특징
보험설계사들은 주로 업무수행중(수금 중,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과로스트레스로
․
인한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리고 연령층이 주로 40대와 50대로, 많이 걷고, 건물을 오
르락내리락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는 보험설
계사들이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수금 중 또는 영업활동 중 강도나
성폭행 사건도 암암리에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질환이 발병할 경우, 주로 개인이 실적유지
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에 든 보험에서 치료비 등이 나오거나 자비로
추가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에게 각종 범죄사고가
발생해도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보험설계사를 위한
상해보험 및 복지혜택은 명목상에 지나지 않고, 보험설계사 본인 자신
이 든 각종 보험에서조차 100%를 다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회사로부터 해고 위협이 있어서, 이에 대해 항변
하기를 꺼리는 실정으로 그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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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1> 수수료 지급 명세서
소

속

○○○○

자격

프로

성

명

○○○

구분

일반

○○○○○○-○○○○○○○

코드

주민번호
점포구분

일반

팀

04

수수료 지급 명세서
(2003년 02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급

과세표준액

1,711,302

예약발행경비

0

조서상지급

0

금월수수료액계

1,690,212

보증보험료

0

등록수수료

0

공제계

1,618,053

대출원리금

0

연말정산

0

세금

소득세

51,330

주민세

5,130

순소득

1,654,842

차인지급액

15,699

기준액

750,000

효
월

보험료이체

0
6 1,617,853
0

기타
정산

정산총액

0

당월정산

0

잔액

0

5,400

본인유효월초
신인유효월초

0

적용유지율

88

율

2차년도

79,390

적용유효월초

52,272

가산율

10

월

3차년도

64,700

0

초

4차년도

생활
안정

보험비

1,950

경조비

0

100
89

의료비

초회

52,272

2회, 7회

4회, 13회

계
2회이후 효율성적

당월

0

신계약

65

수수료

2회이후

0

유지

효율월초

1,665,762

수수료

효율성적

0

신계약 유지 계

1,681,960

0
0

누계

0

당월

0

누계

0

E
M
수
수
료

초회

0
560,654

100

19,140

정착수수료

적립

단체저축보험료

역

411,164

유
지
율

수수료

내

200

2회이후

계

선지원

하트편드공제

효

부활월초

초

제

54,000

초년도

유

공

16,200

성
과
수
수
료

52,272

차년환산월초 193,500
기본지급분

0

초과분

0

고능률우대

0

조기업적우대

0

차년도성적분

0

지급액합계

0

비월납촉진비

0

납초비례비

0

생산성비례분

0

팀장수수료

0

유효월초비례분

0

생산성향상수수료

0

동행경비

0

리쿠르팅수수료

0

조직순증수수료

0

고능률수수료

0

합계

0

트레이너경비

0

예산정산액

0

당월발생

0

대출수수료

0

정착축하금

0

전월미환수

0

수작업수수료

0

성과수수료2

0

당월환수

0

활동 당월발생액

0

당월미환수

0

비례 누계발생액 4,109,554

관심고객관리수수료

8,250

탁아수수료

0

장학수수료

0

전담TR수수료

0

환
수

활동촉진수수료

0

FC교육 수수료

0

수수료 초과지급액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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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2> 2002년 10월 ○○○ 님 수당지급 명세서
지역본부 지점
강북 ○○
현재신분
○○

영업소
영업소코드 성명
코드
위촉일자 최초정착등급 현정착등급 수당지급업적일
○○
○○○○○ ○○○ ○○○○○ 1998-11-20
4급
200209
지도장
당사1년이내 성과수당
팀장 계보코드 도입코드 위촉구분
FP
자격여부
재위촉
달성여부
위임원 위임해제 등급
○○○○ ○○○○○ 익월위촉

계약건
환산건

1
1

종신건

0

월납초

초년도 환산월초 56000
2차년도 환산월초 20500
성
적

103

2회이후 64030
효율성적
2차년도
환산성적 20000
유효환산
적용유지율
(전월2연체)
성과수당
기본요건
달성유지율

76500

유효환산월초

28000

유효환산월초

28000

유효유지율(%)

42.2

회차
성립
유지
회차
성립
유지

성과수당

실
적
비
례
수
당

총환산월초

2회
0
0
당월(월계약)
528
528
0

성과수당
0
(우적수당)
고객설계수당
27,540
(월납)
고객설계수당
0
(비월납)
고객설계수당계 27,540
고객서비스 1,198,280
수당(본인)
고객서비스
0
수당(본인외)
고객서비스 1,198,280
수당계
가족사랑수당

0

단체건강연후,
0
퇴직보험
정착수당 1,225,820
정산용금액①
실지급계

1,225,820

FP자격수당
계약관리수당
대출판매촉진비
지
활동수당
도
지도수당
장
수
교통지원
당

0
29,904
0
0
0
0
0

4회
377
377

단위(성적: 천원, 금액: 원)
요수금
34892000
실수금
30567000
방문실수금
0
(25회차 이후)
자동이체실수금 8892017
(25회차 이후)
지로, 카드실수금
0
(25회차 이후)
분기누계
620000
초년환산월초

총환산월초(월납) 76500
총환산월초(비월납)
0
본인모집
총환산월초1차년 564000
본인모집
0
총환산월초2차년
본인모집외
0
총환산월초1차년
본인모집외
0
총환산월초2차년
전월마감2연체
7회
13회
331
696
100
350

18회
553
0

25회
0
0

3개월 통산 4회 2연체 유지율(월납 보험료)
전월(월계약)
전전월(월계약)
3개월통산
377
466
1372
377
466
1372

전월정산
정 당월정산
착 ③=①-②
수 당월정착
당 수당보장④
관
련 정착수당
⑤=③+④
익월정착정산
배출수당
F 조직배출
M
․
동반훈련
팀
기지급
장
오버라이딩
도입리쿠리팅
․
수당(인원)
도입리쿠리팅
․
수당(업적)
고객설계수당Ⅱ
(저축성일시납)
계약관리수당Ⅱ
(저축성일시납)
특별장려수당
경조수당/장학수당
등급수당
수
퍼 조직순증
바 생산성향상1
이 생산성향상2
져 전월정정수당

무효해지환수
저축성조기해약
환
환수
비월납
수
해약환수

0
0
0

퇴직보험환수

0

WP/수당

0

신인등록수수료

0

총지급액
양성훈련비
(기수령)
점포귀속금액

100.0

(단위: 원)
신단체퇴직
0
보험료공제
신원보증
0
보험료공제
신용대출
0
원리급/이자
우수계약자
0
대출이자
0
공 약관대출이자
전월수당이월
0

0

수당소득세

37,671

수당주민세

3,767

공 점포귀속소득세

통산 유지율(%)

1,255,724

16,550

496

점포귀속주민세
49
채무변제공제
0
신인등록수수료공제
0
제 WP/수당공제
0
본인보험료공제 721,864
연말정산소득세
0
연말정산주민세
0

유효유지계
1958
827

제

사외보공제

0

메일링공제

0

인쇄물공제

0

카드납
0
이체공제
변액보험
0
응시수수료
수재의연금
0
공제
정착수당공제
0
수해피해지원
0
총공제계
763,847
차감지급액 491,877
실질수입 1,255,724
당월수당이월
0
당월경비이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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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제도

제1절 들어가며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차주 등 이
른바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자들의 근로자성이 판례에 의해 연속적
으로 부정되면서, 이 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산재보험 보호를 해야 한
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노동부도 2005년부터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므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
해서는 부진정 산재보험관계1)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자들이 근로자
일 것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은
이들의 보험보호를 위한 선결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례는 원
칙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1) 산재보험이 점차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고보험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부진정 산
재보험관계는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 사업주, 학생들의 통학재해 등과 같이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이외의 자들에게도 산재보험 보호가 주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험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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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용자가 단독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강제적인 진정
산재보험관계로 편입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현행
법상으로는 부진정 산재보험관계의 인정 가능성만이 남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보험, 특히 산재보험에서
도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는 정반
대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들이 노동법상의 근로자라는 것을 정부가 보
증하는 것이 되어, 산재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들이 그 외연을 확장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성 인정과
동시에 각종의 근기법상의 청구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집단적 노사관
계법상의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노동조합의 결성은 물론 쟁의행위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존재하게 된다. 이 입장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이 산재보험보호를 위
한 선결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보호가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출발점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일부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사용자들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면서도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재보험보호를
해 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의 인정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역사
적으로 동일한 뿌리를 갖고서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노동법과 사회법,
특히 사회보험법이 동일한 개념 내용을 갖는 근로자성을 사용하고 있
지만(노동법과 사회법의 일원주의), 사회보험법이 노동법상의 근로자
성 판단기준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민 전체의 일반적 사회보
장이라는 독립된 법분야로서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외연을 확
대하여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같이 법률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
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된 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보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노동법과 사회법의 이원주의). 이렇게 되면 우선 시급
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호의 길도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을 위해 산재보험 보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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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보험제도 자체 내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어 산재보험 적용은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우선, 업무상 재해인정기준과 관련
하여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자가 허리를 다쳤을 경우 공부를 가르치다 다쳤는지, 집에서 물
건을 운반하다 다쳤는지 알 방법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보호를 하
는 경우 강제보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임의보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주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강제
보험 방식의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업무를 위해 근로자가 종
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해서 사
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도 용이하지 않다.
또한 보상 및 보험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원래
산재보험의 보상 및 보험료 산정은 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을 기준으
로 정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는 자
영업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기준임금을 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
토하여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데 독일의 사례가 여기서 관심을 끄는 점은 - 물론 현재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 종래의 노동법과 사회법의 일원주의, 따라서 노동법
상의 근로자 개념을 사회보험법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로부터
점차 노동법과 사회법의 이원주의, 따라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는 다른 ‘취업관계’(Beschäftigungsverhältnis) 개념을 사용하여 보험보
호의 인적범위를 노동법의 보호범위와 달리 구성함으로써 앞에서 제
기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보호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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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법상의 근로자성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보호의 선결 전제조건으
로서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나아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의 시발점
이 될 것이다.

1. 개 관
독일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노동법의 기초개념이자 출발점으로서 근
로자로 인정되면 노동법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의는 노동법
의 탄생과 그 궤를 함께 한다. 그러나 근로자 개념에 관해 노동법은
아무런 법적 정의를 내리지 않아 학설의 도움으로 판례가 인격적 종
속성과 이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 지시권 복종성에 의해 근로자성 여
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법전 내에 전통적인 노동법상
의 근로자 개념과는 다른 입법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이것이 노동법으
로 역류하여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노동법상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짐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한 고용과 취업형태의 다양화로, 특
히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노무공급계약을 근로계약으
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의 판단표지를 수정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물론 근로자 개념 논쟁이 활기를 띠게 된 계기는 ① 사회보험의 재정
적 부담이 많고 이를 줄이기 위해 자영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과
독일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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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하나의 방책으로는 근로자성의 인정보다는 영세기업의 활성화와
이를 담당하는 자의 자영인화를 들 수 있다는 점, ②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자영인 중에는 법적인격적으로
․
독립된 자이면서도 사회보
장이 필요한 인적 그룹(특히 가장자영인, Scheinselbständige)들이 있
어서 이 자들을 사회보험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
의 근로자 개념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 ③ 이러한 사회보험법
에서의 근로자 개념 논쟁이 노동법상의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반성
의 계기를 주어 학계가 이에 대해 활발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는 점등
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분야 종사자, 프랜차이즈 계약자, 외부에서
활동하는 보험대리인 등 개별적인 문제영역에서도 여전히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독일법상의 근로자 개념
가. 법률의 규정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 개념에 관
한 법규정이 없어 누가 근로자인지 독일 노동법은 명시적으로 정의하
고 있지 않지만, 산재되어 존재하고 있는 개별법률에는 근로자 개념
관련규정이 있다. 즉, 연방휴가법 제2조 제1문은 동법상의 근로자를
노무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로 나누고, 제2문은 “경제적 종속성으
로 인하여 유사근로자로 간주되는 자”도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휴가법 제2조 제2문의 ‘유사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확정
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는 단체협약법 제12a조에 의한 ‘유사
근로자’를 연방휴가법상의 ‘유사근로자’로 보고 있다. 상법 제84조 제1
항 제2문은 근로자와 구별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자
영업자는 “통상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영위하고 자신의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학설은 이 규정을 상사대리인
(selbständige Handelsvertreter)과 사무직 근로자(Angestellte)를 구별
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부터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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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
고 있다.
우선 독일 노동법에서는 현재 근로자 개념을 자영인과 근로자로 나
누어 2원적으로 파악할 것인지2) 아니면 자영인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
자에 유사한 자를 인정하여 3원적으로 파악할 것인지3)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3원적 체계는 법률에 기초하여 근거지어진
것이다. 그러한 법률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선 상법 제84
조는 “자영인으로서 다른 사업주를 위하여 상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상사대리인으로 정의하고,
이때의 자영인은 본질적으로 활동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자유로이 근
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자영인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은 활동의 자유로운 형성과 근로시간의 자유로운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활동을 자유로이 형성하지 못하고 근로시간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는 자가 근로자가 된다. 여기서는 경제적인 독
립성이나 인격적 종속성의 판단기준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
의 의미에서 자영인이 아닌 자로서, 말하자면 활동을 자유로이 형성하
지 못하고 근로시간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는 자로서 한 사업주를
위하여 상시 거래를 중개하고 그 사업주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Angestellte)로 보게 된다. 물론 보험중개인
(Versicherungsmakler)이라는 전형적인 독립자영상인이 있지만, 근로
자성이 문제가 되는 상사대리인과 관련하여 독일 상법은 독립된 자영
인과 사무직 근로자의 두 가지 종류를 예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전자는 주로 외근직에 종사하는 자이며, 후자는 내근직에 종사하거나
외근보험대리인을 지원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 상법 제86 a,
b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수지급의무, 자료제
공을 포함한 정보제공의무,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 자들의 근로자
2) 2원적 체계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Wank, Arbeitnehmer und Selbs-

tändige, 1988, S.75ff.
3)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Hromadka,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97, 57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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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여부를 따져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자체가 보호장치
를 마련하고 있다.4) 또한 독일 상법 제92조는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체결하는 자를 보험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이 자를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사대리인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대리인과 보험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상사대리인과 사업주의 계약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되며, 다만 보험대리인은 자신의 활동에 의거한 거래에 대해서만 보
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시사점
을 주는 것은 종속노동이 문제될 수 있는 1인 상사대리인과 1인 보험
대리인에 대해 상법이 최저근로조건의 보호장치를 하고 있다. 즉, 독
일 상법 제92조a는 계약상 다른 기업을 위해서 활동할 수 없거나 업
무의 종류와 범위상 타기업을 위한 활동이 불가능한 상업사용인의 계
약관계에 대해서는 연방법무장관이 연방경제장관과 연방노동장관과의
협의 하에 상사대리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으로 상사대리인에
게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급부의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행령에 의해
정한 급부를 사업주는 계약에 의해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이 기준에 노동법상의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연방법무장관이 이러한 시행령을 아직 구체
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필
요한 일부 보험대리인 등의 상사대리인에 대해서는 상법과 시행령에
의한 보호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
정하여 포괄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독일법의 특징이다.

나. 판례의 근로자 개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5)는 방송국과 자유협업자(Rundfunkmitarbei4) 상세한 것은 Küstner/v.Manteuffel/Evers, Handbuch des gesamten Außendienstrechts, Bd. 2, 6. Aufl., 1995, Rn. 5ff.
5) BVerfGE(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59, S.231 ＝ AP Nr. 1 zu Art. 5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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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 사이에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유효한가에 관한 판결
에서 ‘프로그램의 내용형성에 관여하는 자유협업자’에 대하여 방송국
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 논거로는 방송국은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방
송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방송의 자유
의 내용에 포함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인사의 유연성이
불가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부터 근로
자성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독일 연방
노동법원도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의 자유가 근로자성의 판단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인적 종속성’을 제시
하고, ‘인적 종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개념표지(Merkmale)들을
사용하여 ‘유용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근로자 개념은 유형적으
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6) 근로자 개념을 유형적으로 판단한다
는 것은 개념표지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념표지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적 접근방법은 근로자성 인정불인
․
정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
한 개념표지의 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표지를 늘
릴 경우 사용자들은 이러한 개념표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인적 종
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계약유형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권리와 의
무를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무제공자로부터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업의 기회를 박탈한 자는 노동
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노동법상의 의무를 부
Rundfunkfreiheit(언론의 자유); BVerfG AP Nr. 4 zu Art. 5 Abs. 1 GG
Rundfunkfreiheit.
6) BAG 23.4.1980 AP Nr. 34 zu § 611 BGB Abhäng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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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무제공자에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7)
한편 연방노동법원은 ‘타인의 지시에 따르는 조직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인적 종속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표지로
본다. ‘타인의 조직’에 편입된다는 것은 노무제공의 시간, 장소, 길이
및 내용이 ‘사용자의 지시권(Weisungsrecht des Arbeitgebers)’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적 종속성’, 특히
‘사용자의 지시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간접정황증거로 연방노동
법원은 작업방법에 대한 종속성(die fachliche Weisungsgebundenheit),
시간적 종속성(die zeitliche Weisungsgebundenheit), 장소적 종속성
(die örtliche Weisungsgebundenheit), 조직적 종속성(die organisatorische Weisungsgebundenheit für die Erbringung der Arbeitsleistung) 등의 네 가지의 개념표지들을 제시하고 있다.8)

다. 학설상의 근로자 개념 - 목적론적 개념형성
Wank교수는 목적론적 접근방법에 의한 근로자 개념의 형성을 시도
한다. 그에 의하면 근로자성의 판단표지로 ‘인적 종속성’ 대신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영위험의 인수(freiwillige Übernahme des Unternehmerrisikos)’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존의 통설과 판례가 사용하
는 판단기준들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영위험의 인수’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하위표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Wank교수의 근로자 개
념을 위한 목적론적 개념형성의 또 다른 특징은 소득활동자(Erwerbstätiger)를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구분하는 2분법적 접근방법을 시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분법적 접근방법이 가지는 의미는 유사근로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있다. 2분법적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Wank교수의 접근방법에 의하면 유사근로자는 자영업자의 하위개념으
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7) 이에 관해서는 유성제(2002), 노사정위원회 발제문 참조.
8) Vgl. MünchnerHandbuch/Richardi, 2. Aufl., § 24 RdNr. 2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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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현행 독일 노동법은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이 유사근로자에게 발생시키고 싶어하는 별도의
법률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사근로자’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자
영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법률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본
다. Wank교수는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전제로 근로자와 자영
업자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개념형성은 자영업자와의
구별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Wank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의 판단표지로 ‘인적 종속성’
대신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영위험의 인수(freiwillige Übernahme
des Unternehmerrisikos)’를 제시하였다. 그는 현행 독일 노동법은 크

게 ｢직업보호(Berufsschutz)｣와 ｢존립보호(Bestandsschutz)｣라는 효과
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효과는 사용자가 근
로자로부터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인하여 정당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자는 영리활동과 관련
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수 없
는 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경영위험’
의 인수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Wank교수는 ‘경영
위험’의 인수여부를 ‘위험’의 인수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
에 대한 결정의 자유’와 ‘사업활동에 따른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9)
그러나 Wank교수의 방법은 역사적으로 규범적으로, 그리고 기능적
으로 구분이 가능한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
다.10) 그리고 Wank교수는 시장상황의 다양성을 너무나 단순화하고
9) 유성제(2002), 앞의 발제문 참조.
10) Hromadka, “Arbeitnehmerbegriff und Arbeitsrech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97, S.569ff.; Buchner, “Das Recht der Arbeitnehmer, der
Arbeitnehmerähnlichen und der Selbständigen - Jedem das Gleiche oder
jedem das Seine?”, NZA 1998, S.1144ff.; 이에 대하여는 또한 강희원・김영
문, 근로자의 개념과 계약의 자유 - 자영인과 근로자의 구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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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시장
활동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로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도 사용자와 동일하게 시장에서 위험을 형량하여 활동하는 경제주체
라는 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방노동법원, 주(州)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의 일
부 판결은 Wank교수의 이론을 수용하는 듯하지만,12) 이들 판결도 지
금까지 근로자성의 판단표지로 사용하던 ‘인적 종속성’을 포기하지 않
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인적 종속성의 판단을 ‘경영위험’의 인수여
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3절 독일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독일
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
험 보호를 위한 선결문제에 해당한다. 만일 독일에서 특수형태근로 종
사자를 근로자로 본다면, 우리에게 독일법이 주는 시사점은 당연히 특
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이들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을 주어
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법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달리 본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
서 양국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비교해 볼 필
요가 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
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대상직군, 즉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앙경제사, 2001, p.178 이하 참조.
11) Rommé, “Unternehmerrisiko”,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97, S.251. 이에
대하여는 강희원・김영문, 앞의 책, 178쪽 이하 참조.
12) BAG AP Nr. 37 zu § 611 BGB Abhängigkeit; Entscheidungen des
Bundessozialgerichts(독일사회법원판례집), 51, S.164, 167; Bundessozialgericht Der Betrieb 1979 Beil. 8 = AP Nr. 29 zu § 611 BGB Abhängigkeit;
BSG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91, S.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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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차주 겸 레미콘 운송기사 등으로 한정하여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조직 분야의 일부를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1. 보험모집인
우선 보험모집인의 경우 독일에는 보험관련 종사자의 경우 독립자
영인으로서 보험중개인(Versicherungsmakler)이 있다. 이 자들에 대해
서는 독일 민법 제652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근기법과 노조법상의 근
로자성이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이 자들의 이익대표는 민법상의
사단인 보험중개인협회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 밖에 보험분야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되는 내근직과 독립자영인

으로서의 상사대리인인 외근직 및 후자를 보조지원하는
․
자로서 외
근근로자가 있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전형적으로 상법에 의해서 규율
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 a가 보험대리상을 포함한 상사대리
인을 협약자율과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주에서 배제한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13) 자영보험대리상은 스스
로 사회적 보호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영인임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법상의 보호규정
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성의 인정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 적용
의 확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영인의 보호가 문제된다.
독립자영인과 근로자의 구별은 무엇보다 상이한 보수체계에 있다. 자
영보험대리상은 통상적으로 상법상의 보수(Provision)규정에 기초하여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고용 보험대리상은 실적에 따
른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의 보수는 인센티브제도가 있기는 하지
만 고정급을 받게 된다. 고용 보험대리상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사회보
장비용을 부담하므로 그 한도에서 유리하지만, 자영 보험대리상은 자유
로운 활동을 하며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으므로 그 한도에서 유리하다.
13) Wiedemann/Wank(2001), Tarifvertragsgesetz, §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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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소규모 자영 보험대리상의 존재로 애매해진
다. 이 자들은 1인회사 대리상(Einfirmenvertreter)의 형태로 자영인이
지만 1인을 위해서만 활동함으로써 1인에 전속되어 종속성이 있는 자
이다(전체 보험대리상의 2% 정도 추산). 물론 이 자들은 상법 제92조
a에 따라 계약에 의해 한 사업주만을 위해서 활동하며 경제적 존립이
이 사업주에게 달려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이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법의 자영인 그룹으로 편
입시키고 있다. 판례도 한 사업주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자들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며, 결정적인 것은 보험관
계로부터 주된 급부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이며, 이는 다시 누가
노무급부 제공의 가변성을 대상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결정하는가
에 달려 있다고 본다. 주된 노무급부를 보험회사가 상세하게 결정하고
보험대리상의 결정 여지가 적으면 종속성의 존재로 근로자성이 인정
될 수 있다고 한다. 종속성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적 정황증거로서 판
례는 독자적인 광고활동의 금지, 고객주소가 보험회사에 보관되어 있
어야 하는지, 지역관리직 상사의 지시권에 대한 복종성, 보험회사 건
물에 일정시간 출근해야 하는지, 조직회의 참가여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모집활동의 금지,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료율 이외에 다른 사
항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지, 독자적인 단골고객확보의 금지 등을 설정
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요소가 존재하여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은 아니다. 말하자면 1인회사의 보험대리인이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성 인정의 요소들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지, 1인에 구속되
었다고 그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보험대리상 중에 외관
은 자영인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되어야 할 가장자영인에 관한 사
건이 겨우 4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1인회사 보험대리상을 위해 사회보장법의 보
호조치는 가능할는지 모른다. 특히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의 개
정에 의해 한 사람의 위탁자를 위해서 일하고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근로자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 자는 근로자 유사 자영인의 지위가
추정되어 연금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이 경우 이 자는 보험료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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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한다. 통상 매년 4월부터 월 소득의 19.5%를, 이 중 사업개
시 후 3년 이내에는 50% 정도의 할인이 가능하다. 물론 이 자들을 위
하여 연방노동성 장관이 최저소득기준을 시행령으로 확정할 수 있도
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영업을 잘하는 보험대리상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
지만, 영업실적이 적은 1인전속 보험대리상14)은 경제적 종속성을 이
유로 근로자성이나 유사근로자성을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례로
독일 알리안츠 슈투트가르트 지역 보험대리상들의 경우는 알리안츠의
1인전속 보험대리상이지만,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
신들이 협회를 만들어 보험회사와 근무조건이나 보수들에 대해 건의
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대변한다. 몇몇의 1인전속
보험대리상들의 실적이 적어도 보험회사는 이들을 해고하지 않으며
실적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2.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이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판례에서
다투어진 적이 없다. 아마도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의 활용도가 낮고,
대개는 내장객들이 스스로 경기를 하며, 그나마 존재하는 경기보조원
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영인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습지교사는 독일에 이러한 형태의 직업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우리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 1인전속 보험대리상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자는
월 평균 4,000마르크(최저소득의 2배)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보수지급을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자신이 노력에 의해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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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미콘 운송차주15)
차주 겸 레미콘 운송기사의 경우는 독일에서 이와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는 직업군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
이 실무상 다투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자성
문제는 특정탁송회사에 소속된 자가운전 개인운수사업자의 근로자성
이라는 일반문제로 처리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자가운전 개인운수사
업자는 유사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유사근로자보다는 인적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하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독일에 있어서 모든 취업자는 독립자영업
자, 근로자유사자 그리고 근로자라는 세 가지의 범주로 크게 구분되는
데, 특정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면서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
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개인운수업자는 이들 세 가지의 개념적 범주
중 어느 것에 포섭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결과에
따라 특정탁송회사에 경제적인 의존적 관계에 있는 자가운전 개인운
수업자(이른바 ‘종속적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
특정탁송회사에 소속된 자가운전 개인운수업자가 그 회사에 경제적
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종속성의 판단에 관한 판례
의 이른바 중점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경제적 종속상황은 자가운전 개
인운수업자의 근로자성여부의 판단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종속이 곧바로 자가운전 개인운수업자가 특정회사에 인격적으
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몇 개의 독일 하급심 판결에 그대로 나타나 있
다. 함부르크주 사회법원은 용차회사 사건에서 그 하부사업자가 계약
상 배타적 구속 하에 있고 그 사업자에 의해서 인가된 화물자동차
(LKW)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인적 종속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6) 이
판결의 근거는 운전사에게 정해진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15) 이 부분은 강희원김영문이상윤조준모
․
․
․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법적 지위 ,
중앙경제사, 2001, p.251 이하의 강희원 교수 집필부분을 주로 참고하였다.
16) Landessozialgericht Hamburg vom 14.11.1978, Az. IKRBf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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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렇지만 업무위탁시에 아침 7시에 기업의 통신본부에 신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일거리를 얻고 또 그에 상응하는 수입
을 벌기 위한 회사의 배려로서 운전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함부르크 지방노동법원은 탁송회사를 위하여 근거리운송
에 소규모 재산을 제공하는 자가운전사업자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17) 이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근무기간의 계속,
방법과 양식 및 장소에 비추어서 개별적으로 된 사전규정이 부여되어
운전기사에게는 전혀 재량영역과 자기 자신의 결정자유가 없다. 개인
운수사업자가 화물운송을 해주어야 할 고객의 순서가 주어져 있고 배
달 지역, 운송 거부 등 자기 권한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전혀 허용
되지 않고, 탁송회사의 지배인의 지시 그 자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
는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함부르크 지방노동법원은 탁
송회사에 대하여 자가운전 개인운수업자가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개인운수사업자를 독일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탁송회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못하였
다. 하지만 함부르크 주 노동법원은 지방노동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근
본적으로 긍정하면서 이에 기하여 자가운전 개인운수사업자의 인적
종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필요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하였다.
함부르크 주 노동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차량운전사 즉, 자가운전 개
인운수사업자는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근
로자와 유사한 자라는 것이다.18)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자기 소유의 용달차를 운전하는 운전기
사(Kurierfahrer)를 노동법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하였다.19) 이 판결의
논거에서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중개된 고객과의 관계에서 하도
급사업자로서 용달차운전자는 자신의 고유한 재량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가격의 형성은 용달회사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설시
하고 있다. 하도급업자로서 용달차운전기사는 고객의 화물운송을 용달
17) Arbeitsgericht Hamburg vom 28.10.1987. 6 Ca 544/86.
18) Landesarbeitsgericht Hamburg vom 18.4.1988, Az 4 Sa 3/88.
19) Arbeitsgericht Düsseldorf vom 20. 5. 1988 Az. 4Ca585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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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중개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없고, 운송위임계약에 따
른 용달회사의 처분과 지시를 즉각 그리고 일정 기한 내에 준수할 뿐
이다. 결국, 용달차운전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배달회사와의 계약이 경제적 강제를 행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운송위임을 접수하고, 이를 위해서 회사의 영업시간(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30부터 19:00까지) 동안 노동력을 제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함부르크 주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독일에 있어서 자가운전
개인운수업자의 현황에 관한 Udo Mayer/Ulrich Paasch의 경험적 조
사결과에 의하면, 적지 않은 수의 자가운전사업자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서 이들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20)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운전 개인운송사업
자의 자영업자성은 보통 이미 탁송회사, 운송중개인 또는 보관업자에
대한 배타적인 종속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종속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계약당사자의 인가로 이
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위임자를 위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가운전자는 사실상 구속되어 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계약당사자의 운송이 어떻든 우선하기 때문이다. 계속적 계
약당사자가 자가운전사업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할 때만이 다른 제3자를 위한 운송을 유치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며칠간에 관한 계획조차도 당연히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둘째,
특정회사에 소속된 자가운전 개인운수업자의 차량의 겉모습도 자영업
자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화물차는 소속회사의 색깔로 도
색되고 덮게나 차체에 그 회사이름을 부착한다. 그러나 운송사업자의
이름은 보통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소속회사마크가 있는 통일적인
복장까지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국외자가 보기에는 운전사가 운송사
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자가운전

20) Udo Mayer/Ulrich Paasch, Ein Schein von Selbständigkeit: Ein-PersonUnternehmen als neue Form der Abhängigkeit, Köln, 1990, p.8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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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수업자의 인적 종속성은 탁송회사의 조직과 화물운송의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별화물이 월요일에 한 탁송회
사의 함부르크지점에 들어와서 주말경에 뒤셀도르프에서 찾을 수 있
도록 준비하는 시대는 거의 과거지사가 되었다. 길어도 24시간 이내
에 집으로 배달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다. 오후에 근거리운송 화물
차가 발송인으로부터 화물을 가져와서 원거리운송 화물차의 야간운송
으로 목적지에 송달되고 거기서 다음날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자영업자의 특별구간을 위한 자리는 없다. 이것은 모든 근
무자가 규칙과 지시의 지배 하에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그래서
예컨대 사업 소자본으로 특화된 탁송자와 운전자의 지침서에는 차량
과 운전사복장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매일 매일
의 근로시간의 시작, 상차, 서류작성,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 동인(動
因), 회사관리자가 소집한 사업자협의회까지 들어 있다. 이러한 현실
은 최소한 합법성이 허용되는 한계에 달하였거나 그 한계를 넘어섰다
는 것이 사용사업주에게는 명백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지금까지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였다. 예컨대 보험업과는 달
리 탁송업, 화물운송중개업 및 창고업자는 자가운전 개인사업자의 인
적 종속성에 관한 공식적인 암시를 세련된 계약서나 전문용어를 통해
서 회피하는 것에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컨대 탁송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계약의 종료나 해지가 문제될 때, 서면에서나 일상적
인 언어사용에서 고용, 해고 등이 언급되고, 또 현실적 계약이행에 있
어서는 항상 ‘지시’ 또는 ‘지도’와 같은 명령적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
이다.
자가운전 개인운송사업자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기 소유의 생산
수단, 즉 화물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영업자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한에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노동력만을 가지고 있는 다
른 종속자영업자와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종
속성은 더욱더 커진다. 왜냐하면 한편에서 이러한 자본에 대한 자유로
운 처분이 한 사람의 유일한 위임자에 대한 계약적 구속 또는 사실적
구속을 처음부터 배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통 할부로 구입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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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소유는 상당한 부담이며 그래서 자가운전 개인운송사업자는 위
임자의 기대를 거의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계약적 구속은 자주 위
임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또 유예기간 없이 변경된다. 경우에 따라서
는 이러한 계약변경이 짧게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또는 사업장에 있
는 흑판에 게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물론 동등한 계약당사자
가 교류하는 방식이 아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
약을 종료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는 생활유지를 위해
수입을 올려야 하고 또 차량구입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조차 상실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4년부터 근로자유사자에게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
능하게 되었다(단체협약법 제12a조).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유사자 측
에 있어서 조직상태의 최저기준을 전제로 한다. 저널리스트와 대중매
체근로자 측의 압력에 기하여 단체협약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은 그 당시 금속산업, 인쇄와 제지 그리고 라디오-TV-영화-연합에서
집단적 조직의 형태를 찾았다. 다른 근로자유사자들에 있어서 비슷한
조직형태는 예외이다. 각 부문노동조합에 의한 공동대표는 모든 경우
에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이 되려
면 근로자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규약의 관대한
해석으로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에 의하여 근로자
유사자가 구성원과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규약의
변경은 극복되어야 할 장애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매체부문의 근로자
유사자들 이외에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부문에서도 근로자유사자
가 독립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경향을 찾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가운전 개인운수사업자가 근로자유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
법 제12a조에 기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나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데에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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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특수형태근로의 유형을 대상적으로 제한하여 직업군별로 살펴본 이
상의 결과를 보면,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경
기보조원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모집인의 경우는 대개가
자영인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사
례가 많지 않는 1인전속 보험대리인으로서 학설상으로는 여전히 근로
자성이 부인되는 경향에 있다.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도 경향적으로
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다만 유사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있
어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대체로 부
인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도,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보호도 전면적으
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1999년의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의 개정에 의해 종속적 자영인, 유사근로자, 가
장자영인 등이 사회보험 보호영역 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주어지게 됨
으로써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보험은 독자적
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들에게 사회보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독일법의 특징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보호의 단
초를 제공할 가능성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표 7-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개별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비교
독

일

한국

보험모집인

부정, 다만 1인전속 보험대리인이 문제. 판례는 부정 부정

레미콘 운송차주

비교대상 부존. 판례는 경향적으로 부정

부정

골프장경기보조원 비교대상 부존

부정

학습지교사

부정

비교대상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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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종속적 자영인 내지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보호

1. 서
얼마 전까지 독일 사회보험법은 노동법과 같이 사회보장법적 급부
관계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연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유
사근로자로서의,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하여 얼마 전까지 의료보험에서
만 소득에 따른 약간의 배려가 있었을 뿐, 장기간 일거리가 없는 때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배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를 배려하는 공
적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유사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노동법
적 규율 외에 사회보장법적 규율도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회
적 요청에 따라, 1999년의 개정을 통해서 독일 현행 사회보험법은 자
영업자로서 아무런 사회보장법적 청구도 하지 못하는 유사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법적 급
부관계로 끌어들였다. 이와 같은 사회법전의 개정으로, 진정한 독립자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
하는 유사근로자 또는 가장자영업자도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독일 사회법전 제4권(사회보험공동규정) 제7조이다.
독일 사회법전 제4권은 전체 사회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규
정이다. 따라서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규정에 의해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사회보험 보호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대되었다. 그러나 독일 산재보험은 이미 전통적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의 성격을 넘어 법률과 정관, 그리고 임의가입방식에 의해 근로자재해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不眞正 산재보험) 국민 일반사고
보험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의 산재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자와 아무런 차이 없이 강제보험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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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산재보험 보호를 전제하고 있다.

2. 사회보험법상의 취업관계 개념 -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과의
차별
사회보험법에서도 근로자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자는 자영인으로서 사회보험료의 납입 등 모든 종
류의 사회보장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사용자가 단독으로
사회보험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법에서 순수한 용어상
의 문제를 보면 근로관계나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취업자
내지 취업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1) 특히 사회보험 총칙규정인 사
회법전 제4권 제7조 1항은 취업은 비자영적 노동으로서 특히 근로관
21) 사회법전이 취하고 있는 ‘취업개념’에 관해서는 이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기 때
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며, 헌법상 요청되는 명확성의 원칙(Bestimmtheitsgebot)
에 반한다고 하는 위헌항고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
(BVerfG 20. 5. 1996, AP Nr. 82 zu §611 BGB Abhängigkeit)는 가능한 상황
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취업개념은 요건상 명확히 조작될 수 있는 개념이 아
니라, 유형을 특징짓는 표지의 해당 사례와의 연결여부를 전체적인 상(像)으로
부터 판단하는 유형개념을 채택하여, 바로 이러한 유형개념에 의해 취업개념이
판례 및 학설에 의한 구체화에 의해 십수년 유지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해도 그
규제목적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특히 종속적 취업자에 불리할 것 같은 보험 및
갹출의무의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Papier/Möller는 본 사건의 감정의견에서, 취업개념의 불명확
성은, 자기의 노동과정에 타인을 고용한다고 하는 기업가의 직업의 자유(기본
법 제12조)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으로 후에 취업관계라고 평가된 경우에 사
용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28 e조 1항에 의해, 사
용자는, 근로자 갹출분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에 비추어, 또한 취업관계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으로부터, 사회법전
제4권 제7조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Papier/Möller, § 7 SGB IV
in der Anwendung durch die Rechtsprechung und das grundgesetzliche
Bestimmtheitsgebot, Vierteljahresschrift für Sozialrecht, 1996, S.243). Papier
/Möller는 상법전 제84조 2항, 가내노동법의 정의규정을 모방하여 직업분야마
다(방송, 운송, 재택근무 등) 정의를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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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회보험법의 취
업관계의 전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밖에 고용촉진에
관한 사회법전 제3권 제24조, 제25조도 임금을 받고 고용된 자를 근
로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보험주체의 권한남용을 방지
하여 범위가 좁게 파악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사회보
험법상의 취업관계 개념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있다.22) 따라서 사회보
험법이 근로자 개념에 의존한다고 하여도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법자는
사회보험법의 영역에서 그때그때의 사회보험입법의 목적론적인 관점
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법전
제3권 제13조에 따라 가내근로자도 사회보험의 의미에서 근로자로 취
급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을 상세하게 정의하려는 노동법적
시도와는 독립하여 사회보험법적인 근로자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사회법원23)은 근로자 개념이 사회보험
법상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한계획정 표지로서 기
업주위험부담과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험법에서 근로자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만들
어진 사회보험법 정정법(2001년 1월 1일 효력발생)은 근로자유사 자
영인(abeitnehmerähnliche Selbständige)을 강제사회보험 영역으로 통
합하고 근로자유사 자영인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연금혜택을 부여하고
22)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Bernd von Maydell, Zum Verhältnis von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Festschrift für Otto kissel, 1994, 761ff.; I. Schmidt,
Verschiebung von Konflikten und Lösungen zwischen dem Arbeitsrecht und
dem Sozialrecht, Arbeit und Recht, 1997, 461ff.; Hanau/Peters-Lange,
“Schnittstellen von Arbeits-und Sozialrecht”,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98, 785ff.
23) 판례의 이러한 경향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Kretschmer, Recht der Arbeit, 1997,
S.327 참조. 이와 같은 사회법원의 변화는 근로자 개념을 전통적인 인격적 종
속성보다는 시장에서의 위험분담과 기업가로서의 기회와 위험부담 가능성을 중
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Wank, a.a.O.의 견해가 노동법원에서는 관철되지 않았
으나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사회법원에서 관철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Hanau/Peters-Lange, a.a.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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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따라서 근로자유사 자영인도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사회
법원 판례가 노동법원에 어느 정도 방사효과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
나 근로자유사 자영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회보험법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유사 자영인의 근로자성은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24) 사회법전 제6권(연금보험법) 제2
조 9호에 따르면 자영인으로서의 활동과의 관계에서 ① 통상적으로
보험보호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② 고용관
계로부터 얻는 소득이 월 400유로를 넘는, ③ 지속적으로 그리고 본질
적으로 1인의 위임인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자는 자영인이지만 법정연
금보험에 강제가입하여야 한다.25) 이 규정은 비록 자영인이라 하더라
도 근로자에 유사한 자를 강제보험보호영역으로 통합한다는 점과 그
리고 그 판단기준이 독일 단체협약법 제12 a조의 유사근로자 개념이
나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
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별도의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문
제가 되는 근로자유사 자영인 내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사회보
험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
독일 사회보험법은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취업자
(Beschäftigt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사회보험에 통
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1항은 “취업관계라 함은 독
립성이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근로관계를 말한다. 취업
관계의 성립여부는 지시권의 행사에 따른 노무제공 여부 및 노무제공
자가 지시권자의 작업조직에의 편입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4) I. Schmidt,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Recht der Arbeit, 1999, 126ff.
25) 주요 대상은 자영인으로서 활동하는 상사대리인, 프로그래머, 운송차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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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업관계는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모든 분야에서 누가
보험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
요한 전제조건을 이룬다. 이 규정을 통해 입법자는 종속노동을 하는
국민들을 강제보험에 의해서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 규정은 모든 분야
의 사회보험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동 제7조 제1항 규정은 노동법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리
하여 취업자 개념과 근로자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물론 일부 학설26)은 제7조 규정은 사회보험법상의
취업자 개념뿐만 아니라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도 해당한다고 본
다. 그리하여 노동법에서나 사회법에서는 인적 종속성 대신에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영위험의 인수’를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
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27)와 다수설28)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양자를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핵심에 있어서 근로관계와 취
업관계는 일치하지만, 한계사례에서는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다. 그리하여 취업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거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급부교환에 의해서 근거지어지며, 사회보험법
적으로 보면 판단되어야 할 노무급부의 기초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연방사회법원도 보험의무가 있는 취업개념은 근로계약과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두 법률관계는 대부분 일
치할 것이지만, 두 법률관계의 운명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회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취업관계의 존재에 대해 사회보험 주
체는 독자적으로 사회보험법적으로 보아 노동법상 또는 세법상의 근
26) Wank, Arbeit und Recht, 2001, 291, 297ff.
27) BSG 10.8.2000, BSGE 87, 53, 59 ff.; BAG 26.5.1999 AP GmbHG §35 Nr.10;
Küttner/Voelzke, Personalbuch 2002, Nichtselbständige Arbeit Rn. 12.
28) Buchner, Der Betrieb, 1999, 146, 151; Dörner/Baek,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99, 136, 1140f.; Heinze, Sozialgesetzbuch, 2000, 241, 242;
Hohmeister,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99, 337, 338; Leuchten/
Zimmer, Der Betrieb, 1999, 381; Löwisch, Betriebs Berater, 1999, 102;
Reinecke,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99, 729, 735; Schiefer, Der
Betrieb, 1999, 51; Weimar/Goebel,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199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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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성 판단이나 자영인성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종속적 소득활동이
존재하는지, 자영적 소득활동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직권주의) 말하자면 노동법적 판단과 세법상의 판단은 사회보험을
위해서는 간접적 정황증거의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근로
관계와 취업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례로서는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경우는 근로관계는 존
재하지 않지만, 취업관계는 존재하여 사회보험 보호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해고보호소송에서 계속적 취업을 요구하는 근로
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사실적 근
로관계도 없이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는 임의의
사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존재할 수 없지만, 사
회보험 보호를 위한 취업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근로계약체
결시 노동능력이 없는 자가 의료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관계
를 맺는다면 근로관계는 존재하지만, 취업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취업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론 노동력 제공, 비자영성, 지시권
에 따른 활동, 노동조직으로의 편입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경
제적 종속성이나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요건은 본질적인 판단표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취업관계의 존부판단은 개별사례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판단표지가 우세하느냐 하는 유형적 방법
에 따라 판단한다. 독일 사회법원의 실무에서 취업관계가 논란이 된
경우들을 보면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취업관계 부정), 활동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취
업관계 긍정),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감독회의 지시권에
복종하는 업무집행사원(취업관계 긍정), 자본참여의 비율이 적은 업무
집행사원(취업관계 긍정), 가족회사의 업무집행사원(취업관계 긍정),
공법상 기관이나 등록된 동업조합 이사회의 구성원(취업관계의 긍정)
등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개별사례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취업관계가 긍정되어 사회보험
보호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와 같은 독일법은 대부분의 특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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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사자들이 속하는 유사근로자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형식적으
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도 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혜
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7-2> 경영진급의 강제보험 여부
법률형식
유한회사

기

능

강제
가입

임의 정관상
가입 가입

업무집행사원

0

×

×

소자본참가 업무집행사원

0

×

×

다자본참가 업무집행사원

×

0

×

이사

×

0

×

감사회의 주주대표

×

×

0

감사회의 근로자대표

0

×

×

대보험단체

이사

×

0

×

중소보험단체

이사

0

×

×

등기조합

이사

0

×

×

권리능력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예이사

×

×

0

주식회사

취업관계의 존재는 사회보험관계의 존재를 위한 필수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모든 분야에서 취업자와는
다른 인적 범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구성
요건은 취업이 보수에 대한 견련관계에서 결과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취업관계 이외에 보충적으로 사회보험법적인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그
러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취업이 보수와 견련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
업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한, 취업의 사실상 행사도 취
업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의 취업관계 추정의 입증규정과의 관계
에서 취업자로서 추정된 자는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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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 효과는 취업자 개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로써 입법자는 의
도적으로 사회보험법과 노동법 사이의 마찰을 감수하고 있다.

4.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4항의 신설과 개정
동법 제7조 1항의 취업관계는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자의 인적 범위
를 정하는 유일한 근본규범이었다. 이에 따라 취업은 비자영적 노동으
로서 특히 근로관계가 있으면 취업관계가 인정되었다. 이로써 동법은
보험가입의무와 보험료납입의무의 구성요건상 한계획정이 명료한 개
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형(Type)의 법적 형상을 사용하여 보험
보호를 향유하는 인적 범주를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우로부터 출발하면서 유형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고, 취업의 개념은
사회법원 판결에 의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12
월 19일에 독일 사회보장법전 제4편의 개정29)이 있었다. 사회보험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독일 사회법전 제4편 제7조 제4항의 신
설이 그것이다. 동 규정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자’성이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좀더 수월하게 가장자영업자
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말하자면 제7조 4항의 판단표지 목
록의 도움을 받아 가장자영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 제4항이 신설된 것이다. 동시에 동 규정은 보험의무가 있는 인
적 범주가 약 20만명 정도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신설된 제7조 4항은 “소득활동을 하면서
1.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원을 제외하고 사회보험의 가
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2. 통상 그리고 주로 1인의 위임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것,
3.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
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편입
되어 있을 것,
29) BGBl. Ⅰ 1998, S.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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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을 것
이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취업자로 추정된다. 제1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상사대리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문의 가족구성원이라 함은
1. 배우자
2. 2촌 이내의 혈족
3. 2촌 이내의 인척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의하여 양육되는 자(사회법
전 제56조제2항제2호)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위임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되어 있었다.
1998년 개정된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 제1문은 기존의 독일의
입법형식이나 법체계와는 다른 특이한 구성형식을 가지고 있다. 독일
은 법에 있어서 개념의 형성과 관련하여 개념적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개념적 접근방법이란 유형적 접근방법과 대비되는 개
념형성방법으로 특정 개념에의 해당여부를 도출된 ‘개념표지(Merkmal)’의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특정 물
체나 사람이 어떠한 개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출된 모든
개념표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유형적 접근방법에서는 하
나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많은 기준들이 사용되지만 이들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어떠한 물체나 사람이 특정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 제1문은 ‘취업자’의 개념을 형성
하면서 유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독일의 법
개념의 형성방법과 구별된다.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독일 연방
노동법원 역시 유형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된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학계의 비판을 받았다.30) 먼저 개정법은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
30) 1998년 개정된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Polster, “Das Ende der Scheinselbständigkeit und gleichzeitig der freien
Mitarbeiter”,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99, S.925ff.; 유성재,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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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4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왜냐하면
개정된 법은 ‘취업자’성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보험자는 직권주의원칙
에 따라 제7조 제1항의 충족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동
법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취업자’성을 추정하고 ‘취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었기 때
문이다.
나아가 동 개정안은 가족구성원만을 고용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

는 자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아닌 자를 고용영업하고
․
있는 자보다

동 규정에 의하여 ‘취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법 제7조 제4
항 제2문은 상사대리인에 대하여 제7조 제4항 제1문의 적용을 배제하
고 있어 다른 소득활동자에 비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음
을 입증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
았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1999년 12월 20일 동 규정이 다시 개
정31)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법전 제5권(건강보험법) 제206조 또는 사회법전 제6권(연금보
험법) 제196조에 의한 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영리활동을 하
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가운데 3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취업자’
로 추정된다.
1. 자신의 업무를 월 평균수입이 통상 325유로 이상을 초과하는 보
험가입의무가 있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을 것,
2. 통상 그리고 주로 1인의 위임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것,
3. 위임인 또는 위임인에 준하는 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
상 그들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것
4. 당해 영리활동이 전형적인 경영자로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수행하는 업무가 그가 위임인과 ‘취업관계’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일치할 것
자영업자 억제를 위한 독일의 법제도 - 독일 사회법전 제4편 제7조 제4항｣,
디지털경제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대응 , 한국법제연구원, 2000,
p.91 이하 참조.
31) BGBl. Ⅰ 1999,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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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사대리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추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항변할 수 있다.”
1999년의 개정을 통하여 1998년에 개정된 사회법전 제4권 제7조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 해결되었다. 먼저, 제1문의 규정을 통하여 동법
제7조 제1항과 제4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즉, 제7조 제4항 제1문
의 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7조 제4항의 신설로 인하여 사회보험에 있
어서의 직권주의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 제7조 제4항 제2문의 개정을 통하여 가족구성원만을 고용하여 소
득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평등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러
나 상사대리인에 대한 예외규정은 그대로 둠으로써 평등권침해의 소
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취업자’
성의 판단을 동 규정에서 출발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보험법상의
‘취업자’성의 판단은 여전히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취업관계’의 성
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에 의한
추정여부는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취업자’성이 명확하게 성립되
지도 부정되지도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게 된다. 말하자면 동 규
정은 종속적으로 고용된 자와 자영활동을 하는 자 사이의 구별을 자
영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관청의 확인절차
시에 협력의무를 거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7조 제1항의 기본구성
요건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7조 제4항의 가장
자영인에 관한 규정은 비자영적 취업관계의 개념을 실체법적으로 변
경시킨 것이 아니라, 취업관계 입증책임의 부담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
며, 따라서 취업관계 개념을 새로이 정의 내린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종속적 고용과 자영활동 사이의 구별에 관한 제7조 제1항의 원칙은
계속 적용되며, 최종적 판단은 개별사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게 되는 것이다. 취업자의 요소와 자영인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어느 요소가 더 비중을 갖는가가 결정적이다. 사회보험주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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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규준적 상황을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제7조 제4항은 협력의무 위반시 보험급여법적 제
재를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종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일정 사항을 상세하게 해명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
험자에게는 급여의 불인정이나 박탈이라는 적절한 제재수단이 있었지
만, 당사자의 보험가입의무나 보험료납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이러한
제재수단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 경우 종래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만이 가능하였지만, 제7조 제4항에 의해 보험가입의무가 있
는 취업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사회보험법적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8년법에서는 취업관계의 추정은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인정되어
취업자는 보험자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추정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입증책임 규정은 보험가입 의무와 보험료지급 의무에 대해서
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규정이 어느 사회보험 분야에 대해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보험자 중
산재보험 주체는 동조의 해석지침 작성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사회보
험자협회도 동조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동조 1문 전단이 모든 사회보험에 대해서 적용되
는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의 o 규정(취업자가 사용자가 보험가입신청
과 보험료 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을
언급하지 않고, ‘사회법전 제5권 제206조 또는 사회법전 제6권 제196
조에 의한 협력의무’만을 언급하여 고용보험과 개호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지만, 유력한 견해32)는 이러한 입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4항은 모든 종류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제7조 제4항의 5가지 판단표지 중에서 2가지만 존재하여 사회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취업한 자가
입증해야 한다.33) 이와 같은 취업자 개념에 관한 규정이 노동법상의
32) Rolfs,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2000, 188; 이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
해서 제7조 4항의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로는 Hans, Sozialgesetzbuch, 2000,
399, 402; Leube, Sozialversicherung, 2000, 6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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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념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당장에 판단할 수는
없으며, 노동법 영역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영역에서 입법자가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고찰방법의 통일화를 시도하여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취업관
계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사회법전 제4권 제7
조의 취업관계는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구별하여 독자적인 구성
요건을 취함으로써 유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들의 사회보험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도 종속성이 인정되어 취업자에
해당하면, 일반 노동자와 차별없이 강제보험으로 산재보험보호를 받게
되며, 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의보험방식에
의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이 근로자, 유사근
로자, 자영인으로 나누어 유사근로자에게는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3분체계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취업
자인가, 자영인인가 하는 2분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5.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의 삭제
그런데 최근의 독일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대변동과 관련하여 중
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4항이 ‘노동시장 현대적
노무급부 제2차법’ 제2조 2호에 의해서 삭제되었다.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1항은 전체 사회법을 위해서 중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기본구
성요건으로서 보험가입의무의 존부에 대해서 결정적인, 본질적인 개념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76년에 제정된 이래로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규정은 가장자영인의 개념표지로서, 말하자
면 계약상 자영인으로 취급되지만 사실상 종속적으로 고용된 소득활
33) 물론 이 규정들은 보험대리인을 포함한 상사대리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다.
34) I. Schmidt,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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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그룹을 법문에 담게 됨으로써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 중의 하나는 총국민생산액의 10～15%, 즉 1998년도에 50억마르
크가 회색시장과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입법자는 제7조 제1항의 확대에 의해서, 말하자면
제4항의 개정에 의해서 대처하고자 하였다. 사회법원은 제7조 제4항
의 기준을 종속적 근로자와 자영인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
게 되었다. 물론 이 규정은 자영인인지 종속적 취업이 존재하는지의
법률문제의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사실확인을 위한 사회보험주체의
행정관청의 원칙과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이 추정규정은 반증이 가능
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는 자가 협력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실용성이 없게 되었다.
이 경우 한편으로는 사회법전 제5권 제206조에 따른 고지의무의 위반
이 문제가 되었는바, 피보험자는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가입의무와 보험
료납입의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 고지의무
가 문제되었다. 일견하여 관련되는 해당규정의 명백한 불이익은 이러
한 통지의무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존재하였고, 그것도 불
법취업의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처럼 보험가입의무와 보험료납입의무
에서 도망치고자 하였던 자들이 전혀 파악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이 규정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법전 제6권
제196조에 따른 연금보험주체에 대한 사용자의 고지와 통보의무도 문
제가 되었다. 여기서도 또한 법률규정은 정보나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에 비로소 개입적용되었다
․
. 그리하여 이 규정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자들을 제재하는 한도에서만 그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예외적 경우에
만 추정규정이 적용되었고, 통상의 경우는 취업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사실확인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35)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이 실무에서 사실상 어느 범위에서 실
현되었는지, 불법취업과 가장자영인을 없애기 위해서 규준적인 기여를
했는지는 확정할 수가 없다. 이 규정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은 새로

35) Sommer,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2003, 16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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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된 사회법전 제4권 제7a조의 질문서(Anfrageverfahren)절차에
서 사무직근로자를 위한 연방보험공단의 정비위(Clearing-Stelle)에서
2001년도에만 36,732건의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구 추정규정은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효력이 유지
되고 있던 기간 동안에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가장자영인은 투
쟁개념이 되었다.
독일은 현재 경제위축과 통일의 후유증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를
겪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의 개편을 위하여 수많은 법률들이 개정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도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은 “자영활동을 위하여 사회법전 제3권 제421
조 l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한 자영인
으로 추정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이 자는 자영인으로서 간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구 규정이 가장자영인의 근로자
성을 추정하는 규정임에 비하여 현재의 규정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영
인의 추정규정으로 변모되었다. 이 규정은 노동시장의 개편을 위한 이
른바 하르쯔(Hartz) 법안의 한 내용이다. 말하자면 고용정책 수행의
한 방편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입법자는 1인
자기주식회사(Ich-AG)를 위한 생존설립보조금(Existenzgründungszuschuss)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사회법전 제4권에 자영활동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근원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1999년도의 가장자영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입된, 생존설립의 장
애요소들이 제거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장래에는 자영인도 사회보험
법상 자영인으로서 분류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추정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을 통해 입법자는 종속활동과 자영활동의 구별을 위해 5
개 판단기준으로써 추정하는 것과 결별하고 그 대신에 개정규정은 사
회법전 제3권 제421조 제o호에 따라 자영활동을 위해서 보조금을 신
청한 자의 자영인성의 추정(반증가능)을 담고 있다. 새로운 규정으로
써 사회법전 제4권의 자영활동에 관한 법적 정의가 근원적으로 개정
되어 완전히 삭제되게 되었다. 가장자영인은 이제 하나의 사실로서 머
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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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법전 제3권 제421조가 적용되는 인적범주를 위한 의미
와는 별개로 1999년도에 가장자영인에 관한 규정의 도입에 의해서 야
기된 장애요소들이 제거되리라는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물론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의 구 규정은 사회법원 판결에
있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연방사회법원은 일찍이 이 규정은 근
로자성 또는 취업관계 판단을 위한 목록 중 본질적인 것만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타당하다. 그리하여 연방사회법원은 컴퓨터작업으로 성적
(性的) 내용의 대화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자(Honorarkräfte)가 종
속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자영인 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2000년
8월 10일의 판결에서 1998년도의 기본적인 판결을 원용하여 당사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 편입되는, 말하자면 물적, 기타 수단의 도움으로
기업주로서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된 노동기술적인 목적이 추구되는
질서로 편입된 자라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 있
어서 결정적인 것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형성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
하고, 근로자는 전형적인 겸업금지의무에 복종하며 기업주로서의 위험
을 부담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지금까지의 판례원칙에다 새로운 것이
추가된 것이 있다면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의 의미에서 취업관
계는 근로계약이 무효인 경우(당해 사례에 있어서는 성관계 활동으로
인한 선량한 풍속위반으로)에도 사실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뿐이다. 연방사회법원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사회보험법상의 고용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학설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 다수설과는 달리 연방사회법원은 사회보험법의 원칙을 각인하
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대비시키고 있다. 즉, 비자영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보험법의 체계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법률에 의
해 독자생존배려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개개인들은 영리
활동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에 불가피하게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험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활동이 어쩌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다 하더라
도 보험의무나 보험료지불의무가 있는 취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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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가능한 것이다. 가장자영인이나 추정적인 경제적 장애에 관한 논
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점들이 종종 무시되고 있다. 비용부담, 이윤,
따라서 기업의 비용부담면제 등은 일시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개별경제분야가 보험료납입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보험료납입의무
가 있는 기업주에 대해 복종하는 근로자가 재화시장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추정컨대 이는 불가피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 이것은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종류의 활동은 어떤 위험에 대비한 안전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할뿐더러 결국은 피보험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에게도 부담을 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삶의 전개과정
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종속적 취업
의 인정을 위해서 판단기준의 전체적 고려의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할
독자적인 징표가 아니라는 식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보호성
격은 취업의 유형적 개념의 사용에 의해서 보충을 요하는 개념의 해
석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보험의무를 완화시키는 결
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문제된 성적
대화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자도 사회보험의 목표를 고려한다면 보
험보호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취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구 규정의 적용시에 있어서도 반영된 간접정황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구 규정의 의미는 남게 된다. 변호사의 보험가입의무와 보
험료 납입의무에 관한 2001년 1월 25일의 판결에서 연방사회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도 활동과 근로시간
의 자유로운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가능성, 자기노
동력과 자기자본 상실의 위험에 의한 기업주로서의 위험, 근로시간의
기간,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구속, 활동보수의 종류와 방법과 같은 판
단기준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주도적인 판단기준은 2001년 12월 18일
의 판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판결에서 연방사회법원은 체조
코스 스포츠단체를 위한 연습지도교사로서 활동한 스포츠교사의 보험
가입의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즉, 이 판결에서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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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시 임금계속지급청구권 여부, 재정적 혹은 기업주적 참여, 고난도의
업무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권의 제한, 소득에 대한 조세 등의 기준
이 고려되었다. 연방사회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시 한번 종속적 고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징표가 비중을 갖게 되는가가 중요
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사례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
하여 대상직업범주에서 고려될 수 있는 관점과 이해관계 공중의(사회
보험이므로)의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할 거래관념의 고려 하에 그때그
때 노무급부의 전체 형상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험의무를 위한 취업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 형상의 범위에
서 고려되어야 할 규준적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1. 인적 종속성 판단 요소- 노무급부의 시간, 기간, 장소, 종
류와 관련한 사용자의 지시권. 사업장으로의 편입 여부: 근로시간 편
성과 기입, 통제, 근로시간의 형성, 노무급부불제공의 처리, 노동법적
결과, 타인의 작업수단인지의 여부, 2. 의무를 타인에게로 위임할 권한
의 결여, 자신의 노동력에 관한 처분가능성의 부재, 3. 위임인의 광범

위한 통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로서 생산수단과 경영수단위임
․
의 거절가격계산모집조치고객획득
․
․
․
등에 있어서 위임인의 통제
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4. 포괄적인 보고의무, 5. 기업주 위험의 비
(非)부담, 손실의 위험으로써 자신의 노동력과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을 것, 6. 다른 근로자의 비고용, 7. 자신의 사업수단의 결여, 8. 위
임인의 대출로부터 사업수단의 공급, 9. 1인의 위임인에 대해서만 전
속/타인을 위한 활동의 금지, 10. 자신의 로고 사용이나 자기계산으로
활동하거나 등장하는 것의 금지, 11. 종전에 동일한 사용자에게 동일
한 또는 유사한 활동의 행사, 12. 고정급에 의한 임금지급/매출배당에
대한 참가배제, 13. 협약상의 휴가와 임금의 계속지급의 청구, 14. 직
상급자의 존재, 15. 자신의 사업장의 부재, 16. 위임인의 항시적인 개
입가능성/예컨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제시하여, 17. 조직(상공회의소
나 상인연합등) 구성원지위의 결여, 18. 비자영적 노동으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의 평가, 19. 근로계약의 무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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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을 통해 취업관계 존부 판단을 하게 되는 판결실무를
보면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의 구 추정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판
단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며 존속하게 된다. 다섯 개 요건 중 3개 요건
충족의 추정규정의 삭제는 보험가입의무와 보험료 납입에 관한 실무
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 처음부터 예외적 성격만을 갖고 있던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4항의 추정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자영인의 문제는 입법자가 원하던 의미로 해결될 수 없다. 법정 사회
보험의 보험가입의무는 불가피하게 이를 근거짓는 사실적 관계에 의
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종속적 고용과 자영인성의
한계 구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또한 가장자
영인의 문제도 존속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가장자영인의 문제는 입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즉 사회법전 제4권의 제7조 4항의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남게 된다.
현행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의 개정의 유일한 의미는 장래에
3년간의 탐색기간동안 종속적 고용인지 자영인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적범주들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영인으로 의제되고 보
험가입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점에 있다. 자영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노동시장의 현대적 노무급부제공을 위한 제2차 법률 제1조 5호
에 의하여 존립설립보조금보장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사회법전으로 수
용된 결과로서 현행 제7조 제4항의 규정은 근로자가 실업을 종료시킨
다는 전제하에 생존립설립을 위한 보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1인 주
식회사(Ich-AG)의 소유자들은 이 보조금을 다른 사회보험료 지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동기에서 사회보험
합체계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규정들이 존립설립을 수월하게 하기 위
하여 사회법전 제5권(사회법전 제5권 제240조 4항 2호의 자영인을 위
한 최소보험료로)으로, 그리고 사회법전 제6권(사회법전 제6권 제2조
1문 제10호의 보험가입의무)으로 수용되었다. 이로써 입법자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인을 발명하였는바, 이는 사회법전 제6권 제2조 1문 제9호
의 소위 근로자유사 자영인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영인은 통
상 1인의 위임인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점은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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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3권 제421조의 기준에 따라 자영인성의 새로운 요건이 충족이
된 경우 사회법전 제4권 제2조 1문 제10호의 보험의무가 제2조 2문
제9호에 앞선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자영인성의 인정
을 위한 전제조건은 오로지 사회법전 제3권 제421조로부터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존립설립보조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제한없이 앞에서 든
판단기준에 의하여 진정자영활동 여부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 1문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신청과 함께 자영
인성은 반증가능성을 두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에 비로소 보조금 수령자는 현행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 2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자영인으로(반증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간주된다.
보조금은 사회법전 제3권 제4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
하여야 지급된다. 즉, 근로자의 실업의 종료, 자영활동의 개시, 자영활
동 개시와의 시간적 관련 속에 임금대체급부의 수입, 사회법전 제4권
제15조의 의미에서 즉, 자영활동 개시 후 세후(稅後) 소득이 25,000유
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 근로자나 혹은 공동작업하는 가족 구성원
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른바 하르쯔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자영활동을 촉진하고 노
동시장에서의 노무급부를 실험하고 있는 독일에서 2005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법전 제3권 제421조 5항은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불법취업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제
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종전 근로자였던 실업자의 자영활동의 개시가
문제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로써 동 규정은 근로자성의 판단
을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취업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판단기준을 배경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영성 속에서의 활동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즉 자영성의 인정을 위한 앞서의 판단기준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사회법원 판례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구별을 개별사례의 전체
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의무와 보험료의 납
입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성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통일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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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26일에 사회보험주체 총연합회
는 언제 자영인관계가 존재하고 언제 종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에 관한 판단표지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위임인이
나 또는 수급인이 필요한 정보나 서류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근로자인
지 자영인인지의 구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원래 위임인이든
수임인이든 둘 다 모두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서류 제출의무를 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보험주체는 1999년까지 이러한 의무
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99년도에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4항과 같은 추정규정이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추정규정은 심사대상이 되는 계약관계의 당사자들이 보험
주체들이 사안을 심사할 때 협력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실무상 의
미가 있었던 것으로서, 당사자의 반증이 없는 한 최소한 5개 중 3개의
판단기준이 충족되는 한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추
정되었었다. 이러한 추정규정에 의해서 종속적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된 자나 그의 위임인은 이러한 추정을 반증할 수 있으나 판단
에 있어서는 보험주체들이 모든 사실적 상황이나 법적 사실의 전체적
고려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반증을 위해 제
출한 논거나 입증수단들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자는 근로자
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자는 모든 사회보험분야에서 원칙적으로 보
험가입의무와 보험료납입의무가 있으며, 그의 위임인은 보험료 절반
정도의 납입의무가 있다. 수임인이나 위임인은 의심스러운 경우 연방
보험공단의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통하여 자영활동이 존재하는지 종
속적 활동이 존재하는지 해명하게 할 수 있다.

6.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2조 2항 1문
독일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2조 2항 1문은 강제보험의 피
보험자로서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처럼
활동하는 자(Personen, die wie ein Versicherter nach § 2 Abs. 1
Nr. 1 tätig werden)도 강제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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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는 취업자(Beschäftigte)를 말하는 것이고, 취업자의 대부
분이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활동하는 자도 법
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는 개별상업(Einzelhandel) 산재보험
조합도 이에 따라 유사근로자들이 강제보험의 대상이 됨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으로써 명시적으로 취업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종속관
계가 없이 활동하는 자들도 강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 규정이
‘취업자처럼 활동하는 자’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것은 판례가 특
수형태 근로처럼 노동력제공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모든 개
별사례를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다.36) 물론 이 경우
‘취업자처럼 활동하는 자’ 개념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보험보호는 무
한정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제2조 1항 1문에 따른 개념인 ‘취업
자’처럼 활동하는 자로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법률명확성
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 규정은 제2조 1항의 취업
관계의 구성요건의 결여로 보험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일견 불공정하다
고 여겨지는 사례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2조 제2항 1문에 따른 보험
보호는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도 없는 것
이다. 동 규정은 무엇보다 사용자 내지 기업주로서 표현된 자와 지속
적인 관계나 지시권 관계가 결여되어 있지만, 그러나 활동이 마치 취
업한 경우와 같은 위험을 수반하면서 행사되는 경우에 중요하여 이른
바 유사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보호에 일조를
하게 된다.
제2조 제2항 1문의 근로자 유사활동은 그 종류상 일반 노동시장에
귀속될 수 있는 취업관계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어야 한
다. 요컨대 활동 자체는 전형적으로 근로자 활동으로서 행사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노동시장에 귀속될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36) BT-Drucksache 4/120,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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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행사될 필요는 없으며, 기업주와의 인
적, 경제적 종속성도 필요치 않다.37) 또한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피보험자 지위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38) 그러나 활동이 기
업주처럼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 형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활
동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법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형상을 따져볼 때 근로자의 작업에 비교할 수 없을 때는 보험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한도에서 기업주가 다른 기업을 도와주면서
다른 기업의 지시권에 복종하게 되면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보험
보호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근로자 유사활동은 활동
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의 경제적, 인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지
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어떠한 경제적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경
우에 존재할 수 있다.39) 이에 비하여 위임계약, 도급계약, 제작물공급
계약, 노무공급계약(Dienstleistungsvertrag) 등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자유협업자는 기업주 내지 기업주에 유사한 활동으로서 간주된다.
제2조 제2항 1문의 규정이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강제보험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는 주로 가족구성원의 노동력 제공, 친척의 노동력 제공, 친교상 내지
는 이웃의 노동력 제공, 단체구성원의 단체를 위한 활동, 즉 이들이
취업자처럼 활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제2조 2항 1문은 제2조 1항 1
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것은 업무상 재해를 가져오는 활
동이 제2조 제1항 제1문에 따라서 취업자의 활동범위에 들어오지 않
는 경우에 비로소 제2항 제1문에 따라서 보험보호의 범위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노동력 제공과 관련하여 독
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그림 7-1]로 설명할
수 있다.
37) BSGE 42, S. 126 ff., 128.
38) BSGE 35, S. 140 ff., 142.
39) BSG Sozialrecht 2200 § 539 Nr. 25 = BSG Sozialgesetzbuch 1977 S.312f.
mit Anm. Freitag S.313f.,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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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독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기업주와 기업주 유사자
유사근로자(강제보험)
일부유사근로자, 가장자영인
근로자=취업자
강제보험
취업자 강제보험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2항 1문
임의보험

이렇게 보면 제2조 2항 1문은 잔여사안 포섭규정으로서 재해를 입
은 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2조 1항 1호에 따른 취업자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어 제2조 1항 1호에서 17호까지의 피
보험자 범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7. 유사근로자 개념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의 취업자 개념관계
위 도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사근로자에게도 강제보험
이 적용되는 한, 독일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결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기업주 내지 기업주에 유사한 자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기업주는 통상적으로 임의가입형식으로 또는 산재보험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산재보험보호를 받게 되는데, 개별사례에 있어서 기업주와 취
업자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다.40)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기업주 개념은
독일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136조 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40) Gitter, Die abhängigen Selbständigen, in: Sozialgesetzbuch, 1996, S.26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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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기업주는 경영의 결과 이익과 불이익을 직접 취하는 자이고,
기업은 계획적으로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통일적 목표를 정향하여 일
정한 규칙성으로 행사되는 특정 수의 작업을 전제로 한다. 기업주의
유형적 개념표지는 기업가로서의 위험부담, 특정한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 독립적이고 자기책임적인 활동, 독자적인 경영시설 등이다.41)
개별사례에 있어서는 자유직업으로 행사되는 한 의사나 약사, 상사대
리인, 보험대리인, 사진모델, 회계사, 산파, 도선사, 신문판매원, 여행사
대표 등은 기업주에 속하지만, 보험회사의 지역장, 건설공제조합의 지
역소장, 로토의 지역팀장 등은 판례에 의해 취업자로 간주된다. 그러
나 이러한 구별은 일반화할 수는 없다. 사례의 상황에 따라 동일한
직업이라 하여도 종속취업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자영적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산재보험법이 유사근로자를 광범위하게
강제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바
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가 모두 유사근로자에 해당되어 강제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단 한 명의
취업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주는 언제나 강제보험의 영역으로 들
어오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경우 전체 35개의
산재보험조합 중 18개의 산재보험만이 의무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
으며, 나머지 산재보험조합은 이들 1인 사업주와 급여를 받지 않는 배
우자를 위해서 임의가입방식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산재보험조합
에 있어서는 자본회사와 인력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주처럼 자영적
인 자를 ‘기업주유사자(unternehmerähnlich Personen)’라 하여 임의보
험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42)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법상 우리나라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성의 부정으로 자영인으
로 처리되며, 레미콘 운전자의 경우는 직접 고용에 의해 근로자로 처
리되며, 일부의 자가운전자의 경우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므로 사실
유사근로자의 강제보험적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독일 산재보험에서
유사근로자의 강제보험이 갖는 의미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41) BSG Sozialrecht, 2200, § 539 Nr. 64.
42) 행정 산재보헙조합 정관 제41조 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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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계에서 유사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개념의
추정 기준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법에서 유사
근로자가 차지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한 유사근로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 a는 유사근로자(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1.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근
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고, 노무의 제공을 직접
(persönlich) 그리고 주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협력 없이 수행하며, 가.
통상 1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 또는 나. 평균적으로 수입의 절반 이
상을 1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자(이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단
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종 6월간을, 활동기간이 6월 미만
인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언급된 자로서
유사근로자를 고용한 자 및 제1호에 언급된 자와 유사근로자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기초로 형성한 법률관계 (2) 유사근로자가 수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콘체른(주식법 제18조) 형태로 결
합되어 있거나, 이들이 동일한 조직공동체 또는 지속적인 생산공동체
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들은 1인으로 취급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술학술
․
혹은 언론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러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특히 기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특정인으
로부터 취득한 자신의 평균수입이 제1항 제1호 b목이 요구하고 있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3분의 1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에 대하여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4항 규정은 “1. 자신의 업무를
월 평균수입이 통상 325유로 이상을 초과하는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을 것, 2. 통상 그리고 주로 1인의
위임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것, 3. 위임인 또는 위임인에 준하는 자
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상 그들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것 4. 당해 영리활동이 전형적인 경영자로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수행하는 업무가 그가 위임인과 ‘취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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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일치할 것”으로 규정하여 이들 중 3개의 기
준이 충족되면 취업자로 추정된다.
엄밀히 말하면 위의 유사근로자 개념과 취업자 추정규정은 별개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지만, 진정 근로자 이외의 자로 그 외연이 확대된
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어 있고, 앞의 도식에서 본 바와 같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의 정립에 있어서는 두 규정의 중
첩적 부분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2조 2항 1문의 경우처럼 ‘취업자처럼
활동하는 자’를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그 판단은 시행령이나 근로
복지공단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방법도 입법기술상으로는 간편
한 방법임과 동시에 앞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유형들이 계속해
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유사근로자가 독일 노동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일 단체협약법 제12
조 a는 그 형식은 일반조항으로 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는 있지만,
가내근로와 같은 상당부분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유사근로자의 범주에
서 제외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방송국의 자유협업자와 같은 매체부분
에서만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유사근로자라는 제3의 영역이
입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동법 소송실무상으로는 자영인
이나 근로자의 어느 한 유형으로 판단되는 것이 보통이고, 산재보험실
무상으로도 취업자와 유사근로자의 보험보호에 큰 차이가 없고, 화물
자가운전자와 같이 유사근로자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일부 노동력 제공자는 1인 자영업자로 취급하든가, 아니면 취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실무상으로는 2분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산재보험법상 유사근로자의 보험보호
는 가내근로자와 공연배우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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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이와 같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보호가 가능하다면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보호가 행해지
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
법상으로는 여전히 2분법체계가 사용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취업자로 인정이 되면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보호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호의 내용
은 일반 산재보험 보호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독일
산재보험 보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43)

1. 적용법규와 보험가입의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해당하는 독일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
법) 제2조 1항 1호는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
라 취업자 개념을 사용한다. 이 취업자는 동조에 의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근로자로서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들이 앞서 언급한 사회법전 제4권(사회보험 공동규정)
제7조 제1항의 취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구 제7조 제4항 규정을 중심으로 개별사례 상황을 고려하는 판단기준
에 따라 취업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 유사근로자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취업자가 되면 위
임인은 사회보험법상 사용자가 되고 수임인은 취업자가 되어 위임인
과 수임인은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와 취업자로서 각종의 의무를 부
담한다. 예를 들어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 이하(사용자의 신고의무
43) 상세한 것은 윤조덕이지은김상호
․
․
,

2003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및

독일 산재보험 요율산정 절차와 시사점 , 한국노동연구원, 2003, p.5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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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및 제102조 이하(통지의무)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 제2항(취업관계의 종류와 기간 등에 대한 통
지의무 등)의 취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회법전 제7권 이하의 규정이 적용
되지만, 제4권 규정은 전체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총칙규정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원칙규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법전 제7
권 제2조 규정은 총칙규정과는 별도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
기 때문에 유사근로자가 산재보험의 강제가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
로는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1문의 취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그 때의 기준은 사회법전 제4권 제7조의 규정이 될 것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2항 1문의 ‘취업자
처럼 활동하는 자’의 범주에 해당하여 강제보험으로 들어오는 방식도
있게 된다.
구체적인 경우에 가내근로자는 사회법전 제4권 제12조 2항에 따라
취업자로서 간주되며, 따라서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에 따라 강
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소호, 중간마이스터, 연안선박운송업자,
연안어부 등은 원래 유사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인의 지위에 있지만, 사
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6호와 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강제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상사대리인, 저널리스트, 보험대리인, 1인 기업주(EinPerson-Unternehmer) 등이 1인의 위임인만을 위해서 경제적 종속성
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이 자들도 법률에 의해서 강제보험에
가입하는지는 문제이다. 이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종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자영적으로 활동하는지의 판단을 위한 의무는 우선적으
로 위임인에게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위임인이 구체적인 경우에 아무
런 종속적 취업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도 사회보험주체44)
와 사회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종속적 취업관계가
존재한다면 위임인은 보험료를 후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44) 구체적인 직업군들에서 종속적 취업관계와 자영활동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
적으로 사회보험총연합회는 회람(Rundschreiben)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의 기준에 대해 사회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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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a에 따라 사무직근로자를 위한 연방보험
공단에 이 자들의 신분확인을 위한 설문조사절차를 거치도록 권장되
고 있다. 특히 상사대리인, 극장, 오케스트라, 방송매체, 영화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종속적 취업관계에 있는지 자영인으로서 활동하는지
에 대한 구별은 일차적으로 사회보험주체 총연합회의 공동회람에 의
해서 판단되고 있다.45) 그러나 이 기준들은 개별사례 상황을 전체적
으로 종합하여 유형적으로 판단하는 판례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2. 보험료의 부담과 수납의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취업관계가 인정되면 사회법전 제4권 제
28조 e와 사회법전 제7권 제150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
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료도 사회법전 제7권 제150조와 사
회법전 제4권 제28조 e에 따라 사용자가 수납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독일 산재보험법은 피재근로자에게 실손해를 전보한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재근로자에 대
한 사용자의 민사책임을 배제한다.(사회법전 제7권 제104조)

3. 업무상 재해의 판단
업무상 재해는 사회법전 제7권 제8조에 일반 규정으로서 산재보험
보호를 근거짓는 활동에 의해 입은 피보험자의 재해로서 건강상의 손
해나 사망을 가져오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그리고 외부에서 신체에 대
해 작용하는 사고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극히 일반적인
개념정의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경우에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가의 판단은 산재보험조합을 거쳐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직업병은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1항에 따라 연방정부가 연방상원의
45) 예컨대 HVBG-INFO 15/2003 v. 07.05.2003, DOK 511.1, S.1471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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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어 시행령46)으로 정하며, 산재보험보호를 근거짓는 활동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질병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법전 제7권은 리스트 시스템에 의해 직업병을 판단한다. 우선 시
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유형적으로 볼 때 특정작업과 연관된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상이 주어진다(사회법전 제7권 제9조 1항 2문의 리스트
시스템). 그리하여 리스트에 열거된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은 직업
상 발병한 것으로 간주한다(제9조 3항).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주체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에 대해서는 의학의 새로운 지식에 따라 직업병의 전제조건이 존재하
는 경우에 직업병으로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4. 보 상
산재보상급여는 사회법전 제7권 제2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바,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취업관계가 인정되는 한, 보상급여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요양과 치료, 재활, 개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주체의
재량에 따라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을,
재활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의학적 재활치료, 취업을 지원하는 재활훈련 및 사회재활서비스(취업
을 지원하는 재활훈련기간 동안은 훈련급여가, 취업시 적응기간 동안
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조금이 지급된다)를 제공한다.(제35조 내지 제43
조)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휴업급여로는
취업기간 순소득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전 근로소득의
70%를 보장하며, 취업을 지원하는 재활훈련을 받을 때는 과도기적 급
여로서 양육자녀가 있거나 재해근로자나 배우자가 간병보호대상자일
때는 이전 연 근로소득의 75%를, 그 이외의 경우는 68%를 전환급여
46) BGBl. I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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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게 된다. 산업재해의 결과 26주 동안 취업능력이 20% 이상 감소
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취업능력이 완전히 상실
하게 되면 연 근로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완전장해연금을, 부분상
실의 경우는 완전장해연금에 취업능력상실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곱한 부분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배우자연금과 자녀연금으
로 구분된다.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연금은
사망 후 3개월 동안은 이전 연 근로소득의 3분의 2를, 3개월 이후는
연 근로소득의 30%를, 3개월 이후에도 양육자녀가 있거나 45세 이상
일 때 또는 취업능력이 없을 때는 연 근로소득의 40%를 지급한다. 18
세 이하의 사망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녀연금은 부모 중 1명
이 사망하면 이전 연 근로소득의 20%를, 고아인 경우는 30%를 지급
한다. 장제실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의비는 연금보험 전가입자의 2
년전 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액으로 표준소득의 7분의 1을, 그
리고 집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시는 장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한다.

5. 보험료 부과 기준
자영인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보험요율의 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러나 독일법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일반 근로자
를 위한 일반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보험료 액수와 산정기초는 사회
법전 제7권 제152조 이하에서, 보험료의 최저액수에 대해서는 사회법
전 제7권 제161조와 정관으로 규정한다. 다만 세법상 자영업자로 취
급되지만, 취업관계가 인정되는 자는 사회법전 제4권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보
험료납부상한선까지의 임금, 위험성등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데,
보험료의 산정47)에 있어서는 공적연금보험 가입근로자의 2년전 평균
임금의 2배를 최대연간근로소득으로, 15세에서 18세까지는 평균임금의
47) 이에 대해서는 윤조덕 외, 앞의 책, 6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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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를, 18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연간근로소득으로 하여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단위산재보험조합에 가입하여 있는 사업체는 매
년 초 6주 이내에 전년도 피보험자의 임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적
으로는 사업장 전체의 피보험자 수, 총임금 및 총근무시간에 관한 정
보를 사용자가 기재하는 임금신고서가 기초가 된다. 위험성 등급은 산
재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위험성 등급은 위험성 등급단위 임금총액을 분모로 하고, 기준
기간에 발생한 위험성 등급단위의 보험급여 지출액에 1,000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원칙만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157조 제3항), 세부
적 사항은 단위산재보험조합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단위산재보험조합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단위산재보험조합별
로 업무분야에 따라 매 4～6년마다 재산정을 하며, 위험성 등급산정을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
한 후 연방보험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위험성 등급48)은
보험조합별로 업무분야를 매우 세분하여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 35
개의 산재보험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 등급은 600여 개로서
민영보험의 위험성 등급분류보다 더 세밀하여 가입자 위험의 특성을
가능한 한 구제적으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의 위험성 등급 판단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업종별로 그 형태를 분류하기에 어려운 경우는 금융 등의 산재보험조
합이 이를 관장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해당
기업의 위험성 등급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합계에 해당 업무
분야의 위험성 등급을 곱하고 이를 합산한 다음, 기준보험료를 곱하고
이를 1,000으로 나누어 개별기업의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업주의 관심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재해율이 낮아야 하는데, 이것
48) 2002년도 금융보험사무업
․
․
산재보험조합의 위험성 등급표에 관해서는 윤조
덕 외. 앞의 책, 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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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경험요율 제도를 시행하여
보험료를 재차 수정하게 된다(제162조 제1항). 단위산재보험조합은 신
고된 보험사고에 기초하여 보험료할인제도나 보험료할증제도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양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별실적
요율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6절 시사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의 탐구에 있어서
독일의 사례가 여기서 관심을 끄는 점은 종래의 노동법과 사회법의
일원주의, 따라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사회보험법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로부터 점차 노동법과 사회법의 2원주의, 따라서 노동법
상의 근로자 개념과는 다른 ‘취업관계(Beschäftigungsverhältnis)’ 개념
을 사용하여 보험보호의 인적범위를 노동법의 보호범위와 달리 구성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
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의 유형을 대상적으로 제한하여 직업군별로 살
펴본 이상의 결과를 보면,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학습지교사와 골
프장 경기보조원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모집인의 경우는
대개가 자영인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
우는 사례가 많지 않은 1인전속 보험대리인으로서 학설상으로는 여전
히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향에 있다.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도 경향
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다만 유사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경
우가 있어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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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인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도,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보호도 전
면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1999년
의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의 개정에 의해 종속적 자영인, 유사근
로자, 가장자영인 등이 사회보험 보호영역 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주어
지게 됨으로써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보험은
독자적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 사회보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독일법의 특징이다. 바
로 이 점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보
호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독일법이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은 사회법전 제4권 제7조의 취업관계는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구별하여 독자적인 구성요건을 취함으로써 유사근로자
에 해당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사회보험보호가 가능하
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
는 자도 독일에서는 종속성이 인정되어 취업자에 해당하면, 일반 노동
자와 차별없이 강제보험으로 산재보험보호를 받게 되며, 취업자에 해
당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의보험방식에 의해 산재보험 보
호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 독일의 단체협약법상의 유사근로자 개념과 사회법전상의
취업자 추정규정은 별개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지만, 진정 근로자 이외
의 자로 그 외연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어 있고, 앞의 도식에
서 본 바와 같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우리나
라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의 정
립에 있어서는 두 규정의 중첩적 부분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2조 2항 1문
의 경우처럼 ‘취업자처럼 활동하는 자’를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그
판단은 시행령이나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방법도
입법기술상으로는 간편한 방법임과 동시에 앞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의 유형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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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상황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개념은 일반 근로
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한 유사근로자(Arbeitnehmerählicher freier Arbeitnehmer)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자와의
사회보험적 접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최
소화하고, 관리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체
사회보험을 안정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1)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의 개념은 다른 국가와 달리 노동법과 사회
보험에서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는 노동법에서 근로자의 개념
을 정확히 하고,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을
고려한 범위와 개념을 도입 운영하는 데에 반하여, 사회보험에서는 모
든 경제활동 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과 보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2)
1) Wiener Gebietskrankenkasse, Arbeitsbehelf, 2003.
2) 오스트리아에서는 소득에 대한 정의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일
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을 소득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하여, 오스트리아에서는 별도의 소득(Entgelt)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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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가 사회보험에서 좀더 완화된 근로자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만일 근로자가 사
용자와 근로계약을 정확하게 맺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
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반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계약, 예를
들어 도급계약(Werkvertrag)을 맺는 경우에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에 있어서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적어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경제활동의 상태에 관계
없이 사회적 연대차원에서 사회보험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어
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 근로자의 개념은 현금급여를 대가로 업무적 측면
(personlich)과 경제적인(wirtschftlich) 종속(Abhängigkeit) 관계에 있
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노동법에서 추상적이고 광범
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역시
사회보험의 적용을 좀더 명확히 하여 일반근로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사회
보험적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유사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노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사근로자(Arbeiterähnlicher freier Arbeitnehmer)와 사회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사근로자(Dienstnehmerähehnlicher freier Dienstnehmer)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렇
지만 이러한 규정에 의한 정의의 차이가 실제에 있어서 규모나 범위
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사근로자
범위에 있어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자영자(Selbständige)나 자유업자
정으로써 소득세 대상 소득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세제정책
으로 인하여 단기적 정책이 반영되거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됨으로써 오
히려 사회보장 측면과는 배치되거나 적어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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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eberuflichende)와 유사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만큼 사
회보험의 규정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3)
또한 유사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법에 의
하여 유사근로자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정확하게 구체
적인 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유사근로자를 근로자로서 사
회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법 해석상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
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유사근로자의 종류를 늘려감으로써 유사근로자
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이러한 단계별
정의 방법은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근로자의 범위를 단
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유사근로자 자신은 물론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근로자의 정의 및 이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및 운영 방
식을 인식시킴으로써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체제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 적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존의 유사근로자 집단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오히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하도
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유사근로자는 당연히 적용
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사근로자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로 법의 적용이 가능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오스트리아에서 정의하고 있
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유사근로자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 직종 등을 규정하였던 과거의 규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에서 현재 확대 과제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사근로자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Wiener Gebietskrankenkasse, Arbeitsbehel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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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사근로자의 정의 및 내용

유사근로자가 일반근로자와 자영(자유)업자의 경계에 있는 상태에
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보험의 재정부담과 체
제를 관리운영하는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담
에 있어서 자영(자유)업자는 당연히 보험료 부담을 본인이 전액하여
야 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자영자의 경우
낮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급여수준의 형태가 유지되는 데 반하여, 근
로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또한 급여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보장되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관리운
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험가입 신고에 대한 의무 또한 달라지는 것
도 중요한 차이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오스트리아의 경우 유사근로자로 분류되든지 또는 자영
(자유)업자로 분류되든지, 이에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당연적용되는 점
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더구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소
득 이하의 경우(Geringfügigkeitsgrenze)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
연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적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스트리아
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최저소득 하한선은 2002년 현재 309.38유로
(374,000원) 수준이다.4)
오스트리아에서 유사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법에서의 정의와 사회보험에서의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다. 이러
4) 이러한 적용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
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당연적용을 받아야 하겠지만, 만
일 자유(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임의가
입(50인 이하의 중소기업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특례적용) 형태를 통한 적용가능
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유사근로자로 지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의 차이는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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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별도 규정은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 발전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세
제 관련법과 차등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점은 설명한 바와 같다.
유사근로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사회보험법(ASVG)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
하여 일을 수행하는 경우로 경제적 종속(wirtschaftliche Abhängigkeit)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경제활동계층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Abs. 4 ASVG). 즉, 유사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자유업 또는 자영자 계층의 경계지역에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개별적인 구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당히 세부적인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위탁에 의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서만 받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라든지, 아니
면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업 형태의 관
계를 유사근로자 행위로 보아야 한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
기 때문이다.
유사근로자는 일반근로자의 개념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제적 종속관
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일
반근로자에 대한 정의에서 개별적인 종속관계와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서 유사근로자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의 적용을 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라는 개념에서 개별적 종속관계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
기도 한다.6)
또한 구체적으로 유사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경제활동을 하
는 영역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피아노를 가르
5) W. Schwarz, G. Loeschunigg, Arbeitsrecht, 9. Auflage, Wien, 2003, p.171ff.
6) T. Tomandl, Rechtsstaatkrotesks um Werkvertraege, Wien, 1996, 284ff. 그렇
지만 유사근로자 개념에서 업무상 종속관계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유사근로자의 개념에서 업무상 종속관계가 완전히 배제되
면, 이는 유사근로자가 아니라 명백한 자영(자유)업자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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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경우나, 가정교사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경제활동 형태와 전혀 관
계없는 점과, 또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유사 근로행위와도 관
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유업자가 된다.
그렇지만 유사근로자의 개념은 세부적인 직업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인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미
매우 구체적인 직업 종류를 법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 법원에 의한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은 이미 법적인 정의가 성
립되기 전에도 이미 이루어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의 사회보험이 이미 모든 경제활동계층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유사근로자
에 대한 적용을 다른 별도의 경제활동계층 집단에 속하게 할 수 없었
던 점에서 일반사회보험법(ASVG)의 적용을 받도록 한 점 역시 유사
근로자를 처음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이 때 적용된 대상은 산파(Hebammen), 음악가(Musiker), 가
정교사(Erzieher) 등을 들 수 있다.

제3절 유사근로자의 종류 및 소득수준

오스트리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근로자는 사회보험법(ASVG)에
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사근로자의 개념은 일반근로자의 개념에
서 업무상의 종속(personliche Abhängigkeit) 부분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이 경우에도 일반근로자
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당연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9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전까지는 유사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를 각 직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은 과거 유사근로자로 분류된 계층을 포괄함
과 동시에 유사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함으로써 좀더 넓은 의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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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근로자를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개정 전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유사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을 명확히 이해하도
록 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법(ASVG)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근로자에 포함되는 계층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4 Abs. 3
ASVG aF)
1. 자영업을 하는 산파(Hebammen)
2. 간병인이나 수발인(Gesundheits-und Krankenpflege)으로 자영
업을 하는 경우로 이 경우 본인이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 경우
에는 자영자로 분류됨.
3. 자영업을 하는 개인교사나 가정교사(selbstaendige Lehrer und
Erzieher) 그리고 자영업의 음악가(Musiker), 예술가(Artisten),
카바렛예술가(Kabarettisten) 등을 주업으로 하며, 이를 주 소득
원으로 삼는 경우로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
은 경우
4. 나무수지(Harzproduktion)에서 역청(Pecher)을 뽑는 사람으로, 노
사관계 및 교육과 관련된 계약이 없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
하는 경우. 이 경우도 가족 외에 노동력을 채용해서는 안 됨.
5.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시장일꾼(Markthelfer)으로 노동조건과
관련되어 계약을 맺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반근로자로서 종사하지 않는 경우.
6. 수화물운반인(Gepaecktraeger)으로 철도운영관리기관으로부터
철도화물규정에 따라 채용되었거나, 오스트리아 수화물운반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7. 산악안내인(Bergfueher) 또는 관광안내인(Fremdenfuerer)으로
공식자격증을 갖고, 자영업 형태로 주업으로 일하되, 경영자총
연합회의 회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 해당됨.
8. 행정관리원(oeffentilche Verwalter)으로 행정관리업무와 직접적
인 관련 없이 오로지 자영업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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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영업을 하는 포도 따는 사람(Winzer)으로 고용관계나 교육관
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 노동으로 타인 소유의 포도밭을
경작하고 스스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10. 회사의 임원으로 주식회사, 예금금고, 지방종금사, 상호보험조합
(Versicherungsvereinen auf Gegenseitigkeit) 그리고 신용금고
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됨.
11. 의료법의 의사와 수의사법의 수의사.
이러한 유사근로자 계층은 몇 가지 실제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는 자영업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영자가 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경제적인 종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측면과 함께 주요 형태의 유사근로자를 살펴보면
가내근로자(Heimarbeiter), 대리상(Handelsarbeiter), 회사 임원(Geschäftsführender von AG, GmbH, Genossenschaft) 군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가내근로자는 영업조례(Gewerbeordnung: GewO 1994)에 의한 영
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거처나 자신이 마련한 작업장에
서 다른 사람의 주문에 따라 생산, 가공 또는 포장작업을 하는 근로형
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체국의 인터넷 관련 정보제공
업무(BTX: Bildschirmtextbetrieb der Post)에 종사하는 경우에, 업무
상의 종속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반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유사근로자로서 분류한다는 것이다.
대리상(Handelsvertreter)은 자영 형태의 대리상으로 계약이 성립되
도록 소개하거나 직접 계약을 성사하도록 하는 상법에서의 상인에 속
하는 계층이다. 유사한 경우로 중개상(Handelsmakler)을 들 수 있는
데, 민사상의 브로커 계약을 통하여 위탁한 사람을 위하여 제3자를 중
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위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사근로자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규정에는 일반근로자로 취
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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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9주 동안에 적어도 13주 동안 또는 최근 78주 동안에 적어도
26주 동안 업무 수행을 한 경우에 일반근로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를 총칭하는 것으
로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예금금고(Sparkassen), 지방종금사
(Landeshypothekenbanken), 상호보험조합(Versicherungsvereinen auf
Gegenseitigkeit) 그리고 이사로서 부업이 아닌 부업으로서 신용금고
(Kreditgenossenschaften)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7)
한편 사회보험의 가입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러
도급계약이나 허위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나 그 가족이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
고 있다.
이외에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Privision)만
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업무 관계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당연히 유사근로자로서 분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이에 응하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로,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나 자문역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채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유사근로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업으로 보험설계사를 하는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노사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험모
집이 의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유사근로
자로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근로자의 형태별 그리고 유사근로자의 평균소
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8-1>과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사근로자는 성격상 고용주와의 관계
가 유동적인 점을 감안할 때, 처음에는 유사근로자로 분류되었다가 나
중에 변화되어서 자유업이나 자영자의 영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유사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또는 자유업자로 같이 사회보험의 적요의 성

7) Wiener Gebietskrankenkasse, Arbeitsbehel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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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원칙일 수 있으나, 유사근로자에 대한 관리운
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순한 접근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에서 처음에 한번 유사근로자로 결정되면 중간에 성격의
변화가 발생해서 자유업자나 자영업자에 더 가깝더라도 그대로 유사
근로자로 남겨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사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 종류별로 별도의 통계자료
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회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일반근로자
에 대한 평균 또는 중앙값과 사회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유사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추정함으로써 유사근로자의 소득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표 8-1> 참조).
오스트리아의 유사근로자 소득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표 8-1> 일반근로자와 유사근로자 소득비교
(단위 : 유로)
구

2000

2001

전 체

1,812 (245%)

1,860 (244%)

남 성

2,118 (286%)

2,177 (285%)

여 성

1,420 (192%)

1,460 (191%)

전 체

1,659 (224%)

1,701 (223%)

남 성

1,909 (258%)

1,958 (257%)

여 성

1,181 (169%)

1,208 (158%)

전 체

2,043 (276%)

2,090 (274%)

남 성

2,739 (303%)

2,811 (368%)

여 성

1,640 (222%)

1,680 (220%)

유사근로자 월 평균소득

740 (100%)

763 (100%)

일반근로자
월 소득

노동직근로자
월 소득

사무직근로자
월 소득

분

주 :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중앙값(Median)이고, 유사근로자의 경우는 사회보험 부과
대상소득평균액임.
자료 : BM. f. Sozial und Generation, Die oesterreichische Sozialversicherung in
Zahlen, 2003, p.6; BM. f. Sozial und Generation, Bericht ueber die soziale

Lage 2001～2002, 200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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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전체 근로자의 소득 중앙값과 유사근로자
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유사근로자의 소득은 일반근로자의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일반근로자에 비하
여도 절반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사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더욱 낮아져서 전체 사무직근로자의 1/3 수준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낮은 노동직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2/3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유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재정부담

오스트리아에서 유사근로자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운영의 대상이 된다. 이는 비단 산재보험에서뿐만 아니
라 모든 사회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유사근로자의 규모는 실제 적용이나 관리운영이 상당히 발전된 오
스트리아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확실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전체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제외
한 당연적용 대상 중 유사근로자의 규모는 2002년 6월 말 현재 25,478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 규모는 2000년 22,346명 그리고 2001년 23,720
명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2> 참조). 또한 유사근로자로서 가입자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49%가 남성이고 51%가 여성으로 성별에 의한 차이는 별로
특징적이라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부담 규모를 보면
유사근로자와 관련하여 부담한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재정부담액은
2000년 6,090만 유로이며, 2001년에는 6,670만 유로이다. 이를 재정 부
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유사근로자의 사회보험 평균 부담액은 2000년 2,725유로이며, 2001
년에는 2,812유로로 증가하였다. 연금보험의 평균부담액은 전체 사회
보험 부담액의 74.27%로 사회보험 부과대상소득의 22.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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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의 평균부담액은 2000년 2,023.78유로였으며, 2001년에는
2,088.39유로로 증가하였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전체 사회보험 부담액
의 21.17%로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6.5%에 해당된다. 의료보험 평균
부담액 2000년 576.95유로였고, 2001년에는 595.37유로로 증가하였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전체 사회보험 부담액의 4.56%로 사회보험부과대
상소득의 1.4%에 해당된다. 산재보험의 2000년 평균부담액은 124.27유
로였으며, 2001년에는 128.23유로로 증가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 일반근로자와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보험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근로자 사이에도 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있는데, 사
무직 근로자와 노동직 근로자 그리고 노동직 근로자 중에서 다시 사이
에도 임금계속지급법(EFZG)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표 8-2> 유사근로자 가입규모 및 재정부담 현황
(단위: 명, 백만 유로, 유로)

구

분

2000

2001

22,346

23,720

60.9

66.7

2,725

2,812

연금보험(22.8%)
(74.27%)

2,023.78

2,088.39

의료보험(6.5%)
(21.17%)

576.95

595.37

산재보험(1.4%)
(4.56%)

124.27

128.23

가입자 규모
재정부담액
(사회보험부담총액)
전체사회보험(30.7%)
(100%)
개인
평균부담액

주 : 가입자는 소득이 최저가입수준인 309.38유로 이상의 유사근로자로서 연금과 의
료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이하이면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유사근로자는 제외됨.
자료 : BM. f. Sozial und Generation, Bericht ueber die soziale Lage 2001～2002,
2002, p.66에서 자체 계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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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보
험료가 적용된다. 유사근로자의 경우는 모든 근로자 계층에서 가장 낮
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표 8-3> 참조).
이러한 의료보험의 차이는 각 근로자 계층에 따른 발병 발생률에
근거한 보험료 차등화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소득보장
이 임금계속지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예외 없이 동일
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근로자의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
는다.
산재보험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모든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일원화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근로자의 경우
에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몇 가지 유사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적용
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사회보험적용의 최저소득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최저소득 이하의(2003년 현재 309.38유로) 소득자
(Geringfuegig Beschaeftigten)에 대해서는 전체 사회보험 즉, 의료보
험과 연금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에 당연가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만큼은 당연적용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적용인원과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인원
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근로자의 경우는 일반근
로자에 비하여 낮은 소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낮은 소득자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스트리아가 낮은 소득자에 대하여
1998년 1월부터 규정을 근본적으로 변화한 점은 중요한 변수라 할 것
이다. 즉, 그동안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낮은 소득자들은 정액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
였기 때문이다. 정액보험료는 2002년 현재 42.54유로를 부담하도록 하
고 있다(§19a ASVG). 이 액수는 낮은 소득자가 이론적으로 부담하여
야 하는 액수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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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오스트리아 일반근로자와 유사근로자 사회보험 재정부담 비교
보험료부담(%)

최저기준

최고기준

사회보험별
근로자 사용자 합계 최저소득 보험료 최고소득 보험료
일반근로자 3.70

3.40 7.10

309.38

21.97 3,360.00 238.56

유사근로자 3.00

3.00 6.00

309.38

18.56 3,360.00 201.60

의료보험 일반근로자 0.25
추가부담 유사근로자 0.25

0.25 0.50

309.38

1.54 3,360.00

16.80

0.25 0.50

309.38

1.54 3,360.00

16.80

일반근로자 9.25

9.25 18.50

309.38

57.24 3,360.00 621.60

유사근로자 9.25

9.25 18.50

309.38

57.24 3,360.00 621.60

연금보험 일반근로자 1.00
추가부담 유사근로자 1.00

3.30 4.30

309.38

13.30 3,360.00 144.48

3.30 4.30

309.38

13.30 3,360.00 144.48

일반근로자 0.00

1.40 1.40

309.38

4.33 3,360.00

47.04

유사근로자 0.00

1.40 1.40

309.38

4.33 3,360.00

47.04

일반근로자 4.00

4.20 8.20

309.38

유사근로자 0.00

0.00 0.00

309.38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33.58 3,360.00 275.52

기타
0.00 3,360.00

0.00

일반근로자 18.20 21.80 40.00

-

123.76

-

1,344.00

유사근로자 13.50 17.20 30.70

-

94.97

-

1,031.52

합계
주 : 1) 일반근로자는 노동직근로자로 임금계속지급법(EFZG)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
함. 이외의 경우는 의료보험 보험료가 노사 모두가 각각 4.3%씩 부담하여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사가 각각 3.15%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
음. 이외의 사회보험은 같음.
2) 일반근로자의 경우 기타사항은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6.00%),
임금지급보장(IESG: 0.70%), 노동자협의회납부금(Arbeiterkammerumlage:
0.50%), 주택건설촉진기여금(Wohnbaufoerderungs-Beitrag: 1.00%)으로 부
담이 추가됨.
자료 : Hauptverband der Oesterreichschen sozialversicherungstraeger, Beitragsrechtliche Werte in der Sozialversicherung, 2003; ASVG in der Fassung der
60. Novelle.에서 자체계산에 의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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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사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관리운영

오스트리아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급여에 관한 모든 규정은 원칙

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운영되고
․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모든 직종이 단일하게 일원화된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급여 산
정에는 일반근로자와 전혀 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먼저 산재신고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도
록 하고 있다. 신고는 근로자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신고의무를 진다.
공단은 이러한 신고에 따라 산재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급여
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산
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서
식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산재에 대한 판단에 좀더 관심을 갖고 판단하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유사근로자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운영하는 이유는 우
선 그 규모가 매우 작아서 전체 산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또한 업무상 종속관계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약해서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정보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산재보험에서 유사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관리와 관련
된 규정 중 특이한 것은 급여 지급을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산재보험에서 보험 가입은
당연히 최저가입소득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2003년 현재
1.4%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
다. 그런데 최저가입소득 이하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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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신고하고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같은 수준으로 기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 즉,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근로자에 대하여 신고된
소득에 따라 급여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8)
이러한 제도 규정은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
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가 소득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
입되어야 하고, 급여를 소득에 비례해서 보장받는다는 전체 틀에 일치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논리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
에서 유사근로자에게는 비용발생에 대한 부분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소득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제
도 규정에 대한 소득비례 급여를 규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처음 유사근로자에 대한 소득 파악의 한계성과
소득의 변화정도를 감안하여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을
정액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오스트리아의 제도 규정
은 좀더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 설정 등이 고려된 성숙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액부담에 따른 균등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
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제6절 시사점

지금까지 분석한 오스트리아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종합하면
다음 <표 8-4>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8-4>에 따르면 계약 형
태에 따라 정의되는 근로자 유형과 특징 그리고 해당 법령 및 사회보
8) Wiener Gebietskrankenkasse, Arbeitsbehel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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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의 관계 그리고 기타 권리 및 의무사항을 비교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유사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 전체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산재보
험에서 적용하는 유사근로자의 정의가 다른 사회보험의 유사근로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음으로써 개념의 규정이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 있
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
험에서 자영근로자의 이름으로 그대로 방치해 놓은 5인 미만의 사업
장 근로자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재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
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유사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법이라는 경직적 성
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연한 접근을 수행함으로써 제도적용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무리나, 제도 접근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체제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행정적 결실을 이
루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유사근로자에 대해서 법에 별도로 직종 등을 명시한 것은 다
른 여러 직종에 있어서 한꺼번에 유사근로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명단을 제시하는 방법은 일단
법적으로 유사근로자의 범위에 있어서 적용과 비적용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유사근로자로 적용받기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항목에 추가하
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논의의 중심
이 사회보험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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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오스트리아 계약형태별 적용법 및 사회보험관계
계약 형태
내용

근로계약(DV:Dienstveitrog)

자유근로계약
(Freie Dienstveitrog)

근로자

자유 근로자

정의 및 특징

장기의무 관계로 지속적인 확정된 사용자에게 일정 또는
노력이 의무이며, 근로자는 일정치 않은 기간동안 급여의
사용자의 명령권에 따라 인 반대급부로 개별적으로 상당
적종속관계와 사용자의 경영 한 노력을 제공하는 관계임.
권에 따른 경제적 종속 관계 장기의무관계나 명령복종 관
에 따라 자신의 근로를 제공 계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낮
하고 정기적인 반대급부로서 은 상태임. 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음. 사용자는 경영 는 규정이 없거나 소소한 수
준임. 노동 장소로 선택권이
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짐.
주어지는 경향이고 경영에 대
한 위험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원칙적으로 경영관계시설
등은 사용자에 의하여 제공.

법적 근거

노동법관련 모든 규정 및 노동법관련 모든 규정 및
일반사회보험법(ASVG) 실 일반
사회보험법(ASVG),
업보험법(ALVG)
단, 실업보험법(ALLIS)

해당(담당) 협회

노동자협의회(AK)

해당협회 없음

사회보험 등록
및 보고의무

사용자(지체없이 등록 의무)

사용자

기타 권리 및
선택관련사항

특별급여
유급휴가
급여지속지급(질병기간, 공적
의무기간)
해고, 출산급여 및 재고용

일반근로자 관련 권리 및
선택 사항 없음 (개별적, 집
단적 노사관계 없음)
단, 민법(ABGB)에서 지역
의 관습적 급여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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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 근로계약(DV:Dienstveitrog)
내용

자유근로계약
(Freie Dienstveitrog)

근로자

자유 근로자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본인
의 소득이 월 _______ 이하
(________ /일) 인 경우에
해당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
공하며 반대급부를 받는 경
우에 해당됨.
목적(결과) 채무관계로서 결
과달성 여부에 대한 위험은
주문자에게 있고, 노동 개인
적 노동 의무는 없으며 (다
른 사람에게 위탁 가능) 경
영 관련 시설은 계약 수급
자가 제공함.

법적 근거

노동법은 확정된 근로관계
에만 해당됨. 낮은 소득의
유사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일반사회보험은 해당
실업보험법에서는 제외.

노동법은 해당 안 됨. 자영
업 사회보험법에 해당. 부분
적으로
일반
사회보험
(ASVG)에 해당

해당(담당) 협회

노동자협의회(AK)

해당협회 없음

정의 및 특징

사회보험 등록
및 보고의무
기타 권리 및
선택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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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낮은 소득종사자는 노동법
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
게 규정하고 있음.(단, 자유
근로자로 규정하지는 않음)
실제로는
집단노사관계에
의한 협의내용에서 제외되
는 경우가 많음.

또한 정책적으로 이러한 리스트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일반화
하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발전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
사근로자를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직업 형태로 명시하고, 이를 점차적
으로 확대하여 세부적인 현실을 반영하면서 유사근로자의 군이 형성
되도록 하면서 일반화된 개념에 접근하도록 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
이다. 그러고 나서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및 관리를 일반근
로자와 동일하게 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일반화하는 성숙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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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되면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일반화된 형태로 전환하여, 나머지
직업군으로 형성되지 못한 유사근로자나 또는 새로이 형성되는 유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법개정 없이도 유사근로자로서 분류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을 반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유사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적용대상의
실질적 판단에 대한 혼란과 마찰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또한 사회적으로 유사근로자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에
서 적용하고 관리하는 체제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 그리고 유사근
로자 스스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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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 외무원․
대리인외판원을
․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를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제도의 특징과 적용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우리나라 산재
보험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적용확대과정에
․
유의미
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
(16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임은 주
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4년에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그 유형과 종사자 수1)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산
재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
요한 사회정책적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1)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보험모집인은 현재 약 21만
명, 학습지교사는 약 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추산된다(한
국노동연구원, 2002,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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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의 적실성과 유효성 그리고
포괄성을 위하여 근로자성을 보편적 적용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특수형태 직업에 대한 법적인 일반규정을 전제로 함), 고용관계와 계
약형태의 유형별로 특정한 적용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
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19세기 말에 산재보험을 도입
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유
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지속적으로 해온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구체적 적용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산재보험제도의 보호대상으로 간주된다. 따
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프랑스 사회보장체계 중 일반체제2)의 원칙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대
상이 되고 있다. 다만, 특수형태 직업군의 직무상 특성과 임금체계상
특성에 따른 몇 가지 세부적인 차이는 해당 직업군별로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노사중재위원 등이 참석하여 체결하는 전국적 단체협약
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랑스 산재보험 일반체제
의 운영상 특징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의 일반적 성격과 특징을 개관한 후(제2절), 둘째,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규정과 특수형태근로자 유형을 정리하고(제
3절), 셋째,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의 경우를 중심으로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운영원칙과 적용실태, 즉 가입방
2)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는 여러 가지 유형의 체제(Régime)로 분류되어 있다. 첫
째,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전체 국민의 약 77%가
이 체제에 해당된다. 둘째, ‘특수체제(Régimes spéciaux)’인데 여기에는 공무원
체제, 광원체제, 선원체제 등 직업 및 직종별로 약 130개의 체제들이 각기 운영
되고 있다. 셋째, 자율체제(Régimes autonomes)로 도시지역의 자영 상공인, 자
영수공업인, 자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체제이다. 넷째, 특
별한 체제로 농업체제(Régime agricol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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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보험료 부담주체와 부담방식, 소득파악방식, 보험요율 등 제도운영
원리를 확인, 정리한다(제4절). 마지막으로 결론의 절은 이상 조사, 연
구된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제5절).

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개관

프랑스의 제반 사회보험제도가 1930년에 일반적으로 도입된 것에
비해 산재보험의 입법화는 이보다 30여 년 앞선 1898년(1898년 4월
19일 법률)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노동권의 보장’이 사회보장의 기초
이자 출발점이라는 프랑스 사회의 기본 이념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적 사실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화주의를 기초로 한 공동체적 박
애라는 고유의 사회적 이념에 따라 좌, 우파를 막론하고 노동권의 보
장과 강화에 주력해 왔는데, 1898년 입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산
재보험제도의 개선, 강화는 그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제
도의 개선, 강화를 통하여 최근 25년간 근로자 1,000명당 산재발생 건
수를 반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다(1975년 81.7명에서 1999년 44.4
명)3).
이러한 성과는 노동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핵심적인 의무사항으
로 제도화해 온 결과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람을 노동에 적응시키기
보다 “노동을 사람에 적응시킨다”4)는 원칙에 입각해서 노동조직과 노
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프
랑스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제반 산재 관련 기관, 기구들은 산재가 발생
한 후에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일관된 보상체계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산재근로자들을 노동의 사회적 분업체계 속에 재통합하려
3) 근로자 1000명당 산재발생 건수는 1975년 81.7명에서 1999년 44.4명으로 줄었다.
산재발생 건수의 연도별 추이에 대해서는 최기춘(2003), 61쪽, <표 IV-1> 참조.
4) “adapter le travail à l'homme”, in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2002, “Santé-securité et employabilité”, http://santé-securité.travail.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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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적 노력도 계속해 왔다.5)
그러나 산재보험은 다양한 사회보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으로 여타의 사회보험과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경
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하 본장에서는 프랑스의 대표적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인 산재보험제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프랑스의 산재보험제도는 보험방식의 측면에서 무과실책임주의, 정
액보상의 원칙, 민사책임배제의 원칙, 전국적 단일 구조, 공적사회보험
형 제도, 분리강제산재보험형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험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보험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실책임주의란 과실피해자의
손실, 사용주의 과실, 그리고 사용주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실 간의 인
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데 비해, 무과실책임
주의는 산재피해자가 피해에 관한 증거 제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용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피재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
게 하는 보험원칙이다.6)
둘째, 보상의 성격과 관련해서, 산재로 인한 손실 전체에 대한 총액
보상이 아니라 정액보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민법상 책임과 관련해서 보면, 산재보상에 따른 민사상 손해
보상책임의 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소위 ‘민사책
임배제의 원칙(le principe d'immunité)’에 따른 것으로, 사회보장법전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451-1조에 의하면 법전이 정하고 있
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재자와 그 승계인은 민법상의 손해배
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산재보상에 의해 사용자의 민사책임은
5) 최기춘(2003), 60～61쪽.
6) 프랑스는 ‘1898년 4월 9일 법’에서부터 ‘직업적인 위험(risque professionnel)’에
대한 원천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해 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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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프랑스의 산재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사
용자의 민사책임을 대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7)
넷째, 산재보험 구조의 성격은 전국적 단일 구조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험구조는 주, 지역별로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
고 있는 구조이다.
다섯째, 산재보험 운영 유형을 공적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
합형으로 구분할 때, 프랑스의 운영 유형은 공적사회보험형에 속한다.
여섯째, 사회보험 전체체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산재보험 행정
체계의 측면에서는 전체사회보험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전체사회보험
통합형)이지만,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산재, 직업병 및 통근
재해에 대한 별도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
강제산재보험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프랑스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행정적 관리와 운영은 의료보험공단의
임금근로자 담당 기관인 ‘임금근로자 의료보험공단’에서 행하고 있다.
의료보험공단은 질병, 출산, 장해, 사망, 산재/직업병/통근재해 관련 사
회보험 업무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인데,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서비
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우선 중앙에 ‘전국 임금근로자 의료보험공
단(C.N.A.M.-T.S. : Caisse natioanle de l'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이 있고 광역 지역(région)8) 차원에서 총 16개
의 임금근로자 의료보험지역공단(C.R.A.M.-T.S.)이 설치 운영되고 있
으며, 중간 자치단위인 도(département) 수준에서 임금근로자 의료보
험기초공단(C.P.A.M-T.S.)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수는 129개로서
도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복수의 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
7) 조용만(2003b), 2쪽.
8) 프랑스의 행정단위이다. 프랑스 전체는 105개 도가 몇 개씩 묶인 16개의 지역으
로 편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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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공단 관할 지역의 규모에 따라 출장사무소가 별도로 운영되기도 한
다. 이들 기구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전국 의료보험공단(C.N.A.M. : Caisse natioanle de l'assurance
maladie)
전국 의료보험공단은 행정적 성격을 띤 중앙 공공기구로서 법인 및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 행정부처의 통제 하에 있다.9)
전국 의료보험공단은 그 명칭과 달리 두 가지 분야에서 주어진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10)
하나는 질병, 출산, 장애, 사망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산재, 직
업병 및 통근재해에 관한 것이다. 해당 분야에서 중앙공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정 지원 및 안정의 보장이다. 즉 각 분
야의 재정 지원 및 재정적 균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부령의 공표에 의해 지역공단 및 기초공단이 수행하게 될 위
생 예방, 교육, 정보의 증진 및 하위 공단 업무의 상호 조정을 시도한
다.
셋째, 부령의 범위 내에서 위생 및 사회 활동의 실질적 실시 및 지
역, 기초공단의 업무조정을 수행한다.
넷째, 의학적 통제의 조직 및 지휘, 다섯째, 지역 및 기초공단의 부
동산 매매 업무, 부동산 자산관리 통제의 업무, 여섯째, 건강 분야 직
업과의 협약을 통한 활동 수행, 일곱째, 지역 및 기초공단에 대한 통
제권 행사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관련 법안 및 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도 있다.
한편 산재 및 직업병 분야와 관련하여 전국 의료보험공단은 첫째,
중앙 기술위원회의 주도하에 전국적 예방조치의 확대 혹은 중지를 결
정할 수 있다11). 이 기술위원회는 중앙과 광역자치에 설립된 위원회
9)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221조 2항.
10) 사회보장법전 22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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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노사 양측 반반씩 전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예방과 관
련하여 전국 의료보험공단은 자문 전문가의 협조 하에 지역공단의 예
방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12). 둘째, 전국 의료보험공
단은 해당 분야의 재정안정 유지에 필요한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결
정에의 협력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나. 의료보험지역공단(C.R.A.M.: Caisse regional d'assurance maladie)
광역자치수준의 의료보험지역공단의 산재와 관련된 수행업무를 살
펴보면 산재예방의 개선 및 조정과 보험료 책정 및 산정 규정의 적용
에의 협력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산재예방의 개선 및 조정을
위해 의료보험지역공단은
첫째,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통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
집, 정리한다. 예를 들어 산재발생의 원인, 상황, 빈도, 결과(특히 장애
정도 및 기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해마다 의료보험 중앙
공단으로 모아지면 관련 국가기관인 사회보장업무 담당 행정부처에
전달되기도 한다.
둘째, 지역공단은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예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한다. 연구 결과는 의료보험 중앙공단, 정부의 관련 부처
에 보고되면, 요청이 있을 경우 위생, 안전 및 근로 상황 위원회에 전
해지기도 한다.
셋째, 위생 및 안전 상황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
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는 자문 전문가 및 안전감독관이 수행한다. 자
문 전문가 및 안전감독관은 기술상의 권한 문제 때문에 공단 소속 인
력이 아닌 자 중에서 공단이 위촉한다13). 의료보험지역공단은 조사
결과를 도의 근로 및 고용국장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내용
은 기업 내에 내재된 산재 및 직업병 관련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해 사
11) 사회보장법전 221조 1항.
12) 사회보장법전 국사원 명령, 422조 1항.
13) 사회보장법전 국사원 명령, 42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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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자재의 분석 결과, 근로 환경에 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부서 및 의료감독부서는 의료보험지역공단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자료 그리고 공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자
료 등을 제공한다.
넷째, 고용주에 대해서 예방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한다. 이에는 중앙부처권한부분은 제외된다. 그리고 근로와 관련된 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개
입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기계 및 동일 방법을 사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해서 보
편적 예방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14).
마지막으로 지역공단은 중앙공단의 허가 하에 예방 기술의 발전 혹
은 완벽한 수행이 그 목적인 제도 및 서비스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15).
보험료 책정 및 산정 규정의 적용에의 협력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지
역공단은 관할 지역의 사업체 규모, 위험 정도에 따라 산재 및 직업병
분야 기여율을 결정한다16). 이는 매년 결정되는 것으로서 의료보험지
역공단의 보험료 결정을 위해 사전에 중앙기구인 산재 및 직업병 위
원회는 사회보장재정 균형 상황에 부합되는 보험료 산정 요소들을 정
한다. 보험률 산정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지역공단은 경우17)에 따라 관
할 지역의 고용주에 대한 부가보험료의 산정 및 이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다18).

다. 의료보험 기초공단(C.P.A.M.: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마지막으로 기초자치수준에서 운영 중인 의료보험기초공단에서 수
14)
15)
16)
17)

사회보장법전 422조 2항에서 5항.
사회보장법전 국사원 명령 422조 6항.
사회보장법전 242조 5항.
예컨대, 고용주의 의도적 혹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예방 조치의 목적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
18) 사회보장법전 242조 7항과 42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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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업무는 세 가지이다19). 즉 사회보험 가입자의 등록, 노령 및
가족 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분야의 급여 제공 그리고 위생 및 사회
활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위생 및 사회 활동에 있어서 기초공
단 이사회는 매년 질병 위험의 관리와 관련된 활동계획을 수립, 결정
한다. 이 계획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와 국가 혹은 지역 목적을 고
려하여 공단의 행정 서비스와 의료 통제 등에 대한 조정 양식을 포함
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업무 외에도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보험기초공단은 분권화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예컨대,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해 일선 사무소의 설치 운영, 일선 지
역 혹은 기업에 파견직원의 임명, 산재보험관련 업무의 지역 자치단체
의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산재 및 직업병 위험과 관련하여 의료보험기초공단은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재해자로 산재 발생신고를 받아, 근로감독
관에게 사고 발생통지, 발생 사고의 성격 및 정도의 조사, 산재의 판
단, 산재 관련 급여 제공, 재해자의 관리 등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맡
고 있다.20)

3.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가. 산재의 정의
프랑스 사회보장법 제L.411조 제1항(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411-1)에 의하면 산업재해는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종사하고
있는 직무나 직책이 무엇이든지, 고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수행
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사고는 “근로현장
에서 근로시간 중 인체에 해를 야기한 외부적 원인의 발생”을 의미한
다. 특히 피재자에게 사고발생 후 만 하루 이상의 근로중단을 초래한

19) 사회보장법전 211조 1항에서 3항까지.
20) 심창학(2003), 3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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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근로중단 산재(l'accident du travail avec arrêt)”로 정의하고
있다. 산재에 대한 신고의 접수, 산재인정여부의 결정, 산재보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험공단 전국본부의 근로자의료보험부(CNAMTS: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의 모든 산재관련 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근로중단 산
재”이다.
프랑스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업적 위험(le
risque professionnel)의 범위에 전통적인 의미의 산재로서 ‘노동재해
(l'accident du travail)’뿐만 아니라 ‘직업병(la maladie professionnelle)’과 ‘통근 재해(l'accident de trajet)’도 포함되어 있다.

나. 산재인정의 법률적 원칙
프랑스에서 산재인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회보험권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피재자가 사고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시민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권은 가해자의 과실과 책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완전한 보상 등의 개념에 기초한 반면, 사회보험권은 ‘직무
상 위험’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있다. 모든 근로환경과 근로과정에 내
재해 있는 ‘직무상 위험’을 인정한다는 사회보험권적 원리에 따라 근
로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피해자는 사고발생의 책임소
재와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도(특히 원인을 알 수 없거나 타인에 의
한 비의도적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규정에 의하여 치료와 보
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21)

21) 최기춘(2003), 63～64쪽. 이처럼 산재에 대한 인정은 인과관계의 원칙에서가 아
니라 직무상 위험에 대한 전가(轉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
재자의 권리는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 제소를 포기하는 대신 사고의 원인이 무
엇이든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법률적 타협으로 설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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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여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과 동일하다.
사회보장법 311조 2항은 연령, 국적, 성, 임금액, 계약의 형태, 성격,
유효성에 관계없이 봉급생활자 혹은 단일 혹은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근로하는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종속적 근로자의 개념
이 사용된다. 즉 일반 임금생활자뿐만 아니라 직위에 관계없이 근로
조건이 종속상태에 있는 사람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한
사업체 혹은 단체의 책임자라도 그 근무조건이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
로 종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가입이 인정된다.
정규직 근로자 외에 사회보장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추가 적용 대
상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법 제412조 제3항 이하는 계약 체
결 사업체와 근로행위 사업체의 관계, 산재 신고 절차 등을 명시하면
서 특히 임시직 근로자를 비롯한 특수 성격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산재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
직업에 대한 규정”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프랑스 노동법전 제7권22)에
는 노동법상의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 직업군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산업 부문에 속하는 직군으로 광부, 채석공, 광원노조
대의원, 전기가스 관련 근로자 등,
둘째, 변형-가공업(Industries de transformation)관련 근로자로서
재택근무자(travailleur à domicile)와 직조공, 염색공 등 (Tissage et
bobinage, Coupe de velours de coton, teinture, blanchiment et
apprêts des étoffes),
셋째, 건설 및 공공작업에 종사하는 인부(travailleurs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22) “Code du Travail, Livre VI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es
prof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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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운송 부문에서 선원, 항구 하역부 등,

다섯째,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 voyageurs, représentants et
placiers),
여섯째, 기자, 예술가, 작가, 작곡가, 문인(Artistes de spectacles,
auteurs, compositeurs, gens de lettres), 모델(mannequin) 등,
일곱째, 건물관리인, 수위, 가내 고용인, 산후조리사 등이다.23)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 412조 8항은 별도로 13개의 확대 적용 대
상자 집단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 면면을 보면 직업 활동 혹은 유
사 직업 활동에 내재된 집단뿐만 아니라 기술학교의 학생, 공장 혹은
실험실에서 활동 중인 중등교육 혹은 전문교육 기관의 학생 등 직업
적 성격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집단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산재에 대한 고전적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정규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기능적 재적응 혹은 직업 재교
육의 단계를 수행한 사람, 최저생활보장제도(RMI) 수급자 중에서 사
회통합관련 활동 도중 사고를 당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구직자(실업자) 중 직업안정소(Agence nationale pour l'emploi)의 재
정적 지원 혹은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기업창출 보조활동 혹은 구직
교육, 평가 혹은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지도
록 명시하고 있다.

4. 수급절차
가. 산재신고
산재의 피해자와 관련 고용주는 산재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다.
우선 피재근로자는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고용주에게 보고할 의
무가 있다. 계약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3) 노동법전 제7권 L711조에서 L784조까지.

408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산재의 피해자나 대리인은 사고발생 다음 연도까지는 피재자가 소속
된 의료보험 기초공단(CPAM: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재자가 고용주에게 고지해야 하는 24
시간 이내라는 시한과 의료보험 기초공단에 보고해야 하는 2년의 시
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제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보고받은 산재발생의 사실을 48시
간 이내에 피재자가 소속된 의료보험 기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고용주가 신고한 사항은 먼저 의료보험 기초공단으로부터 의료보
험 지역공단(CRAM: Caisse regional d'assurance maladie)으로 접수
되고, 다음으로 전국 의료보험공단본부의 근로자 의료보험 담당부
(CNAM-TS: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로 전달된다. 따라서 근로자 의료보험 담당부(CNAM-TS)는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재 관련 자료를 접수하게 되고 이
와 관련된 제반 통계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인 것이다.

나. 산재의 인정과 보상
전국 의료보험공단본부의 근로자 의료보험 담당부(CNAM-TS)에
의해 수집된 사고들은 사회보장공단(Sécurité sociale)으로부터 직무수
행상의 사고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산재로 처리된다. 따라서 산재에
대한 보상도 신고된 사고들 가운데 사회보장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
정을 받은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피재근로자가 일시적인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된 경우, 이로 인해 근
로수행이 중단된 첫째 날부터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동안
피재근로자는 규정된 일일급여(indemnités journalières)를 받게 된다.
일당 보상은 피재근로자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는데, 근로중단
시점 제1일차부터 제28일차까지는 통상임금의 60%, 제29일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된다24). 이와 더불어 피재근
로자는 산재로 인해 초래된 부상에 의해 훼손된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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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모든 비용(진료, 수술, 약제 등)에 대해 100% 환급을 받게 된다.
피재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부상 혹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더라도
의료보험공단 단위창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후유증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영구적인 부분장애(IPP: incapacité partielle permanente)의
피해자로 판정받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피재근로자의 연봉과 의료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라 정
해지는 장애율(taux d'IPP)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율이 10% 미만일
경우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10% 이상일 경우 분기별로 지급된
다25). 그리고 보상금은 회복된 것으로 판정된 다음날부터 집행된다.
한편 프랑스 사회보장법 제L434-2조는 불구의 성격, 장애상태, 연

령, 정신적육체적
․
능력 그리고 직업의 성격 등을 근거로 하는 장애
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 치료/재활, 노동가능성, 직업복귀에 대한 판단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피재근로자의 고용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
는 1981년 1월 7일에 개정된 프랑스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
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 노동중단 기간동안 그리고 고용계약의
일시적 중지상태를 활용한 피재근로자의 재교육 기간동안에는 시간의
제한도 없고 어떠한 권리의 상실도 없이 피재근로자의 고용은 보호되
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 둘째, 피재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
에 적절하다고 판정이 될 경우, 고용계약의 중지상태를 마치고 기존의
직장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피재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것,
셋째, 피재근로자가 기존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이
될 경우, 그에게 기존직무를 수행하거나 직장 내에서 재배치되어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26).
피재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 직장
24)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L433-2조.
25)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L434-1조.
26) 프랑스 노동법전 제L.241조 제10-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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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여러 결정 당사자들(피재근로자, 산재
담당의사, 피재근로자 소속 직장의 장, 근로감독관)이 개입된다. 프랑
스 노동법 제L.241조 제10-1항에 의해 규정된 이들의 권리와 역할을
보면 피재자의 직장복귀여부 결정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산재담
당의사는 피재근로자의 회복 후 건강상태나 육체적 능력의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직책의 유지, 기존 직책의 변형 혹은 다른 직책으
로의 이동 등 개인적 소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재근로자
가 소속된 직장의 장은 이러한 산재담당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만약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산재담당의사에게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지
고 있다. 피재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산재담당
의사의 소견을 참조하여 근로감독관이 최종결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산재보험급여
프랑스 산재보험 급여제도는 치료 및 회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
칙이 적용된다. 첫째, 책임면제 원칙으로서 이는 재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치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임 부과를 금지
하고 있다. 즉, 이는 산재 발생과 동시에 고용주와의 관계 성격에 관
계없이 재해자나 그 가족의 수급권의 인정을 의미한다. 둘째, 일반 사
회보험 급여와 산재보험 급여의 차이 원칙이다. 본고의 제2절 1.산재
보험제도의 특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분리강제산재보험형
의 국가로서 산재보험 급여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일시적 장애인 경우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현물급여
부분에 있어서 공히 무상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현금급여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가 일반 사회보험급여보다 수준이 약간 더 높을
뿐이다. 하지만 근로 능력의 지속적 감소 경우 혹은 사망인 경우의
일반 사회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간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산재보험급여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로 나눌
수 있다.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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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내용은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통
원 치료 및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기능적 재교육, 직업 재교육 등에
있어서 무료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비는 전액 무료인데, 재해자의 의료기관 자유선택 원칙과 제3
자 지불체계 원칙 하에 시행되고 있다27). 즉 재해자는 자유롭게 진료
의사 혹은 필요한 보조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사회
보장공단 중 의료보험 기초공단이 직접 지불하고 있다.
기술적 재적응 및 직업재훈련과 관련하여 피재근로자의 고용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1981년 1월 7일에 개정된 프랑스 노동법전에 규
정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 노동중단 기간동안
그리고 고용계약의 일시적 중지상태를 활용한 피재근로자의 재교육
기간동안에는 시간의 제한도 없고 어떠한 권리의 상실도 없이 피재근
로자의 고용은 보호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 둘째, 피재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정이 될 경우, 고용계약의 중지
상태를 마치고 기존의 직장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피재근
로자에게 보장하는 것, 셋째, 피재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이 될 경우, 그에게 기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
장 내에서 재배치되어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이다28). 이상의 조항에 따르면 산재 및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 적용의 일시적 중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해급여는 현금급여에 속하는 것으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
은 사고의 업무상 성격여부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사회
보장법전 371조 5항에 의거 한시적 급여가 지급된다29). 그리고 업무
상 재해임이 판명되는 경우 급여의 지급 및 수준은 산재 발생의 고의
성 혹은 변명 인정 여부, 그리고 장애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정해진
27) 사회보장법전 431조 1항 이하와 432조.
28) 노동법전 241조 제10항 1호.
29) 사회보장법전 국사원 명령 441조 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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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장해 정도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과 동시에 일시적 노동 불
능 기간이 시작된다. 이는 차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모든 후유증이 없어진 상태에서 피재자의 회복, 완치의 경우
이다. 이 경우에는 회복 시점까지 일시적 장해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다음으로 영구 장해로 진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장해 정도에 따
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산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
급여가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일시적 장해급여(indemnisation de l'incapacité temporaire)와 영구 장해급여(indemnisation de l'incapacité permanante)로 구분된다. 일시적 장해급여의 경우, 지급 시점은 대기기간
없이 근로 중단 익일부터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일시적 장해가 지속되
는 전기간 동안이며,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황변화에 따라 다른 종류
의 급여가 지급된다30). 상황변화에 대한 판정은 산재담당 의사의 평
가에 근거하여 기초공단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급여수준은 일일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급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또한 상
한선이 있다. 근로 중단 기점 처음 28일까지는 60%가 지급된다. 반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는 일일 기준 146.03유로를 상회할 수 없다. 29
일째부터는 80%까지 지급되나 191.71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2003년 1
월 1일 기준). 한편, 급여 재산정 절차가 있는데 이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주기로 이루어지며, 2001년 1월부터 2.2%씩 인상되고
있다.
영구 장해급여의 경우, 신체적 손상과 근로소득능력 상실 등의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수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장해
정도가 낮은 경우에 일시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영구적 장해급여의 형태 및 수준을 결정하
는 데 있어서 개입되는 기준은 장해 정도와 유효임금(salaire utile) 등
두 가지이다31).
결국 의료보험공단은 한편으로는 산재피재근로자나 직업병에 걸린
30) 사회보장법전 433조 1항.
31) 심창학(2003), 51-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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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대체임금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
정한 조건 하에서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대체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경
우에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자로 대체임금을 받는 사람은 대체임금에
일일급여를 더하여 받을 수도 있다. 더불어 의료보험공단은 산재근로
자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 의학
적 지원 그리고 직업재훈련 등과 관련한 보상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과 보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랑스
의 관련 법률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재근로자의 직업유
지나 직업복귀 보조금 정책에 있다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
히려 장해근로자들의 산재와 직업병을 극복하여 노동능력을 회복시키
기 위한 직업재훈련의 기회나 이들의 회복상태와 건강상태에 적절한
직업과 직무를 찾는 기회를 넓혀 나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일일급여
산재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활동을 중지하게
되더라도 회복기간 동안 일일 단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 28일
동안은 주급, 야간근로임금급, 월급, 연봉 등의 임금지급 횟수에 기초
해서 계산된 평균통상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회복기간 중 28일
이 지난 이후에는 일일급여의 비율이 평균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된
다. 이러한 일일급여의 지급은 기업의 관련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
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일급여를 받는 동안 산재근로자는 희망에
따라 의학적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보상이든 보상에 대한 혜택은 “장해근로자 직업재분류
와 직업유지 위원회(COTOREP : commissions techniques d’orientation et de reclassement professionnel, 이하 COTOREP로 표기함)”에
의해 장해근로자로 판정받은 사람(RQTH)이거나, 1987년 7월 10일 제
정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다른 혜택의 범주”에 속하는 근
로자에 한한다. 보상에 대한 승인은 COTOREP에 대한 근로자의 신청
에 의한다. 신청을 위한 서류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의학적 확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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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고, 다른 하나는 피재근로자에 의해 작성된 피재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서류이다. COTOREP는 피재자에게 신청 서류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는데, 두 번째 것은 기업에게 보여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COTOREP의 피재자에 대한 인정 절차는 몇 달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재장애근로자(RQTH)가 해당기간 동안 보조금(특히 AGEFIPH의
직업유지보조금 같은)을 필요로 할 경우 기업은 COTOREP의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미리 피재장해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일일급여의 지급은 치료가 완료되거나 회복된 날로 중단된다. 상해
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지만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회복기
가 끝나는 날이 회복된 날로 규정된다.

나. 일시불 보상과 연금 형식의 보상
회복단계에 이르면, 산재담당의사는 산재관련 상해의 정도를 평가
하고,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장애판단기준에 따라 불구의 정도를 결정
한다.
첫째, 영구적인 장해율이 10% 미만일 경우, 피재장해근로자는 일시
불 보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관련 법률32)에 따라 일시불이 지급
된다.
둘째, 영구적인 장해율이 10% 이상일 경우, 피재장해근로자는 자신
의 통상급여와 불구의 정도에 기초하여33) 결정되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연금은 피재장해근로자의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생
계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불구의 정도에 따라 그것은 매달 혹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금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금은 관련 희생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재검토되는데, 회복의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피재장해근로자의 직업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32) 사회보장법전 L434-1항.
33) 사회보장법전 L43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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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재훈련 기간동안의 보상과 급여
직업재훈련 기간동안 피재장해근로자는 회복기간까지 계속해서 일
일급여나 연금을 훈련 수입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직업재훈련에 참가
한 피재장해근로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갖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표준 직업훈련 수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법전 L432-9항의 두 번째 항목에 의하면, 피재장해근
로자는 전국의료보험공단(CPAM)이 지급하는 일일급여를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일일급여나 연금은 훈련 수입을 고려한 직업적 재훈련을
통해 받는 최소한의 임금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공단에서는 직훈 강사가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과 식사, 숙박, 교통비를 포함한 직업 훈련/직업 유지 코스
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 직업재훈련 기간동안 받는 기타 급여
1) 재훈련과정 수료 보너스
피재장해근로자 중 재훈련 코스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훈련 코스
이후 한 달간 사회보장법전 R432-1항에 따라 전국의료보험공단에 수
료 보너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와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정해
진 이 보너스의 기준은 적어도 일일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일일 임금
수준 상한의 3배에서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34) 이러한 보너스를 지
급받는 데에는 여러 조건들이 전제되어 있는데, 예컨대 반드시 전체
코스를 수료해야 하며, 훈련원장의 수료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신용대출
피재장해근로자는 신용에 의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사회보장법전 R 433-10-2항에 의해 규정된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
34) 참고로, 199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된 수료 보너스
는 4,119프랑에서 10,984프랑에 달하였다.

416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는 기업설립에 쓰여야 하고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출금
은 일일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일일 임금수준 상한의 180배를 초과할
수 없다.

6.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요율
가. 재정부담의 주체: 고용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적
으로 부담하는데, 연합징수기관(U.R.S.S.A.F)에 납부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연도의 현행임금이지만, 보험료 부과를 위한
<표 9-1>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 비율(2003년)
부과
기준

임금총액

부과 항목

보험요율(%)
사용자

근로자

전체

건강보험

12.80

0.75

13.55

노령보험

1.60

-

1.60

-

0.10

0.10

가변적(a)

-

-

-

5.40

미망인보험
산재 및 직업병
가족수당
소

5.40
계

노령보험
기준임금
주택보조전국기금
상한
소 계
일반사회보장보전세 (CSG)
일반적 사회보장부채충당세
사회채무 (CRDS)

19.80 +a
8.20
0.10

0.85

20.65 +a

6.55

14.75

-

0.10

8.30

6.55

14.85

-

7.50

7.50

-

0.50

0.50

소

계

-

8.00

8.00

총

계

28.10 +a

15.40

43.5 +a

자료 : 프랑스의 사회보장 보험료 연합징수기관인 URSSAF의 인터넷 자료(http://www.
urssaf.fr/images/ref_BAR01(g6)-Bar.eRGJANVIParis.pdf)에서의 표와 OMNIR
EF(2003: 42)의 표를 조합해서 재구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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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한선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임
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험요율은 <표 9-1>에서 보는 것처
럼 가변적이다. 즉 보험료는 기업별로 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되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나. 보험료 차등요율 적용의 기준: 사업장 규모
보험료의 차등요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첫째, 2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및 직업병 발생 비용에 따
라 사업장별로 보험요율이 정해진다. 실질적인 보험요율은 총보험률
(T)과 추가비율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추가비율은 세 종류의 비율의
합(M1＋M2＋M3)으로 구성된다. 총보험률은 최근 3년간 종업원 총임
금에 대한 산재 및 직업병(통근재해는 제외)에 지급된 비용의 비율이
다. 세 가지 추가비율은 임금에 대한 통근재해에 대해 지급된 비용의
비율(M1), 임금에 대한 직업 재교육 및 관리비에 지출된 비용의 비율
(M2), 임금에 대한 체제간 보상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의 비율(M3)이
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험요율은 T＋M1＋M2＋M3로 계산된다35).
둘째,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이 아
닌 업종별 보험요율(집단비율, taux collectifs)이 적용된다. 집단비율은
전국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해마다 정해지며 업종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1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중간 규모의 사업
장의 경우 사업장 비율과 업종별 비율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속해져 있는 업종별 집단비율을 기준하여 보험요율이
산정된 후 해당 사업장 고유의 비율에 의해서 수정된다.

35) Dupeyroux(1998), 7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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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요율 결정의 주체: 의료보험 지역공단
보험요율의 결정은 의료보험 지역공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험요
율은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 의료보험 지역공단에서 보험요율을 결정
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의미에서 고용주는 위험의 심각성에 대
한 모든 상황을 지역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험요율의
결정은 지역공단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부처의 규정을 따
라야 한다. 우선 매년 사회보장 담당 행정부처는 보험요율 결정에 대
한 정령을 공포하는데, 지역공단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내에서
보험요율을 정해야 한다. 한편, 정령 입안을 위해 산재 및 직업병 위
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이 기구는 사회보장 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재
정적 균형 유지를 위한 일반적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재 및 직
업병 보험요율 산정 요소를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36). 위원회의 결
정은 매년 1월 31일 이전까지 사회보장 담당 행정부처의 장관에게 통
지된다. 만약 이 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통지가 없으면 행정부
가 포고(arrêté)의 형식으로 이를 결정한다. 한편, 정기적 보험요율뿐
만 아니라 지역공단은 장관 포고령에 규정된 조건 내에서 보험요율의
인하 및 추가 보험료의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몇 가지 경우
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고용주가 취한 예방 및 치료 조치의
긍정적 평가, 위험 노출 자재 사용을 통한 예외적 위험 발생의 경우,
예방 조치의 불이행 등을 들 수 있다37). 여기서 추가 보험료는 예외
적 위험이 확인되었던 날로부터 부과된다.

36) 사회보장법전 242조 5항.
37) 사회보장법전 242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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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률적 지위와
특수형태근로자 유형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프랑스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노동법전
(Code du Travail)에 의해 ‘유사근로자’ 등과 같은 통일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직업군 각각에 고
유한 직업적 성격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
고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제도적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자성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판단
되는가?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통상적
근로자로서의 인정여부가 불분명한 직업군에 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기준은 노무 제공자와 그 수령자 사이에 이루어지
는 ‘근로계약(contrat de travail)’의 성격에 달려 있다. 즉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추정되고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일
반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38)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사실적 요건에 의해 근로
계약 관계가 인정되면 그것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2.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서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위하여 종속적 관계 하
38) Jean Pélissier, Alain Supiot et Antoine Jeamaud, Droit du Travail, 20e éd.,
Dalloz,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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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39)으
로 정의되어 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은 첫째, 사
용자를 위한 근로제공이 본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타
인이 대리할 수 없는 전속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이나 수수료 등 그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임금
에 해당하는 보수를 대가로 근로제공을 하는 유상계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임금의 구성 영역 중에서 수당, 수수료, 성과급의 비
중이 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셋째, “명령, 지시하고 감독하며 위반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고 있는 사용자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가 양 계
약자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40) 이 요건이 의미하는 바는 비
록 노무제공자의 조직체에 대한 통합정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즉 종속적 근
로관계 하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는 근로자
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비록 조직체에 대한 통합 정도가 강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
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가 미약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3. 근로자성을 부여받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유형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법률에 의해 근로자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노무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존재하는가
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포괄적 방식을 채택하
39) Cass. soc., 17 avril 1991, N.88-40. 121, Scarline c/ Sté Lalau, 조용만(2003a),
pp.22～23 참조.
40) Cass. soc., 13 octobre 1993, N.89-45. 622, BHV c/ Certain; Jean Pélissier,
Alain Supiot et Antoine Jeamaud, Droit du Travail, 20e éd., Dalloz, 2000,
p.163., 조용만(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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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포괄적 추상적 정
의와 더불어 법률(노동법전)에서 별도의 영역을 두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그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보호와 의
무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직업군을 따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실용적
인 방식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과 별도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
동법상의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노동법전 제7권(Code du
Travail, Livre VI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es professions)에서 유형별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직업군 각각에 대하여 별
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여
부에 관해서 노동법전 제7권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직
업 유형에 따른 특정의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
우에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고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노사중재위
원 등이 참석하여 체결하는 전국적 단체협약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은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법전 제7권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직군이 있다.

가. 에너지산업
- 광부, 채석공: 노동법전 제7권 L711-1에서 L711-12까지
- 광원노조 대의원: 노동법전 제7권 L712-1에서 L712-34까지
- 전기가스 관련 종사자: 노동법전 제7권 L713-1에서 L713-5까지

나. 변형-가공업(Industries de transformation)
- 재택근무자(travailleur à domicile): 노동법전 제7권 L721-1에서
L721-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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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조공, 염색공 등(Tissage et bobinage, Coupe de velours de
coton, teinture, blanchiment et apprêts des étoffes): 노동법전
제7권 L722-1에서 L722-6까지

다. 건설 및 공공작업
- 건설 및 공공작업 종사 인부(travailleurs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노동법전 제7권 L731-1에서 L731-13까지

라. 운송
- 선원: 노동법전 제7권 L742-1에서 L742-11까지
- 항구 하역부: 노동법전 제7권 L742-1에서 L742-2까지

마. 외무원대리인외판원(VRP:
․
․
voyageurs, représentants et
placiers) : 노동법전 제7권 L751-1에서 L751-15까지
바. 기자, 예술가, 모델
- 기자(Journalistes professionnels): 노동법전 제7권 L761-1에서
L761-16까지
- 예술가, 작가, 작곡가, 문인(Artistes de spectacles, auteurs,
compositeurs, gens de lettres): 노동법전 제7권 L762-1에서
L762-12까지
- 모델(mannequin): 노동법전 제7권 L763-1에서 L763-12까지

사. 건물관리인, 수위, 가내 고용인, 산후조리사
- 건물관리인, 수위: 노동법전 제7권 L771-1에서 L77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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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 고용인: 노동법전 제7권 L772-1에서 L772-3까지
- 산후조리사: 노동법전 제7권 L773-1에서 L773-7까지

아. 기타 특수형태 직군
: 노동법전 제7권 L781-1에서 L784-1까지

제4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운영원칙과 적용실태
-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의
․
․
경우

노동법전 제7권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부여됨으로써 일
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랑스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직군 유형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산업영
역에 걸쳐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직군에 해당하는 근로
자들은 역시 노동법전 제7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
체계의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de la Sécurité Sociale)에 편입되어
서 산재보험에 대한 당연적용대상이 되어 있다. 즉 노동법전 제7권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방식의 유형은 분리된 강제적용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무수행
방식과 내용에 따른 직종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직무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제반
문제는 직업군에 따른 별도의 전국차원의 단체협약41)을 통하여 해결
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노사중재위원 등이
41)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des V.R.P.”. 프랑스에서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 voyageurs, représentants et placiers)의 지위와
권리/의무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1975년 10월에 체결한 전국적 차원의 단체협
약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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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여 체결된다.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직무의 형식과 내용이 우리
나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무의 형식과 내용에 대응될 수 있는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의
․
․
경우를 선택하여 산재보험제도 운영원칙과

적용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의 외무원대리인외판원에
․
․
대
응 가능한 우리나라의 직업군으로는 직무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보험모집인, 외판원, 퀵서비스 배달원 등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고 직무의 형식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학습지교사와 유사점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1.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의 업무상 특징과 인정요건
노동법전 제7권 5편의 첫 조항인 L751-1조항에는 외무원대리
․

인외판원
․
(VRP: voyageurs, représentants et placiers)의 업무상 특
징을 명시하고 있다.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의 주요한 업무 활동은 기업의 주문

을 받기 위하여 기업 외부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기존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을 방문하고, 주문을 확보
하고 회사에 전달하는 것인데, 이 업무상 활동이 기업의 외부에서 주
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이

그들의

사용자와

체결된

계약이 명시적인 것이든, 묵시적인 것이든 근로계약으로 판정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의
․
․
직무 성격에 대
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개별 사용자이든 복수의 사용자이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하는 자이어야 한다. 둘째, 위 사용자(기
업)의 대리인으로서의 직업을 항상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
떠한 유효한 상업적 활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판매와 구매 대
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제공의 성격, 직무수행지역과 방문할 고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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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리고 임금비율에 대하여 사용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자이어
야 한다.42)
이상의 요건 중 직무수행지역이 약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방문할 고객의 범주가 충분히 명시된 약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직무수행지역과 고객범주 모두가 약정을 통하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에는 외무원대리인외판원으로서의
․
․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에 다른 직업적 활동이나 근로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계약 내용에 없다고 하더라도 외무원대리인외판
․
․
원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43) 그리고 서면계약이 없더라
도 사실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노동법전 제7권 5편에서 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무원대리인외판원으로
․
․
추정
된다.44)

그리고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의
․
․
급여는 정해진 임금의 형식, 실

현된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의 형식, 그리고 임금과 수수료의 혼합
형태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수수료는 적어도 매 3개월 마다
지급되어야 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45) 한편, 직무활동의 수행에 대

한 일정한 임의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외무원대리인외
․
․
판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SMIC)이 보장되지 않는다.46)

42)
43)
44)
45)
46)

노동법전 제7권 L751-1조항.
노동법전 제7권 L751-2조항.
노동법전 제7권 L751-4조항.
노동법전 제7권 L751-12조항.
그러나 예외도 있다.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에 대한 전국적 단체협약에
의하여 다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종일근무를 하는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된 분기당 최소임금 수준을 보장
하고 있다. 이 때 분기당 최소임금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한 시
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520을 곱한 액수로 규정되어 있다(Chambre de Métier
d'Alsace(20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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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부담 주체와 보험요율
가. 보험료 부담 주체
외무원대리인외판원에
․
․
대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
적으로 부담한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연합징수기관(U.R.S.S.A.F)에 납
부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의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de la
Sécurité Sociale)에 포함되는 모든 직업 영역과 마찬가지로 외무원․

대리인외판원에
․
대한 보험료 부과의 기준임금은 해당연도의 현행임
금인 반면에 보험료 부과를 위한 임금상한선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
로 한다.
<표 9-2>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 비율(2003년)
부과
기준

임금
총액

부과 항목

사용자

근로자

전 체

건강보험

12.80

0.75

13.55

노령보험

1.60

-

1.60

-

0.10

0.10

산재 및 직업병

1.50

-

-

가족수당

5.40

-

5.40

미망인보험

소
기준
임금
상한

보험요율 (%)

계

21.30

0.8547)

22.15

노령보험

8.20

6.55

14.75

주택보조전국기금

0.10

-

0.10

8.30

6.55

14.85

-

7.50

7.50

-

0.50

0.50

-

8.00

8.00

29.60

15.40

45.00

소

계

일반적 일반사회보장보전세 (CSG)
사회 사회보장부채충당세(CRDS)
채무
소 계
총

계

47) 이 비율은 프랑스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57지역, 67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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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프랑스의 사회보장 보험료 연합징수기관인 URSSAF의 인터넷 자료(http://
www.urssaf.fr/images/ref_BAR01(g6) - Bar.eRGJANVIParis.pdf)에서의 표와
OMNIREF(2003: 42)의 표를 조합해서 재구성했음.

한편,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적용

되는 보험요율은 제3절의 <표 9-1>을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의
․
․
경
우에 맞게 변형한 <표 9-2>에서 보는 것과 같다.

나. 보험요율
<표 9-2>에 제시된 산재보험요율 1.5%는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직업군의 경우에 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보험요율의 결정은 매년 의료보험 지역공단에서 한다. 따라서 고용
주는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모든 상황을 지역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험요율의 결정은 지역공단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
앙정부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선 매년 프랑스 노동-복지연대
부의 사회보장 소관 부처는 보험요율 결정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는데,
지역공단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내에서 보험요율을 정해야 한
다. 한편, 정령 입안을 위해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이 기구는 사회보장 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재정적 균형 유지를 위한
일반적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재 및 직업병 보험요율 산정 요
소를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48).
위원회의 결정은 매년 1월 31일 이전까지 사회보장 담당 행정부처의

과 68지역에 거주하는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의 경우 이 비율

은 2.55에 이른다. 기타 전 지역에 거주하는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율이 표에서 제시한 0.85%이다.
OMNIREF(2003), 42쪽 64항목의 표.
48) 사회보장법전 24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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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통지된다. 만약 이 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통지가 없으
면 행정부가 포고(arrêté)의 형식으로 이를 결정한다. 한편, 정기적 보
험요율뿐만 아니라 지역공단은 장관 포고령에 규정된 조건 내에서 보
험요율의 인하 및 추가 보험료의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몇 가
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고용주가 취한 예방 및 치료
조치의 긍정적 평가, 위험 노출 자재 사용을 통한 예외적 위험 발생의
경우, 예방 조치의 불이행 등을 들 수 있다49). 여기서 추가 보험료는 위
에서 언급한 예외적 위험이 확인되었던 날로부터 부과된다.

3. 소득 산정방식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50)이 지난 외무원대리인외판원에
․
․
대한
산재보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의 결정은 산재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고정급, 성과급, 수당, 수수료 등
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산재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활동을 못하게 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는 수당 등
도 기준임금의 구성요소로 인정된다.51)

한편 외무원대리인외판원에
․
․
대한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일반체제의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산정은 직업의 특수성
에 따른 비용, 즉 직업적 이동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직무수행 비용
등을 감안해서 일인당 연간 7,600유로의 한도 내에서 외판원에 지급된
총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사용

주가 가입한 사적 보험에 의해 외무원대리인외판원에게
․
․
보험급여
가 지급될 경우 그 급여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52)

49) 사회보장법전 242조 7항.
50) 근로계약체결 1년 이내의 근로자의 경우 기준임금은 산재발생일 이전까지 지
급받은 월 임금 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함으로써 산정된다.
51) 1975년 10월에 체결된 전국적 차원의 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des V.R.P.)의 부록 3항.
52) OMNIREF(2003), 43쪽,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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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의 종류와 수준
외무원대리인외판원에
․
․
대한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본
장의 2절 5항에서 상술한 사회보장 일반체제에서의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수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적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
라 2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의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이
․
․
30일

이상 근로중단 상태에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사회보장
일반체제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이
추가적인 급여는 근로중단 11일째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53)
① 2～5년 고용되어 있는 경우: 45일간 지급하며 추가지급액은 급
여액의 1/60.
② 5～10년 고용되어 있는 경우: 45일간 지급하며, 추가지급액은 급
여액의 1/60. 이후 15일간 추가지급액은 급여액의 1/120.
③ 5～10년 고용되어 있는 경우: 60일간 지급하며, 추가지급액은 급
여액의 1/60. 이후 15일간 추가지급액은 급여액의 1/120.
④ 15～20년 고용되어 있는 경우: 75일간 지급하며, 추가지급액은
급여액의 1/60. 이후 15일간 추가지급액은 급여액의 1/120.
⑤ 20～30년 고용되어 있는 경우: 90일간 지급하며, 추가지급액은
급여액의 1/60. 이후 15일간 추가지급액은 급여액의 1/120.
⑥ 30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120일간 지급하며, 추가지급액은
급여액의 1/60.

제5절 요 약

1.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53) CMA(2002),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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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보험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보험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② 산재로 인한 손실 전체에 대한 총액보상이 아니라 정액보상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③ 민법상 책임과 관련해서 보면, 사용자 등 산재원인제공자에 대
한 민사상 손해보상책임의 면제를 특징으로 하는 소위 ‘민사책
임배제의 원칙(le principe d'immunité)’을 견지하고 있다.
④ 산재보험 구조의 성격은 전국적 단일 구조이다.
⑤ 산재보험 운영 유형은 공적사회보험형에 속한다.
⑥ 사회보험 전체체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산재보험 행정체계
의 측면에서는 전체사회보험통합형이지만, 수급요건, 급여의 종
류 및 수준, 산재, 직업병 및 통근재해에 대한 별도의 법과 제도
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강제산재보험형에 속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프랑스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행정적 관리와 운영은 의료보험공단의
임금근로자 담당 기관인 ‘임금근로자 의료보험공단’에서 행하고 있다.
의료보험공단은 질병, 출산, 장해, 사망, 산재/직업병/통근재해 관련 사
회보험 업무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의료보험공단은 3단계의 서
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중앙에 ‘전국 임금근로자 의료보험공단
(C.N.A.M.-T.S: Caisse natioanle de l'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이 있고 광역 지역(région) 차원에서 총 16개의 임
금근로자 의료보험지역공단(C.R.A.M.-T.S)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간 자치단위인 도(département) 수준에서 임금근로자 의료보험기초
공단(C.P.A.M-T.S)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수는 129개로서 도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복수의 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초공단
관할 지역의 규모에 따라 출장사무소가 별도로 운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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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프랑스에서는 법률에 의해 근로자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는 않고 노무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존재하는가
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포괄적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포괄적 추상적 정
의와 더불어 법률(노동법전)에서 별도의 영역을 두어 특수형태직업
중 그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보호와 의무 사항
이 적용되어야 하는 직업군을 따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실용적인 방식
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과 별도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
한 노동법상의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노동법전 제7권(Code
du Travail, Livre VI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es
professions)에서 유형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 직업군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에 단결권이 보장
되어 있는데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노사중재위원 등이 참석하여
체결하는 전국적 단체협약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세부적 사
항을 결정한다.
노동법전 제7권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직군이
있다.
① 에너지산업 부문에 속하는 직군으로 광부, 채석공, 광원노조 대
의원, 전기가스 관련 근로자,
② 변형-가공업(Industries de transformation)관련 근로자로서 재택
근무자(travailleur à domicile)와 직조공, 염색공(Tissage et
bobinage, Coupe de velours de coton, teinture, blanchiment et
apprêts des étoffes),
③ 건설 및 공공작업에 종사하는 인부(travailleurs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④ 운송 부문에서 선원, 항구 하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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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무원대리인외판원(VRP:
․
․

voyageurs,

représentants

et

placiers),
⑥ 기자, 예술가, 작가, 작곡가, 문인(Artistes de spectacles,
auteurs, compositeurs, gens de lettres), 모델(mannequin),
⑦ 건물관리인, 수위, 가내 고용인, 산후조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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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부담 주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외무원대리인
․
․
외판원(VRP)의 경우
외무원대리인외판원에
․
․
대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
적으로 부담한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연합징수기관(U.R.S.S.A.F)에 납
부한다.

5. 보험요율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외무원대리인외판원
․
․
(VRP)의 경우
2003년 기준 산재보험요율은 1.5%이다. 이 요율은 외무원대리
․

인외판원
․
직업군의 경우에 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보험요율의 결정은 매년
의료보험 지역공단에서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모든 상황을 지역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험요율의 결정
은 지역공단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선 매년 프랑스 노동-복지연대부의 사회보장 소관 부처는 보
험요율 결정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는데, 지역공단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내에서 보험요율을 정해야 한다. 한편, 정령 입안을 위해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가 개입한다. 이 기구는 사회보장 재정법이 정
하고 있는 재정적 균형 유지를 위한 일반적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산재 및 직업병 보험요율 산정 요소를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6. 소득 산정방식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난 외무원대리인외판원에
․
․
대한 산
재보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의 결정은 산재 발생일 이전 12
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고정급, 성과급, 수당, 수수료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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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산정은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비용, 즉 직업적 이동성 등에 의
해 발생하는 직무수행 비용 등을 감안해서 일인당 연간 7,600유로의
한도 내에서 외판원에 지급된 총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
인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사용주가 가입한 사적 보험에 의해 외무원․

대리인외판원에게
․
보험급여가 지급될 경우 그 급여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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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제1절 일본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소개의 필요성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검토와 관련된 논의에서 일
본 노재보험(勞災保險) 특별가입제도의 소개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보
다도 산재보험제도의 면에서 일본이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과 유
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
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볼 때,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양국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일본의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다2).
둘째, 양국에 비록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은 없다고 할지라도 근로자
와 유사한 속성의 직업종사자를 특례로서 산재보험의 가입을 허용하
는 제도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소사업주나
자영업자 등은 ‘노동자’와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

1) 본절(일본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소개의 필요성)은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산
업복지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근로자’라 부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본의 노동기준법
에 따라 그대로 ‘노동자’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노동자’가 혼합되
어 사용되지만, 두 개념은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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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65년부터 특별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3). 한국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특례제도로서 현장에서 실습중
인 학생과 직업훈련생 그리고 해외파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특별가입제도는 좋은 시사를 제공하여 준다고 보겠다.
이하 제2절에서는 특별가입제도의 개요를, 제3～6절에서는 특별가
입제도 적용대상직군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하고, 제7절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절 특별가입제도의 개요4)

1. 특별가입제도 창설의 경위
노재보험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공정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부를
행하고, … (중략) …, 이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의 노동재해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 사업주, 자영업자 등은 노재보험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 자영업주, 가족종업원
등 노동자 이외의 자 중에는 그 업무와 통근실태, 또는 재해 발생상황

3) 이들은 1947년 노재보험법 성립 당시부터 행정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되
었으며, 이 행정조치를 확대, 제도화한 것이 특별가입제도이다.
4) 본절(특별가입제도의 개요)은 이홍무(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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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노동자에 준하여 노재보험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가 있다. 한편, 노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법의 속지주
의에 의해서 일본국내의 사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국외의 사업장에 파견된 자는 설령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본의 노재보
험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 외국 중에는 보상제도가 확
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보상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각국의 의료나 생활실태의 사정에 의해서 보험급부의 내용
과 수준이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
동자에 대해서도 국내노동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별가입제도는, 이상과 같은 자에 대해서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
근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노재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히 노재보험의 가입을 인정한 것이다. 특별가입제도는 1960년의 노재
보험법의 개정시에 창설된 제도이며,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1976년의
동법개정시에 특별가입의 범위에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특별가입제도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업종의 범위의 결정에는 상술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960년 제도창설시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
의회(이하, 노재보험심의회라고 칭함)는 다음과 같이 답신하고 있다.
“… 특별가입에 관해서는 업무의 실태, 재해발생상황으로부터 노동
기준법의 적용노동자에 준해서 보호해야 마땅한 자에 대해서 특례로
서 노재보험을 적용하는 취지이므로, 그 실시에 즈음해서는 노재보험
본래의 명분을 이탈하거나 제도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특별가입자의 범위
에 대해서는 업무의 위험도 내지 그 사업의 재해율에 비추어 특히 보
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고려함과 동시에, 특별가입자의 종사
하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성 내지는 특정성이 있어, 보험업무의 기술적
처리의 적확(的確)을 기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야만 하며 …”
즉, 특별가입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①업무의 실태, 재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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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상황 등에 비추어 노동자로서 보호하기에 적합한 자인가 아닌가,
②업무의 실태에 비추어 그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으며, 업
무재해의 인정을 비롯하여 보험관계의 적정한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
능한가 아닌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이 특별가입제도의 창설 이전에도 목수, 미장이, 토비5), 석공
등의 1인경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들 단체를 통해서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으며, 특별가입제도는 이를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별가입의 범위
노재보험에 특별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소사업주 및 종사자
① 중소사업주(노재보험법 제27조제1호)
특별가입을 할 수 있는 중소사업주(사업주가 법인 기타의 단체인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상시 300명(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또는 소매업은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은 100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다.(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6)
<표 10-1> 중소사업으로 인정되는 규모
업

종

노동자 수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소매업

50명

서비스업/도매업

100명

상기 이외의 업종

300명

자료 : 노재보험법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5) ‘토비’는 건축현장에서 높은 장소에 올라가 일하는 인부로 일반 건축인부와 구별
되는 기능직이나, 번역이 마땅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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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제도가 국가의 중소기업대책
으로서의 면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용하는 노동자의 수는, 개개 사업장
별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노동자수에 의하게 되므로, 하나의 기업에
공장과 지점 등이 복수로 있는 때에는 각각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수
를 합계한 것이 된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 도매업 및 서비스업의 내용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하지만, 청소업, 화장업, 도
축업, 자동차수리업 및 기계수리업에 대해서는 그 작업의 실태가 제조
업 등의 작업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상시 300명 이하의 사업의 업
종에 포함시켜 취급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서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
자 수를 보고, 주로 어떤 업종에 속하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상시 300명, 100명 또는 50명의 노동자에는 상용임시고
․

용일용직의
․
모두가 포함되는데, 원래 중소사업주의 특별가입은, 노
동자에 대해 본래의 보험관계가 성립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보
험관계에 포함시켜서 취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동자에 대해서 보
험관계가 상당기간에 걸쳐 존속하는 것이 예정되게 된다.
현재의 해석에서는, ‘상당기간’이란, 1년간에 100일 이상의 기간 노
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계속하여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간에 100일 이상에 걸쳐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수차의 청부에 의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일괄되
어 원 청부인만이 사업주가 되지만, 이것은 보험기술상 원 청부인만을
보험가입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하청부인의 사업주라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하청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유기사업에 대하여 이미 일괄취급을 받았다면, 그 기업활동의
일부로서 하청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괄된 유기사업의 보험관계에
근거한 중소사업주로서 특별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법인 기타의 단체인 때에는, 사업주로서 특별가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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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그 대표자가 된다. 즉,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대
외적인 대표권을 가지는 자에게 한정되므로, 소위 임원이어도 정관 등
에 의해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자
가 아니라, 이러한 자는 다음에 설명하는 중소사업주의 사업에 종사하
는 자로 특별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별가입을 할 수 있는 중소사업주는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중소사업주의
특별가입제도와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제도가 대부분 걸쳐 있어서, 노동
보험사무조합의 보급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촉진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위탁도
특별가입자만의 분이 아니라 그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본래의 보
험관계분의 위탁을 전제로 하고, 그와 함께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특별가입 전에 미리 본래의 보험관계에 대하여 노동보험사
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특별가입과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위탁하면 되는 것이다.
중소사업주가 특별가입을 인정받게 된 것은, 중소사업의 경우 사업
주는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노
동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데 적당한 외에 중소사업주의 특별가입을 통
하여 중소사업의 노재보험에 대한 가입 촉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후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중소사업주가 특별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노동보험사무 처리를 노동보험
사무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중소사
업주의 특별가입을 통하여 중소사업의 노재보험에 대한 가입촉진이
기대되는 것이다.
② 중소사업주가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노재보험법 제27조 제2호)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노동자 이외의 자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즉, 특별가입을 할 수 있는 중소사업주
의 가족종사자거나 중소사업주가 법인 기타의 단체인 경우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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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에 ‘종사하는’이라고는 하지만, 그 종사의 방법은 천차만
별이다. 예를 들면, 가족종사자와 같은 경우 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자,
1일 중 불특정한 일부 시간만 일하는 자, 여름휴가중만 일하는 자, 가
사와 가업의 구별이 안 되는 자 등, 자에 따라 여러가지인데, 제도상
예정되어 있는 것은 노동자와 같이 상시 종사하는 자이다. 실제로는,
가입신청서의 별지로 제출이 요구되는 특별가입자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특별가입자로 취급되게 된다.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
면,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라고 주장해도 특별가입자로는 취급되지 않
고, 물론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비록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잘못 기입된 것으로 되어 특별가입자로서는 취급되지 않는다.

나. 1인경영 자영업자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일의 위험
정도, 업무와 사생활과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는가의 여부(업무상
인가 아닌가의 판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다음
의 자에 한하여 특별가입이 인정된다.
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 사업을 하는 자 즉,
개인택시업자와 자동차에 의한 개인화물운송업자가 해당한다. ② 토
목, 건설사업을 하는 자이다. 목수, 미장이, 석공 등 소위 1인경영으로
불리는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③ 어선에 의한 어업을 행하는 자이다.
어선을 타고 작업을 행하는 자영업자에 한정한다. ④ 임업사업을 하는
자이다. 식목, 벌목, 목탄제조 등을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⑤ 의약
품의 배치판매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각 가정에 상비약 등의 의약품

을 배치판매하는
․
자가 이에 해당한다. ⑥ 재생이용이 되는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선별, 해체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1인경영 기타의 자영업자로서 특별가입이 인정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함을 상태로 하는 자에 한한다. 어
쩌다 노동자를 사용해도 지장은 없지만, 1년 중 상당기간에 걸쳐 노동
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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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사업주로서 특별가입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상
당 기간’이란 중소사업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일이다. 또한 자영
업자이더라도, 이름만으로 자기 자신이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는 특별가입할 수 없다. 제도의 취지로 보아, 노동자와 같은 상태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일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영업자이더라도, 자기자신이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
이 아니면 제도의 취지에서 특별가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그 사업
의 손익의 최종적인 귀속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거
나, 건축작업현장에서 일하거나, 어선에 승선하거나, 벌목의 작업을 하
거나, 의약품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등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경영 기타의 자영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노동자 이외의 자, 즉 통상은 가족종업자로 그 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를 말하지만, ‘특별가입 신청서’ 별지의 특별가입자의 명부를 통하여
확정되게 된다.
한편, 1인경영 자영업자조합은 중소기업복지사업단 산하단체로서
노동기준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다. 그 후 운수사업1인경영자영업조
합이 설립되어 건설업이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1인경영 자영업자가 가
입해 있다. 이러한 1인경영 자영업자는 기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하
지 않기 때문에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1인경영자영업자조합을 적용사업주, 조합에 가
입한 1인경영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간주해서, 노재보험에 특별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인경영 자영업자가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1인경영 기타의 자
영업자가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사업에 상시로 종사하는 것
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족 종업원이 이에 해당한다.

다. 특정작업 종사자
중도의 장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다음의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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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1) 특정농작업 종사자(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8 제1호 가)
특정농작업 종사자로서 특별가입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연간 농
업생산물 판매액 300만엔 이상 또는 경영경지면적 2헥타르 이상의 농
업(축산 및 양잠을 포함)의 사업장에서 토지의 경작 또는 개간, 식물
의 재배 또는 채취, 또는 축산(가축 및 벌을 포함) 또는 누에의 사육
작업(이하 ‘경작 등 작업’이라고 말한다)으로, 다음의 한 가지 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①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경작 등 작업이다.
②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의 작업이다. 또한 40도 이상의 경사지
에 대해서는, 수평면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이면 그 장소의 경작 등
작업도 대상이 된다. ③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 제6제7호의 산소
결핍위험장소의 경작 등 작업. ④ 농약 살포 작업이다. ‘농약’이란 농
약단속법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약제로,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⑤ 소, 말, 돼지에 접촉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작업이다. 또한 조교는 경작 등 작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1농가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데, 농가의 집단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소위 지역영농집단(이하 ‘영농집단’이라고
한다) 또는 농사조합법인을 말한다)는 당해 집단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 농가의 규모가 작아도 영농집단 또는 농사조합법
인에서 농업생산물 총판매액 300만엔 이상 또는 경영경지면적 2헥타
르 이상이면, 각 구성 농가에 대하여 규모요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취
급한다.
2) 지정농업 기계작업종사자(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8 제1호 나)
지정농업 기계작업종사자로서 특별가입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대
해서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서 중도의 상해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자에 한정되어, 또한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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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의한 작업의 범위는 농작업의 모든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의 토
지 경작 및 개간 및 식물의 재배 및 채취 작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양잠 및 양축의 작업은 제외되지만, 여기에 관한 것 모든 것이 제외되
는 것이 아니라, 양잠 또는 양축을 위해 뽕나무밭 또는 풀밭의 관리
등을 하는 작업은 농업에서의 식물 재배의 작업으로 취급된다.
‘중도의 상해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기계’에
대해서는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정되지만, 그 종류는 다음과 같
다. (1965.10.30 노동성고시 제46호, 개정 1974.2.23 노동성고시 제7호,
55,3,25 제17호)
① 동력 경운기, 기타의 농업용 트랙터(경운정지용 기구, 재배관리
용 기구, 방제용 기구, 수확조정용 기구 또는 운반용 기구가 연
결되고 또는 장착된 것을 포함한다)
② 앞에서 열거하는 기계 이외의 자주식 기계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가. 동력구굴기, 나. 자주식 전식기, 다. 자주식 스피트스프레어
기타의 자주식 방제용 기계, 라. 자주식 동력삭취기, 콤바인 기
타의 자주식 수확용기계, 마. 트럭 기타 자주식 운반용기계
③ 다음에 열거하는 정치식 기계 또는 휴대식 기계
가. 동력양수기, 나. 동력초삭기, 다. 동력 커터, 라. 동력 적채기
(摘採機), 마. 동력 탈곡기, 바. 동력 절단기 등, 사. 동력 톱, 아.
단궤조식 운반기, 자. 컨베이어
3) 직장적응훈련 수강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작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는 실업자 등 구직자가 직장에 쉽게 적
응하게 하고, 또한 취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킬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훈련으로,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도 지
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게
특별가입의 길을 연 것이다. 또, 사업내 직업훈련을 받는 자는 고용관
계도 있고 임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노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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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 종사자(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8
제2호 나)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 종사자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
하는 구직자의 취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위탁된 자(노동대신이
정한 것에 한정된다)로서 행해지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은 공공직업훈련인데, 그 수강자 중 이
직자 및 젊은 구직자는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단체 등과의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재보험법
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노동자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가입의 대상자가 된 것이다.
또한,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을 수강하는 자로, 재직자인 자가 사
업주의 명령에 의해 수강하는 경우는 당연히 노재보험법의 적용이 된
다.
5) 가내노동자 및 그 보조자(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8 제3호)
가내노동자란 물품의 제조, 가공 등 또는 판매 또는 이러한 청부를
업으로 하는 자이며, 가내노동법 제2조제3항에 정하는 위탁자로부터
주로 노동의 대상을 얻기 위해 그 업무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대하
여 위탁을 받아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그 업무
에 대하여 동거의 친족 이외의 자를 사용하지 않음을 상태로 하는 자
(가내노동법 제2조제2항)를 말한다. 보조자란 가내노동자의 동거 친족
으로 당해 가내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
가입을 할 수 있는 가내노동자 및 그 보조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종사하는 업무 및 작업이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내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가 통상 가정 내
이고, 그 재해에 대한 업무기인성이 명확하지 않는 염려가 있는 점에
서 이러한 가내노동자 등의 행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작업을 지정하여
특별가입을 인정한 것이다.
① 프레스기계, 조판기, 판형기, 샤링, 선반, 볼반 또는 프라이스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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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행하는 금속, 합성수지, 가죽, 고무, 천 또는 종이 가공
의 작업
② 연삭반 또는 바프반을 사용하여 행하는 연삭 또는 연마 또는 용
융한 납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성형 또는 용해작업으로, 금
속제 양식기, 칼 종류, 밸브 또는 콕 제조 또는 가공에 관련된 것.
③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 제6의2에 열거하는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6호) 제1조제1항제2
호의 유기용제함유물(이하 ‘유기용제 등’이라고 한다)을 사용하
여 행하는 작업으로, 화학섬유제품, 피혁제품 또는 천 제품의 신
발, 가방, 주머니, 복장용 벨트, 장갑 또는 미트 또는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칠기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련된 것.
④ 진폐법(1960년 법률 제30호) 제2조제1항제3호의 분진작업 또는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제4제6호의 납화합물(이하 ‘납화합물’
이라고 한다)을 함유하는 유약을 사용하여 행하는 시유 또는 납
화합물을 함유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행하는 그림그리기 작업
또는 당해 시유 또는 그림그리기를 한 물건의 소성(燒成)작업에
서 도자기의 제조에 관련된 것.
⑤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합사기, 연사기 또는 직기를 사용하여 행
하는 작업
⑥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으로, 불단 또는 목제 또는 대나
무의 식기 제조 또는 가공에 관련된 것.
6)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조합(이와 비슷한 국가공무원의 직원
단체 등도 포함된다. 이하 ‘노동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상근임원은 중
소사업주로서 특별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에 대해서도 거의 노
동자인 전업직원(노동조합 등이 고용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과 같은
실태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 준하여 노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재보험에 특별가입하는 길을 열었다. 노동조합 등의 상근
임원으로 특별가입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 등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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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업장 또는 집회장소 또는 도로, 공원 기타의 공공용으로 제공되
는 시설에서 집회의 운영작업, 단체교섭 작업, 기타 당해 노동조합 등
의 활동에 관련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7) 개호작업 종사자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1992년 법률 제63
호)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호관계 업무에 관한 작업으로, 입욕, 배
설, 식사 등의 개호 기타의 일상생활상의 시중, 기능훈련 또는 간호에
관련된 것을 행하는 자는 특별가입할 수 있다.

라. 해외파견자
노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법률의 일반원칙인 속지주의에 의해 일본국
내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사업에서 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노재보험의 보호는 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제
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에는 노동재해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고, 또한 노동재해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라 해도 그 수준은
각국의 의료와 생활실태 등의 실정에 의해 급부수준이 정해지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는 보상의 내용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일본에서 해외의 사업에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노재보험
의 원칙 및 보험기술상 가능한 범위에서 노재보험의 가입을 인정하여
보호를 도모하는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제도가 1977년의 노재보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되었다.
1) 해외특파자로서 특별가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이
다.(노재보험법 제27조제6호 및 제7호)
가) 국제협력사업단 등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의 실시 사업
(유기사업을 제외)을 하는 단체에서 파견되어, 개발도상지역에
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유기사업을 제외)에서 파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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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공장, 현장, 현지법인, 해외의 제휴처기업 등 해외에
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다)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유기사업을 제외)에서 파견되어
해외지점, 공장, 현장, 현지법인, 해외의 제휴처기업 등 해외에
서 이루어지는 300명(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또는 소매업으
로는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에서는 100명) 이하의 노동자
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기타 노동자 이외의 자
2)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의 취급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
과 같다.
가) 파견처의 사업과 고용관계는 전근, 재적 파견, 이적파견 등 여
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라도 파견처
의 사업주 명령에 의해 해외의 사업에 종사하고, 그 사업과의
사이에 현실의 노동관계를 가진 한, 특별가입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하는 단체’로는, 국제협력사업
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외의 단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국외의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술협력을 행하는 것
으로, 보험료납부 등의 실무를 행할 능력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 또한,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국내의 단체 또는
사업주가 하는 사업(이하 ‘파견한 곳의 사업’이라고 한다)이 ‘사
업의 기간이 예정된 사업(유기사업)’일 때에는 거기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자는 특별가입할 수 없다. 파견되어 해외에서 종사하
는 사업(이하 ‘파견된 곳의 사업’이라고 한다)의 종류, 형태 등
은 관계없다. 즉, 파견된 곳이 해외지점, 합병사업, 현지법인 등
은 일체 관계없다. 또한 파견된 곳의 사업이 소재하는 국가 중
이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를 후생노동성령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적용 제외되는 국가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또, 파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근, 재적
파견, 이적파견 등 파견의 형태에는 관계없고, 파견한 곳의 사
업의 사업주의 명령으로 해외의 파견된 곳의 사업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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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파견된 곳의 사업과의 사이에 현실적인 노동관계를 가진 한,
특별가입자로서 자격을 가진다.
나) 해외파견자로서 특별가입할 수 있는 것은 새로 파견된 자에 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해외의 사업에 파견되어 있는 자를
특별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채용자는, 해외파견자
특별가입제도의 취지 및 그 가입요건으로 보아, 특별가입의 자
격이 없다.
다) 단순한 유학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
므로, 특별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파견된 국가에 대해서 특별가입제도의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
국가는 현재 없다.
해외출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파견’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 해외출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일본의 노재보험이 적용되
고 노동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출장자는 당연히 노재보험의 급부를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에서 해외출장자가 되는가, 해외파견자로 특별가
입해야 하는가는, ①노동의 장소가 단순히 해외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
무하는가, ②해외사업장에 소속하여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
라 근무하게 되는가라는 점에서,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판단하게 된다. 또한, ‘파견되는 자’란 새로 파견되는 자에 한정되
지는 않는다. 이미 해외 사업에 파견되어 있는 자도 특별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된 곳 사업의 대표자(예를 들면 현지법인의 사장)로
서 파견되는 자 등은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또 유
학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자는 ‘해외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파견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특별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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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절차
가. 절차
1인경영자, 기타 자영업자 등의 단체가 특별가입에 의해 보험의 적
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단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어 보험관
계가 성립하게 된다. 새롭게 특별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중소사업주 등이 특별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
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보험관계가 성립할 것과 노동보험의 사무
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①중소사업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
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특별가입신청서(양식 제34호의 7)를
제출한다. ②동일한 중소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의 사업주로 되어 있
는 경우, 전기한 특별가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때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희망하는 업종별로 특별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 ③중소
사업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가입의 신청을 할 때에는 가족종사자
등 노동자 이외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전원을 포괄하여 특별가
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④특별가입의 신청을 할 때에는 작업의 구체
적인 내용, 업무이력 및 희망하는 급부기초일액 등을 신청서 별지에
기입하고,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해서
노동기준국장에게 가입신청을 하고,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을 얻는 절차
가 필요하게 된다. ⑤특별가입신청에 대한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은, 당
해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범위 내에서 특별가입을 신청
하는 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날이 된다.
이미 특별가입을 승인받은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이미 특
별가입을 승인받은 자로 성명, 작업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입에 관한 변경신고’(양식 제34호의8)를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
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②이미 특별가입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새롭게 사업주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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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새롭게 사업에 종사하게 된 자가 특별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립해 있는 보험관계를 기초로 하여 특별가입 절차를 하기 때문에
신청서가 아닌 변경신고를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노동기준감독
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당해 사업의
일부의 자가 특별가입자로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변
경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가입의 변경신고에 대한 노동기준국장
의 변경결정은, 당해 신청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의 범위에
서 특별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날이 된다.
특별가입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는데, 이 탈퇴신청
은 중소사업주와 노동자 이외의 자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전원을
포괄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노
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게 ‘특별가입 탈퇴신청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소사업주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
〔그림 10-1〕 특별가입 신청

해외

특정작업

1인경영자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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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등

or

or

or

원파견

특정

1인경영

단체

작업

자영업자

또는

종사자

단체

사업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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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
사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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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때에는 특별가입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또, 다음의 경우
에는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①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은
그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성립해 있는 보험관계를 전제로 인정되
는 것이므로,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소멸일에 특별가입자
의 지위도 소멸한다. ②중소사업주가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
는 그 폐지 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소멸한다. ③노동보험사무조합
에 노동보험의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중소사업주가 위탁을 해제
한 경우는 그 해제일에 특별가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한다.

나. 건강진단
특별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특별가입 예정자의 업무 종류’란에 따라,
각각의 종사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
별가입의 신청시에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건강진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특별가입을 신청하는 중소사업
주 등으로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처음에 ‘특별가입시 건강진단 신청서’(특진양식 제7호)를 노동기준감독
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신청서의 업무이력에서 판단하여 건강진단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기준감독서장으로부터 ‘특별
<표 10-2> 건강진단이 필요한 업무의 종류
특별가입 예정자의
업무의 종류

특별가입 전에 좌란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통산기간)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3년

진폐 건강진단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1년

진동장해 건강진단

납 업무

6개월

납중독 건강진단

유기용제업무

6개월

유기용제 중독 건강진단

자료 :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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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건강진단 지시서’ 및 ‘특별가입시 건강진단 실시의뢰서’가 교부된
다. 가입시 건강진단 대상자는 지시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지시된 진
단 실시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진시에는 의뢰
서를 당해 진단 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의 건강진단
에 요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수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는
자기부담이 된다. ③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당해 진단실시기관이 작성
한 ‘건강진단 증명서’(특별가입자용)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노동기준감
독서장에게 제출한다.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엑스선 사진을 건강진단증명서에 첨
부해야 한다. ④신청서는 신청과 동시에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 수진 후, 신속하게 건강진단 증명서를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이미 특별가입을 승인받은 사
업에서, 새롭게 사업주가 된 자 또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자 중 건강
진단이 필요한 자는 신청서를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 지시서
및 의뢰서가 교부된 뒤에 건강진단을 수진하고, 변경신고에 그 건강진
단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업무의
내용, 업무이력 등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가입 신
청을 해도 승인되지 않거나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입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가입이 제한된
다. ①특별가입예정자가 이미 질병에 걸려 있어, 그 증상 또는 장해정
도가 일반적으로 취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요양에 전념해야 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내용에 관계없이 특별가입은 인정되지 않
는다. ②특별가입 예정자가 이미 질병에 걸려 있고, 그 증상 또는 장
해 정도가 당해 업무로부터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당해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만 특별가입이 인정된다.

4. 급부기초일액 및 보험료
특별가입을 하는 자의 급부기초일액은 소득수준에 맞게 적당한 액
수를 신청하고, 노동기준국장이 승인한 액수가 급부기초일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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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정된 급부기초일액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사이
에 ‘보험료 신고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급부
기초일액의 변경은 ‘급부기초일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할 수도 있
는데, 그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사이에 절차를 해야
한다.
특별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산정기초액(급부기초일액에 365를
곱한 것)에 각각의 사업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곱한 것이 된다. 또한,
연도 도중에 새롭게 특별가입자가 된 경우와 특별가입자가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내에 특별가입 월수(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
는 때에는 이것을 1개월로 한다)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초액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5. 업무상외의 인정
특별가입자 중 특정한 자에 대해서는 업무재해에 대해서만 노재보
험에 의한 보호가 주어져 있다. 또한 2차건강진단 등 급부에 대해서
는 제도상 적용이 없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재해
특별가입자의 업무 또는 작업의 내용은, 적용법상의 노동자와 달리,
노동계약에 근거한 타인의 지휘명령에 의해 타율적으로 정해지는 것
이 아니라 당사자 자신의 판단에 의한 소위 주관적으로 정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 또는 작업의 범위를 확정함은 통상 곤란하다.
따라서 특별가입자에 대한 업무 이외의 인정은 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노재칙(노동재해보상
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26),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기인성의 판단
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경우에 준하여 행하며, 업무와 상병 등과의 사
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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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입제도의 취지는 그 업무의 실정, 재해 발생상황 등에 비추
어 실질적으로 노동기준법의 적용노동자에 준하여 보호하기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노재보험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가입자
가 입은 재해가 업무재해로 보호되는 경우의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나 노동자가 행하는 업무에 준한 업무의 범위이며, 특별가입자가 행하
는 모든 업무에 대한 보호를 해주려는 취지는 아니다.
a. 특별가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
한다.
1) 중소사업주 등(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
가. 특별가입신청서(고시양식 제34호의7) 별지의 업무내용란에 기재
된 소정 노동시간(휴식시간을 포함. 이하 동일) 내에서, 특별가
입의 신청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하는 행위(당해 행위가 사업주
의 입장에서 행하는 사업주 본래의 업무를 제외) 및 이에 직접

부대되는 행위(생리적 행위, 반사적 행위, 준비마무리행위
․
, 필
요행위, 합리적 행위 및 긴급업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노동자가 시간외노동에 응하여 취업하는 경우
다. 취업시간(시간외노동을 포함. 이하 동일)에 접속하여 행해지는
준비마무리업무를
․
특별가입자만 행하는 경우

라. 앞의 가, 나 및 다의 취업시간 내에서 사업장 시설의 이용 및
사업장 시설 내에서 행동중인 경우. 이 경우에서 일상생활의 용
무에 제공되는 시설과 사업용의 시설과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
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포괄하여 사업장시설로 간주한다.
마. 당해 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업무(사업주의 입장에서 행하
는 본래의 업무를 제외)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
바. 통근도중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 사업주 제공에 관련한 노동자의 통근전용 교통기관의 이용중
-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 등에 의한 예정 외의 긴급한 출근도중
사. 당해 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운동경기회, 기타의 행사에 대
하여 노동자(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자)를 동반하여 출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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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1인경영 등(법 제33조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
가. 건설업의 1인경영 등
- 청부계약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 청부공사현장에서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청부계약에 근거하는 것이 명백한 작업을 자택내 작업장에서
하는 경우
- 청부공사에 관련된 기계 및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공구류<톱,
브러시기, 솔 등>를 휴대하고 통근하는 경우를 제외)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에 의한 예정 외의 긴급출근 도중
나. 개인택시 영업자 및 개인화물 운송업자
- 면허를 받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작
업(운전보조작업을 포함), 화물의 싣고 내리는 작업 및 이에 직
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에 의한 예정 외의 긴급한 출근도중
다. 어선에 의한 자영어업자
- 수산동식물의 채취, 이에 직접 필요한 용선중의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최종 출발지로부터 어선까지, 또는 어선에서 최초의 도착지까
지의 사이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
- 돌발사고에 의한 예정 외의 긴급한 출근도중
라. 임업의 1인경영 등
- 임업중의 작업지, 목재의 반출을 위한 작업로 및 이에 접속하는
토장(土場)에서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직접 부수되

는 행위란 생리적 행위, 반사적 행위, 준비마무리행위
․
, 필요행
위, 합리적 행위 및 긴급업무행위. 이하 동일)를 하는 경우

- 작업을 위한 준비마무리
․
, 기계 등의 보관, 작업의 사전협의
등을 통상하는 장소(자택을 제외한다. 이하 ‘집합 해산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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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집합 해산장소와 삼림 안의 작업지 사이의 이동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
- 작업에 사용하는 대형 기계 등을 운반하는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
- 태풍, 화재 등의 돌발사고로 인한 긴급용무를 위해 작업지 또
는 집합 해산장소를 향하는 행위
마. 의약품의 배치 판매의 사업을 하는 1인경영 등
업무수행성은 주거를 출발한 다음의 최초의 용무처에서 그 날
의 최후의 용무처까지의 사이에서 행하는 의약품의 배치 판매
업무(의약품의 매입을 포함. 이하 동일)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경우의 의약품
의 배치 판매업무는 약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1961년
후생성령 제1호)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
한 배치 판매에 종사하는 구역 및 기간 내에서 행하는 것이어
야 한다.
바. 재생자원 취급업의 1인경영
- 재생자원을 수집, 운반, 선별 또는 해체하는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생리적 행위, 반사적 행

위, 준비마무리행위
․
, 필요행위, 합리적 행위 및 긴급업무행위)

- 재생자원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 행하는 트럭 등의 화물운반용
차량 등을 운전 또는 조작하는 작업 및 직접 부수되는 행위
- 태풍, 화재 등의 돌발사고로 인한 긴급 용무를 위해서 재생자
원의 집적장소로 향하는 행위
3) 특정작업종사자(법 제33조 제5호 해당자)
가. 특정농작업 종사자
- 자영농업자가 농작업장에서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를 사용
하여 행하는 토지의 경작 또는 개간, 식물의 재배 또는 채취
또는 가축(벌을 포함) 또는 양봉작업(이하 ‘경작 등 작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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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서
‘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예를 들어, 경작 등 작업중 또는 경작
등 작업의 전후에 행하는 경작 등 작업을 위한 동력기계의 점

검수리작업
․
등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농산
물을 공동 집하시설까지 트럭 등으로 운반하는 집하작업(출하
작업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 동력기계를 포장(圃場) 상호간

에서 운전 또는 운반하는 작업, 모농약비료
․
․
등을 공동육모
시설 등과 포장과의 사이에 트럭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원칙
적으로 해당되지만, 예를 들면, 노동자를 포장까지 마이크로버
스 등으로 수송하는 작업, 농산물을 시장까지 트럭 등으로 출

하하는 작업, 축사농사의
․
건축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하
지 않는다.
- 농작업장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40도 이상의 경사지에서,
수평면에서 2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서, 경작 등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농작업장의 산소결핍 위험장소(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 제6
제7호에 규정하는 발효창고 등)에서 경작 등 작업 및 이에 직
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서 ‘직접 부수되는 행위’

란, 예들 들어, 가축의 축사를 위한 사료를 발효저장
․
또는 토
지경작을 위한 퇴비의 발효저장이
․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 농작업장에서 농약(농약단속법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약
제이고,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의 살포작
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농작업장에서 소말돼지에
․ ․
접촉하고,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경작 등 작업(소말돼지가
․ ․
없는 축사 내의 청소 등의 작업

은 포함하지 않는다)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서 ‘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예를 들어, 가축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우리 등으로 넣는 작업이 원칙적으로 해당된다.
나. 지정농산 기계작업종사자
- 자영업자가 포장, 포도의 작업장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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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이하, 지정농업기계)를 써서 행하는 작업(인접하는 타
인의 포장, 포도에서 공동작업을 포함)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 동력탈곡기 및 동력 커터를 써서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포장, 포도 이외의 작업장에서 행하는 경우에
도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자영농업자
가 행하는 작업에는 타인의 포장 등에서 지정농업기계를 써서
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 당해 기계를 포장 등의 작업장과 격납장소 사이에서, 운전 또
는 운반하는 작업(모, 방제용약, 퇴비 등을 공동육모시설 등에
서 포장 등의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포함)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
다. 직장적응훈련생
노동자의 경우에 준한다.
라. 가내 노동자 등
가내 노동자 등이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에서 특별가입신
청서(고시양식 제34호의 10(별지)의 ‘업무 또는 작업의 내용’란
에 기재된 작업 또는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또한, ‘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당해 가내
노동자 등의 작업장에서 행하는 당해 작업의 준비, 마무리행위
를 말한다. 따라서 자택과 자택 이외의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과의 사이, 자택 또는 자택 이외의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과 위탁자의 사무소 사이의 왕복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에 인접한 장소에서 행하는 재료,
가공품 등의 적재, 싣고 내림 및 운반작업은 직접 부수되는 행
위가 된다.
4)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이 당해 노동조합 등의 사무소, 사업장, 집
회장 또는 도로, 공원 기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집회의
운영, 단체교섭, 기타 당해 노동조합 등의 활동에 관련된 작업(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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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이동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경우.
5) 개호작업 종사자
개호노동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관계업무에 관련된 작
업으로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기타 일상생활상의 돌보기, 기능훈
련 또는 간호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행위.
6) 해외파견자(법 제33조 제6호 및 제7호 해당자)
국내 노동자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나. 통근재해
특별가입자의 통근재해에 대하여, 특별가입자의 주거와 취업장소와
의 사이의 왕복 실정 등을 고려하여 노재보험의 보호가 주어져 있다.
단, 개인택시업자, 개인화물운송업자, 어선에 의한 어업자, 농업관계
특정작업종사자인 특정농작업종사자, 특정농업기계작업 종사자 및 가
내노동자 및 그 보조자의 통근재해에 대하여는 그 주거와 취업장소와
의 사이의 왕복실태가 명확하지 않는 것 등으로 보아 노재보험의 보
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특별가입자의 통근재해의 인정에 대해서
는 노동자의 통근재해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노재보험의 보험료에서 중소기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1종특별가입
보험료는 기존의 노재보험 관계에 특별가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
한 노재보험요율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1인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종특별가입 보험료는 사업별 사고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
업의 종류별로 되어 있고,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종특별가입
보험료는 일본영역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노재보험에 가입해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노동기준감독서는 중앙정부의 행정
기구이며, 노동보험 보험료의 징수관리가 있으나, 공공직업안정소는
도도부현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보험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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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급부
가. 보험급부의 종류
특별가입자에 대한 보험급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
와 같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우와 거의 같은데, 특별지급금 중 보너
스 등의 특별급여를 산정의 기초로 하는 소위 ‘보너스 특별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급부의 종류는 업무재해와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급부의 두 가
지로 크게 나뉜다. 특별가입자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부
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되어 급부의 내용 등에 대해
서도 어떠한 다른 점이 없지만,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자 중
주거와 취업 장소와의 사이의 왕복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에 열
거하는 특별가입자에게는 적용이 없다.
(가) 1인경영 중
◦ 자동차를 사용하여 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 사업을 하는 자
◦ 어선에 의해 수산동식물의 채포 사업을 하는 자
<표 10-3> 특별가입자에 대한 보험급부의 종류
구 분

보험
급부

특별
지급금

업무재해에 관한 것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
장례비
상병보상연금
개호보상급부

통근재해에 관한 것
요양급부
휴업급부
장해급부
유족급부
장례급부
상병연금
개호급부

휴업특별지급금상병특별지급금
․
장해특별지급금유족특별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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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작업종사자 중
◦ 특정농작업종사자
◦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 가내노동자 및 그 보조자

나. 보험급부의 액수
보험급부 중 요양(보상)급부에 대해서는 현물지급이기 때문에 특히
급부액수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우와 다른 것은 없다. 그러나 기타
보험급부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경우는 그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상당
하는 액수를 급부기초일액으로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소정의 율과
일수를 곱하여 얻어진 액수가 급부되는 액수가 되는데, 특별가입자의
경우는 이 기초가 되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신하는 것으로
3,500엔부터 20,000엔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진 급부기초일액에 소정의
율과 일수 등을 곱하여 얻은 액수가 보험급부로서 지급되게 된다.
급부기초일액은 3,500엔, 4,000엔, 5,000엔, 6,000엔, 7,000엔, 8,000엔,
9,000엔, 10,000엔, 12,000엔, 14,000엔, 16,000엔, 18,000, 20,000엔 중에
서 자기의 수입 등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이것을 희망하는 급부기초
일액으로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정
되게 된다.
또한, 이 급부기초일액은 보험료산정의 기초로서도 사용되기 때문
에 보험료의 부담과 급부액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번 결정된 급부기초일액은 연도 갱신시에 변경할 수 있는
데, 급부기초일액을 보험연도의 도중에 변경하면 보험료의 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연도의 도중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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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부청구
급부를 받는 경우의 조건과 절차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우와 다
른 취급이 있다.
가. 특별가입자도 노동자로 간주되어 노재보험법 제3장 및 제3장의2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부 및 노동복지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므
로, 휴업(보상)급부에 대해서는 소득상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요
양을 위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 전부 노동불
능임이 그 지급조건이 된다.
‘전부노동불능’이란, 입원중 또는 자택가료중 또는 통원가료중으
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나. 보험급부의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우와 기
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각 보험급부지급청구서 또는 신고서에 기
재해야 할 사항 중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승인시 또는
그 이후에 변경신청에 의해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결정한
급부기초일액을 기재하고, 기타 재해의 사실 등 사업주의 증명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
타 자료를 당해청구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라. 지급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부의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된다.
가. 특별가입자가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
을 하거나, 그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부에 관련한 사고발생 직후의 원인이 된 행위가, 법령(노
동안전위생법, 광산법, 도로교통법 등)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규
정에서 벌칙이 부과된 것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
급제한이 이루어진다. 지급제한의 내용은, ‘휴업(보상)급부’, ‘상
병(보상)연금’(재발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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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소정급부액의 3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병(보상)
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에 대해서는 급부개시 후 3년 이내에
지급되는 분에 한정된다.
또한 특별가입자 중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전술한 국내 제 법
령의 적용은 없지만, 예를 들면 해외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업무재해로 인정된 것이라도, 이
규정의 취지에 준하여 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나. 특별가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
음으로 인해 부상 등의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 관한 지시란 구체적으로는 의사 등에
의한 요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로 진료기록 등에서 명확히 인
정된 것이나, 노동기준감독서장이 문서 등에서 행한 구체적인
지시에 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1건당,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의 10일분, 상병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의 365분의 10
상당액이 감액된다.
다. 보험급부의 원인이 되는 재해 발생이 특별가입자가 특별가입보
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간 중인 경우
특별가입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료
체납중의 보험급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는 것
으로 하여, 보험급부에 대해서 지급제한이 이루어진다. 그 방법
은, 요양(보상)급부 이외의 보험급부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액의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최고 40%까지 감액된다.

마. 불복 신청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는, 그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하여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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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보험에 관한 불복 신청은, 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에 관한 것은

행정불복심사와는 별로도 정해진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
법｣ (이하 ‘노심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노동보험료 기타에 관한 행정

처분에 대한 것은 ｢행정불복 심사법｣에 의해 각각 이루어진다.
1) 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이

행한 보험급부의 지급불지급
․
결정 등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또한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루어진 심사결정에 대한 재
심사청구가 있다.
가)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을 한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에 있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사
관(이하 단순히 ‘심사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심사청구는,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문서(노심법시행규칙 양식 제
1호) 또는 구두로 심사관에게 해야 한다.
또한, 심사청구기간의 60일을 경과해도, 천재지변 기타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에 의해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안 되었던 것을 소명
한 때에는, 심사청구가 되는 것으로 된다.
심사청구가 가능한 자는, 보험급부에 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직접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는 자
이며, 통상은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심사청구인이 직접 위임한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관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이 행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인가 판단한 때에는 원 처분의 취소를 결정, 또한 심
사청구에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 결정서 등본을 심
사청구인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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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심사관으로부터 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되어 온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문서(노심법시행규칙 양식 제3호)
로, 노동보험심사회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특례는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다.
또한, 노재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해
도 노재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보험심사회에 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가 있으면, 노동보험심사회는 그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해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재결을 하여 재결서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2) 보험급부에 관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 이외의 처분, 예를 들면 노동보험료에 관한
결정이거나 노동보험사무조합의 불인가의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
는, 행정불복심사법의 절차에 의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불복신청에는 심사청구와 의의신청의 두 가지가 있으며, 심사청
구는 처분청 이외의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의의신청은 처분청
에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 및 법률에서 의의신청을 할 수 있는 뜻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가)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도도부현 노
동기준국장에게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대신
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청구와 후술하는 의의신청의 쌍방이 인정
되는 경우는 의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라면 이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심사청구는 처분 또는 의의신청의 결정이 있었음을 안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처분에 대한 것은 6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것은 30일 이
내에 문서 또는 구두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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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의 신청
다음에 열거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날
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문서에 의해 처분청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산보험료의 인정결정
․확정보험료의 인정결정
․비용징수의 결정

․노재보험의 특별보험료 개산확정의
․
인정결정

제3절 중소사업주 등6)

1. 가입 절차
가. 중소사업주 등이 특별가입하기 위해서는 ‘특별가입신청서(중소
사업주 등)’(고시양식 제34호의7)를 당해 사업주가 노동보험사무
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주요 사무소 소
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
기준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주가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전제로서
이미 노동보험사무 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고 있으
므로 이 사무처리도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이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사업주는 가족 종사자 등 노동
자 이외의 자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그러한
자 전원을 포괄하여 가입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가입신청서 별지(고시양식 제34호의 7(별지))의
‘특별가입예정자의 성명’란에는 중소사업주를 포함하여 중소사
6) 본절(중소사업주 등)은 이홍무(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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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함께 포괄가입해야 하는 모든 가족종사자 등의 성명을,
또한 ‘업무의 내용’란에는 당해 신청에 관련된 사업의 종류, 노
재보험률 적용사업세목표의 사업종류의 세목, 특별가입자의 담
당업무내용 및 노동시간(당해 사업주가 사용하는 노동자의 소
정 노동시간과 동일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된다.
다. 동일한 중소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의 사업부가 된 경우, 하나
의 사업의 중소사업주로서 특별가입의 승인을 받았어도 다른
사업의 업무에 의해 피재한 경우는 보험급부는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전술한 특별가입의 요건
을 갖추고 있으면 중복하여 특별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 중소사업주의 특별가입은 그 사용하는 노동자에 관하여 성립하
는 보험관계를 기초로 하고, 또 노동자 이외에 그 사업에 종사
하는 자와의 포괄가입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잠정
임의가입 적용사업에서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의가입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중소사업주만 특별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또한,
임의가입의 신청과 특별가입의 신청과는 동시에 할 수 있다.
마. 특별가입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
는 때에는 ‘특별가입에 관한 변경신고서(중소사업주 등 및 1인
경영 등)’(고시양식 제34호의8)에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
입하고, 지체없이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노
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
19)
①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②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
③ 사업주와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의 관계
④ 새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된
자가 있을 때
⑤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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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진단
가. 특별가입예정자 중 특별가입 후에 종사할 예정의 업무와 특별
가입 전에 종사했던 업무이력이 다음의 표의 가입시 검진 대상
자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특별가입의 신청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건강진단 증명서를 특별가입신청서에 첨부한다.
또, 새로 사업주가 된 자 또는 새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
하게 된 자로, 가입시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
강진단증명서를 특별가입시에 관한 변경신고서에 첨부한다.
나. 특별가입시의 건강진단의 결과, 이미 그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특별가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받는다.
1) 증상 또는 장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취로하는 것이 곤란하고
요양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는 특별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표 10-4> 건강진단 대상자별 필요서류

가입시 건강진단 대상자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첨부하는
건강진단증명서

1

특별가입자로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 진폐건강진단증명서(특별
하는 자로, 특별가입 전에 통산하여 3년 이상의 가입용)(특진양식 제1호)
기간에 걸쳐 당해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

2

특별가입자로서 신체에 진동을 주는 업무에 진동장해건강진단증명서
종사하는 자로, 특별가입 전에 통산하여 1년 (특별가입용)(특진양식 제
이상의 기간에 걸쳐 당해 업무에 종사한 적이 2호)
있는 자

3

특별가입자로서 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특 납중독건강진단증명서
별가입 전에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특별가입용)(특진양식 제
걸쳐 당해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
3호)

4

특별가입자로서 유기용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유기용제중독 건강진단증
로, 특별가입 전에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기 명서
간에 걸쳐 당해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
(특별가입용)(특진양식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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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 또는 장해의 정도가, 당해 업무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건강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수진
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는 자기부담이 된다.

3. 승인 및 지위소멸
가. 승인기준
1)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 승인에 대해서는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보험관계가 성립해 있을 것,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 외에 특단의
제약은 없지만 상태로서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중소사업주 등으로서의 특별가입이 인정
되지 않는다.
2)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의 승인에서는 특별가입신청서 별지의
업무내용란에 특별가입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종류, 노재보험률
적용사업세목표의 사업의 종류 세목, 특별가입자의 담당업무의
내용 및 노동시간이 각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업무의 내
용란에 기재하는 노동시간은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는 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과 동일할 것이 필요하다.
3) 특별가입의 승인 연월일은 당해 신청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신청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날이 된다.

나. 지위소멸
1) 탈퇴
가) 특별가입한 중소사업주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이 탈퇴는 특별가입 승인신청시와 마찬가지로 포괄하여, 즉 중
소사업주와 함께 특별가입하고 있는 가족종사자 등 전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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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가입자의 일부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어 탈퇴하
는 경우는 전술한 변경신고에 의해 행해진다.
나) 탈퇴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주는 ‘특별가입탈퇴 신청서’(고시양식
제34호의9)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
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특별가입의 탈퇴 승인연월일은 당해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4
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탈퇴를 희망하는 날이 된다.
라) 탈퇴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특별가입자 지위는 승인이 있던 날
의 다음날에 소멸하게 된다.
2) 특별가입승인의 취소
중소사업주 등이 노재보험법 또는 노동보험의 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고 한다) 등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특별가입승인의 취소를 받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특별가입자가 되
는 지위는 취소와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3) 자동소멸
가) 중소사업자 등이 특별가입자로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즉 노재보험법 제2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가입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나)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때에는 그 폐지 또는 종료일의 다음
날에 특별가입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4. 급부기초일액 및 보험료
가. 기초급부일액
특별가입자는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 급부기초일액은 노동대신이
정하는 3,500엔, 4,000엔, 5,000엔, 6,000엔, 7,000엔, 8,000엔, 9,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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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엔, 12,000엔, 14,000엔, 16,000엔, 18,000엔 및 20,000엔의 범위
내에서 특별가입자의 희망을 듣고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결정한
다.(노재보험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9조의 3, 노동보험법 시행
규칙 제1조 제1항 및 제46조의 20)
또한,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의 결정에서는 당해 특별가입자의
수입 등을 고려한 후에 그 실태에서 괴리된 급부기초일액이 결정되는
것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그 액수는 반드시 포괄하여 가입
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일률액수라고는 할 수 없고 각 자의 구체적
사정(수입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로는 원칙적으로 희망액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급부기초일액을 정하는 데에서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가입자와 특별가입희망자의 소득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노재보험법 시행
규칙 제46조의 20 제2항)
급부기초일액은 일단 결정된다 해도 그 이후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의 희망을 관할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급부기초일액을 보험연도의 도중에 변경하면 보험료의 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번 결정된 급부기초일액은 그 보험연
도의 도중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급부기초일액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
우는 연도 갱신시에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급부기초일액 변경신청서’에 의해 하는데, 중소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보고하는 ‘노동보험료 산정기초임금 등
의 보고’ 안에서 급부기초일액의 변경을 희망하고, 이것을 받은 노동
보험사무조합은 ‘보험료 신고서 내역’의 (18)란에 급부기초일액의 변경
을 희망하는 뜻의 표시(‘구분’란의 ‘3 변경’을 묶는다)를 하여 희망하는
급부기초일액을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도 변경신청이 있던 것으로 취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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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료
1) 제1종 특별가입보험요율
가)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되는데,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노재보험률과 동일한 제
1종 특별가입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법 제13조)
<표 10-5> 제1종 특별가입보험요율(2003년 4월 1일 현재)
사업종류의
분류
임업
임업
어업

광업

사업의 종류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양식업
금속광업, 비금속광업(석탄석광업 또는
도로마이트광업을 제외) 또는 석탄광업

1000분의 40

석탄석광업 또는 도로마이트광업
원유 또는 천연가스 광업

1000분의 53
1000분의 7
1000분의 69
1000분의 32
1000분의 129
1000분의 29
1000분의 17
1000분의 30
1000분의 17

수력발전시설, 수도 등 신설사업
도로신설사업
포장공사업
철도 또는 궤도신설사업
건축사업(기설건축물 설비공사업을 제외)
기설건축물 설비공사업
기계장치의 조립 또는 접합사업
기타의 건설사업
식료품제조업(담배 등 제조업을 제외)
담배 등 제조업
섬유공업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제조업

1000분의 59

해면어업(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양식업을 제외) 1000분의 59

채석업
기타의 광업

건설사업

노재보험률

목재 또는 목제품제조업
펄프 또는 제지조업
인쇄 또는 제본업
화합공업

1000분의 87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4
16
23
7
5.5
5.5
21
8.5
5
6

일본노재보험의특별가입제도

사업종류의
분류

사업의 종류

유리 또는 시멘트제조업
콘크리트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기타의 도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제조업
금속제련업(비철금속제련업을 제외)
비철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제조업(주물업을 제외)
주물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양식기, 칼종류,
수공구 또는 일반금속물제조업 및 도금업을 제외)
양식기, 칼종류, 수공구 또는
일반금속물제조업(도금업을 제외)
도금업
기계기구제조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선박제조 또는 수리업 및
제조업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 등 제조업을 제외)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선박제조 또는 수리업을
제외)
선박제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 등 제조업을 제외)
귀금속제품, 장신구, 피혁제품 등 제조업
기타의 제조업
교통운수사업
화물취급사업(항만화물취급사업 및 항만하역업을
제외)
운수업
항만화물취급사업(항만하역업을 제외)
항만하역업
전기
,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의 사업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사
농업 또는 해면어업 이외의 어업
청소, 화장 또는 도축사업
빌딩보수관리업
기타의 사업
창고업, 경비업, 소독 또는 해충구제의 사업 또는
골프장사업
기타의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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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보험률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7.5
15
17
25
7
8
10
18

1000분의 14
1000분의 10
1000분의 8.5
1000분의 7
1000분의 5
1000분의 5.5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22
5
5.5
8
5

1000분의 13
1000분의 17
1000분의 31
1000분의 5

1000분의 11
1000분의 12
1000분의 6
1000분의 6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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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수법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계속사업에 대한 노재보험률
메리트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 특별가입한 중소
사업주 등도 노동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제1종 특별가입
보험료의 액수도 일반보험료의 액수에 더하여 산정한다.
2) 임금총액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초액’은 징수법시행규칙 별표 제4특별
가입보험료산정기초액표에 의한다.
가) 계속사업에서 당해연도에 특별가입자 각 자의 ‘보험료 산정기초
액’을 합계하고, 이 합계액의 천엔 미만의 단수를 버린 것이 특
별가입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총액이 된다.
또한 ‘보험료산정기초액’은, 당해 보험연도에 징수법시행규칙 별
표 제4특별가입보험료산정기초액표에서 정하는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액수이며, 중소사업주 등이 연도 도중에 새로 특별가입자가
된 경우와 특별가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의 특별가
입 월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기초액에 의해 산정하게 된다.
또한 2원적용사업의 노재보험분에 대해서는, 상기한 특별가입자
에 관한 보험료산정기초액과 그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과 총계한 것으로 노동보험료를 산정한다.
특별가입월수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초액에 1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엔으로 올리고, 특별가입월수에 1개월 미
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1개월로 한다.
3) 증가개산 보험료의 신고납부
․
가)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자 또는 노동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중소사업주 등에 관련된 보험료산정기초액과 노동자에 관련된
임금총액의 예상액과의 합계액이 증가한 결과, 징수법 제16조
및 징수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칙 별표 제4(제
21조, 제23조의 2 관계)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납무의
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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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기사업에서는 특별가입월수에 따라 ‘보험료산정기초액’에 의
해 산정하는데, 단수의 처리방법은 계속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취급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특별가입자 각자의 ‘보험료산정기초액’을 합
계하여, 유기사업은 원칙적으로 2원적용사업이므로 이것을 노동
자의 임금총액과 총계한 것이 그 사업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이 된다.
다) 특별가입자의 임금총액은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정액이 된다.
<표 10-6> 특별가입보험료 산정기초액표
급부기초일액

보험료산정기초액

20,000엔
18,000엔
16,000엔
14,000엔
12,000엔
10,000엔
9,000엔
8,000엔
7,000엔
6,000엔
5,000엔
4,000엔
3,500엔

7,300,000엔
6,570,000엔
5,840,000엔
5,110,000엔
4,380,000엔
3,650,000엔
3,285,000엔
2,920,000엔
2,555,000엔
2,190,000엔
1,825,000엔
1,460,000엔
1,277,000엔

5. 업무상외의 인정
특별가입자의 업무 또는 작업내용은, 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노동계
약에 근거하여 타인의 지휘명령에 의해 타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
니라, 당사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 소위 주관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 또는 작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통상 곤란하
다. 따라서 특별가입자에 대한 업무상외의 인정은, 가입신청서 기재의

480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업무 또는 작업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게 된다.(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6)

가. 중소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1) 특별가입신청서 별지의 업무내용란에 기재된 소정노동시간(휴식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특별가입의 신청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하는 행위(당해 행위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사업주체 본래의 업무를 제외한다)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

위(생리적행위, 반사적행위, 준비마무리행위
․
, 필요행위, 합리적
행위 및 긴급업무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행하는 경우
특별가입자가 특별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노동자의 소정노동시간
내에서 업무행위를 하는 경우는 노동자를 동반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자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사업주 본래의 의무,
예를 들면, 법인 등의 집행기관으로서 출석하는 주주총회, 임원
회, 사업주단체 등의 임원, 구성원으로서 출석하는 사업주단체의
회의, 거래처 등의 접대 등(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회,
모회사 등의 골프접대 등)에 출석하는 행위는 노동자가 행하는
업무에 준한 업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은 인정되
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중소사업주가 거래상담, 수금 등
을 위해 외출하고, 도중에 사업주단체 등의 회의에 임원, 구성원
으로서 출석하는 경우는 거래상담, 수금 등의 업무행위가 종료
한 시점에서 업무수행성은 상실된다.
‘직접 부대하는 행위’의 업무수행성의 구체적 판단은 노동자의
경우에 준한다.
2) 노동자의 시간외 노동에 따라 취업하는 경우
노동자의 소정노동시간 외에 특별가입자의 업무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가 시간외 노동을 하는 시간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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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시간(시간외노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속하여 이루어
지는 준비뒷처리의
․
업무를 특별가입자만이 하는 경우

전기한 1), 2) 이외의 시간의 특별가입자의 업무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취업시간
에 접속하는 준비뒷처리행위에
․
대해서는 특별가입자만이 하는
경우라도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노동자의 취업시간 종료 후에 휴식, 저녁식사
등을 하고 다시 준비뒷처리를
․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4) 전기한 1), 2) 및 3)의 취업시간 내에서 사업장시설의 이용중 및
사업장시설 내에서 행동중인 경우
이 경우에서 일상생활의 용건에 제공되는 시설과 사업용의 시설
과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포괄하여 사
업장시설로 간주한다.
5) 당해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업무(사업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본래의 업무를 제외한다)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
출장중 각각의 행위의 업무수행성에 대해서는 노동자에 준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장중의 자의적인 행위, 적극적인
사적행위 등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6) 통근도중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a. 사업주 제공에 관련된 노동자의 통근전용 교통기관의 이용중
b.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 등에 의한 예정외의 긴급 출근도중
a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해 제공
하고 있는 통근전용 교통기관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의 출퇴근차에 의해 출퇴근하는 경우와 사업주 소유의 자
동차 등을 특별가입자가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
당되지 않는다.
b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자가 태풍, 화재 등의 때에 자택에서 취업
장소로 건물의 보전 등을 위해 긴급하게 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당해 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운동경기회, 기타 행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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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자)를 동반하고 출석하는 경우

나. 업무기인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경우에 준한다.
다. 통근재해의 적용

제4절 1인경영 자영업자7)

1. 가입 절차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이 특별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가입하고
자 하는 자가 구성원이 되는 단체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노재보험
적용사업의 보험관계와 같은 구조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특별가입단체로서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단체는
계속사업으로 취급됨과 동시에 사업주로 간주되어 구성원인 1인 경영
자 등의 각 자를 노동자로 간주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이 단체는
중소사업주 등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보험사무의 사무조합위탁은 요건
으로 하지 않지만, 보험료의 납부 등 사업주로서의 일체의 보험사무를
행하게 되므로 거기에 맞는 단체일 것이 요구된다.
특별가입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특별가입 신청서(1인경영
등)’(고시양식 제34호의10)를 그 단체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
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중소사업주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
관계의 유무는 명부(고시양식 제34호의10(별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그 단체의 구성원이어도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등재되
7) 본절(1인경영 자영업자)은 이홍무(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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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도 특별가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는 특별가입자로서 취
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입에 관한 변경신고서(고시양식 제34호
의8)’에 의해 그 뜻을 지체없이 신고해야만 한다.
특별가입 신청서에는 정관, 규약 등 그 단체의 목적, 조직, 운영 등
을 명확히 하는 서류와 업무재해에 관하여 그 단체가 강구해야 할 조
치 및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
이것은,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해방지에 관한 규제조
치가 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미정비상태가 보통이며, 재해방지 체제가
없는 채로 특별가입을 인정하는 것은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
지 않고 노동자의 경우와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2. 건강진단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이 특별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소사업주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진단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1
인경영 자영업자 등이 가입시 검진이 필요한 업무 중 주요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7> 가입시 검진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사례
특별가입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구체적 내용

1. 분진 작업을 하는 ․건설업의 1인경영
업무(진폐법시행규 ① 주로 암석 또는 광물을 재단하고,
파거나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
칙 별표(진폐법 제
의 작업
2조 관계)에 정하
② 연마재의 부착으로 연마하거나 또
는 작업)
는 연마재를 사용하여 동력으로
암석, 광물 또는 금속연마, 또는
벗기고,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
서의 작업(석공 등)

과거의 업무경력
범위
분진작업을 하
는 업무(진폐법
시행규칙별표
(진폐법 제2조
관계)에 정해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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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입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구체적 내용

2. 진동공구를 사용하 ․임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목재 벌채
여 하는 업무(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자)
공구의 예 : 착암 ․건설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굴착공,
기, 첸소, 초핑해
채석공 등 상시 진동공구를 사용하
머, 콘크리트 브레
여 업무를 하는 자)
이커, 부슈크리너
등)

3. 유기용제 또는 유 ․건설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
주로 옥내에서 유기용제 함유물을
기용제함유물을 사
사용하여 행하는 도장 작업(도장공)
용하는 업무(유기
용제의 예 : 아세
톤, 에틸에텔, 키시
렌, 크레졸, 크롤벤
젠, 크로로포름 등)

과거의 업무경력
범위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함유
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

3. 승인 및 지위소멸
가. 승인기준
특별가입의 승인은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
다.
또한, 특별가입의 승인연월일은 당해 신청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
하여 14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날이 된다.
1) 특별가입단체에 대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가) 가입신청자가 되는 단체는 1인경영 자영업자 기타의 자영업자
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해야 할 것(연합단체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면, 전국 개
인택시연합회가맹의 단위단체, 건설사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
단체, 어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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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 단체는 법인인가의 여부를 묻지는 않으나, 구성원의 범
위, 구성원이 되는 지위의 득실 절차 등이 명확할 것. 기타 단
체의 조직, 운영방법 등이 정비될 것.
다) 당해 단체의 사업내용이 노재보험사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
는 것일 것.
라) 당해 단체의 사무체제, 재무내용 등으로 보아 노재보험사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또한, 당해단체 등이 그 직원 이외의

자에게 위촉하여 노재

보험사무의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당해 단체 등의 능
력으로 취급된다.
마) 당해단체의 지구가 그 주 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구역에 상당하는 구
역을 넘지 않는 것.
2) 가입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는 업무 또는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업무 또는 작업의 구체적 내용 등이 나
타날 것.
가) 자동차를 사용하여 가는 여객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
업에 종사하는 자로, 면허를 받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
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화물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①허가를 받은 사업 ②사업의 실태가

운송사업에 해당하고,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방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③

경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것에
관해 신고를 한 사업 ④자신이 보유하는 이륜자동차를 오토바
이배달사업자에게 가져가, 당해 사업자에게 전속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의 범위 내에서 화물을 운송
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운전 보조업무를 포
함한다)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화물취급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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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자의 직
종 범위 내에서 청부계약의 목적이 되는 업무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업무
라)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취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수산동식물의 채취를 위해 어선에 승선하여
행하는 업무
마) 임업의 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주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의 종류 및 여기에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바) 의약품의 배치판매의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의약품의 배치판매업’의 기재 및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받고 있는 의약품의 배치판매업의 허가번호
사) 재생자원 취급의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작업의 내용, 연간 종사일수, 통상적인 취업시간 및 주로 취급
하는 재생자원의 종류
3) 재해방지에 관한 조치가 정해져 있을 것
특별가입단체가 재해방지조치로서 정하는 내용은 각각 다음에 열거
하는 법령의 규정에 준한 것이 된다.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 및 의
약품의 배치판매사업은 도로교통법, 도로운송법, 도로운송차륜법 등에
의해 안전에 관한 규제가 있으므로 업무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의 첨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제한이 있어(노
재보험법 제29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
설사업, 어업 등의 사업구분에 의해 동종의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단체의 구성원이라 해도 중복하여 특별가입할 수 없지만, 이종의 사업
에 대해서 둘 이상의 단체에 속하고 중복하여 특별가입하는 것은 지
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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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위소멸
1) 탈퇴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의 특별가입에 관련된 단체는 노재보험법상의
적용사업이 되어 있고, 또한 그 단체의 각 자는 그 사업(단체)에 사용
되는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소멸에
대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단체는 적
용사업이 되지 않게 되고, 동시에 특별가입자 지위는 그 승인이 있던
날의 다음날에 소멸하게 된다.
또한, 탈퇴의 승인일은 당해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탈퇴를 희망하는 날이 된다.
2) 특별가입 승계의 취소 등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의 단체가 노재보험법, 징수법 등의 관계법령
에 위반한 경우에는,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은 승인의 취소에 의해 보
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특별가입자 지위는
그때 소멸하게 된다.
3) 자동소멸
가) 특별가입자가 1인경영 자영업자 등(노재보험법 제27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가입자 지위는 자
동적으로 소멸한다.
나)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이 특별가입에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게 된 때에
그 자 및 그 자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특별가입자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다) 특별가입에 관련된 단체의 해산은 적용사업의 폐지로 간주되
기 때문에 그 해산의 다음날에 특별가입자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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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부기초일액 및 보험료
가. 급부기초일액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의 급부기초일액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주 등의
경우와 같이 3,500엔, 4,000엔, 5,000엔, 6,000엔, 7,000엔, 8,000엔, 9,000
엔, 10,000엔, 12,000엔, 14,000엔, 16,000엔, 18,000엔, 20,000엔의 범위
내에서 특별가입자의 희망을 들은 후에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결
정한다(노재보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4).

나. 보험료
1)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초액의 원칙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의 노동보험료는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라고 하
며(징수법 제14조), 이 납부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의 승인을 받은 이러
한 자의 단체가 적용사업 및 그 사업주로 간주되고, 또한 이러한 자는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해단체가 사업주로
서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노재보험법 제29조)
단체만이 직접 그리고 최종적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납부
의 독촉, 연체금의 부과 체납처분 등의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 징수에
관한 조치는 단체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가) 제2종 특별가입보험요율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의 단체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제2종 특별가입보험요율표에서 정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법 제14조, 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종 특별가입보험요율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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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8> 제2종 특별가입보험요율표(2003년 4월 1일 현재)
사업 또는
작업의
종류 번호

사업 또는 작업의 종류

제2종
특별가입
보험요율

특1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 ‘노재보험법시행규
1000분의
칙’이라고 한다) 제46조의17 제1호의 사업(자동차를 사
14
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

특2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7 제2호의 사업(토목, 건
1000분의
축 기타의 공작물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20
또는 해체 또는 그 준비 사업)

특3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7 제3호의 사업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취 사업)

특4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7 제4호의 사업(임업 사 1000분의
51
업)

특5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7 제5호의 사업(의약품 1000분의
6
의 배치 판매사업)

특6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7 제6호의 사업
1000분의
(재생이용의 목적이 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선별,
12
해체 등의 사업)

특7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1호 나.의 작업
(농업에서 토지의 경작 또는 개간 또는 식물의 재배 1000분의
5
또는 채취작업으로, 노동대신이 정한 종류의 기계를 사
용하는 것)

특8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2호의 가. 사업
1000분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구직자를 작업환
6
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특9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3호의 가. 또는 나. 작업
(프레스기계, 조판기, 판형기, 샤링, 선반, 볼반 또는 프
라이스반을 사용하여 하는 금속, 합성수지, 가죽, 고무,
1000분의
천 또는 종이의 가공 작업 또는 연삭반 또는 바푸반을
17
사용하는 연삭 또는 연마 또는 용융한 납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열처리의 작업으로, 금속제 양식기, 칼
종류, 밸브 또는 콕의 제품 또는 가공에 관련된 것)

1000분의
46

490

사업 또는
작업의
종류 번호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사업 또는 작업의 종류

제2종
특별가입
보험요율

특 10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3호의 다. 작업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 제6의2에서 열거하는 유
기용제 또는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6호) 제1조제1항제2호의 유기용제함유물을 사용하 1000분의
6
여 행하는 작업으로, 화학물질제, 피혁 또는 섬유제품
의 신발, 가방, 주머니, 피복용 벨트, 장갑 또는 미트
또는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칠기의 제조 또는 가공
에 관련된 것)

특 11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3호의 라. 사업
(진폐법(1960년 법률 제30호) 제2조제1항제3호의 분진
작업 또는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 제4제6의 납화
합물(이하 ‘납화합물’이라고 한다)을 함유하는 유약을 1000분의
17
사용하여 행하는 시유 또는 납화합물을 가지는 물감을
사용하여 행하는 그림 그리기 작업 또는 당해 시유 또
는 그림을 그린 물건을 굽는 작업으로 도자기의 제조
에 관련된 것)

특 12

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의 18제3호의 마.의 작업(동
1000분의
력에 의해 구동되는 합사기, 연사기 또는 직기를 사용
4
하여 행하는 작업)

특 13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3호의 바. 작업
1000분의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으로, 불단 또는 목제
18
또는 죽제품의 식기 제조 또는 가공에 관련된 것)

특 14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2호의 나. 사업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루어
지는 작업 중 구직자의 취직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 필 1000분의
6
요한 기능을 습둑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으로, 사업주 또
는 사업주의 단체에 위탁된 것(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에 한함)으로 행해지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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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특별가입
보험요율

특 15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1호의 가.의 작업
(노동대신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토지의 경작
또는 개간 또는 식물의 재배 또는 채취사업 또는 가축
(가금, 꿀벌을 포함) 또는 누에의 사육작업으로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
1000분의
①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②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의 작업
③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 제6제7호에 열거하는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의 작업
④농약의 살포작업
⑤소말
․
또는 돼지에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
는 작업)

특 16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4호의 작업
(노동조합법(1949년 법률 제174호) 제2조 및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적합한 노동조합 기타 여기에 준하는 것
으로,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상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 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상근임원이 1000분의
5
행하는 집회의 운영, 단체교섭 기타의 당해노동조합 등
의 활동에 관련된 작업으로, 당해 노동조합 등의 사무
소, 사업소, 집회장 또는 도로, 공원 기타의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에서의 것(당해 작업에 필요한 이동을
포함)

특17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18 제5호의 작업(개호작 1000분의
7
업종사자)

나) 임금총액
특별가입자의 임금총액은 각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초액’에 의해 산정된다.
a. 특별가입에 관련된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의 단체는 모두 계속사
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특별가입자 각 자의 ‘보험
료 산정기초액’을 합계하고, 천엔 미만의 단수를 버린 것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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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이 된다.
b. ‘보험료산정기초액’은 당해 보험연도에서 앞에서 열거한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산정기초액표에서 정하는 급부기초일액에 따른
액수가 된다.
또한,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이 연도 도중에 새로 특별가입자가 된
경우와 특별가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의 특별가입
월수에 따라 보험료산정기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단수의 처리
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다) 증가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의 단체는, 당해단체의 구성원인 특별가입자가
증가함으로써 그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총액이 증가한 결과, 증가 후의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이 증가 전의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상액
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고, 또한 증가 후의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예
상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의 액수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
료의 액수와의 차액이 6만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
한다.

5. 업무상외의 인정
가.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1) 건설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a. 청부계약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청부계약체결행위, 계약 전의 견적, 답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자택에서 직접 답사현장 등에 가는 경우, 자택에서 답사
현장까지의 사이에 대해서는 통근으로 간주되어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b. 청부공사현장에서 작업복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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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건설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청부계약에 근거한
공사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자택의 보수를 하는 경우는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 부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작업중도에 당해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
입하기 위해 가는 행위 등은 필요행위에 해당한다.
c. 정부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한 작업을 자가내 작
업장에서 행하는 경우
건설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특별가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가내 작업장에서 청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조 또
는 판매를 목적으로 건구 등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d. 청부공사에 관련된 기계 및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수공구류(낫
등) 정도의 것을 휴대하고 통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여기
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청부공사에 관련된 기계 및 제품을 자택에서 공사현장까지 운
반하는 경우는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택에서 공사현
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는 자택에서 자
재점까지의 사이는 일반적으로 통근으로 간주하고 업무수행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재점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사이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직접부대하는 행위’란, 생리적행위, 반사적행위, 준비마무리행
․
위, 필요행위, 합리적행위 및 긴급업무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는 짐의 적재작업, 운행중 자동차 등의 고장수리
․
등이 해당된

다.
e.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 등에 의한 예정외의 긴급 출근도중
자택에서 청부계약에 관련한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것은 일반적
으로 통근이며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태풍, 화재 등으
로 인해 공사현장으로 건물의 보전 등을 위해 긴급하게 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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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2)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화물운송업자에 대하여
a.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
전하는 작업(운전보조작업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재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가입자가 영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등을 일
정장소까지 배웅하는 행위, 은행 등에 융자를 받기 위해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백 덤프카 운전자, 소위 ‘아카보’ 및 소위 ‘오토바이 택배’
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사업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성을 인정
한다.
b.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 등에 의한 예정외의 긴급 출근도중
자택과 차고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태풍, 화재 등으로 인해 차
고의 보전을 위해 차고에 긴급하게 향하는 경우는 특히 업무수
행성이 인정된다.
3) 어선에 의한 자영업에 대하여
a. 수산동식물의 채포, 이에 직접 필요한 용선 중의 작업 및 여기
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어선을 사용하여 행하는 수산동식물의 채포작업에 한정되므로,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수산동식물의 채포작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장에서 어선에서 하선하여 김 등을 채취하
는 행위는 해당한다.
‘여기에 직접 필요한 용선 중의 작업’이란, 어선의 운항작업, 어
선의 수리작업 등을 말한다.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란, 생

리적행위, 반사적행위, 준비마무리
․
행위, 필요행위, 합리적행위
및 긴급업무행위를 말하는데, 용선 중의 행위에 한정된다.
b. 최종 출발지점에서 어선까지, 또는 어선에서 최초의 도착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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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c. 돌발사고에 의한 예정외의 긴급 출근도중
태풍 등으로 인해 자택에서 어선으로 향하는 경우 및 어선 등을
피난 또는 보강하기 위해 용선 중의 작업을 하는 경우는, 특히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4) 어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에 대하여
a. 삼림 안의 작업지, 목재의 반출을 위한 작업로 및 여기에 접속
하는 토장에서의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

직접 부대하는 행위란 생리적행위, 반사적행위, 준비마무리행
․
위, 필요행위, 합리적행위 및 긴급업무행위를 말한다.

b. 작업을 위한 준비마무리
․
, 기계 등의 보관, 작업의 사전준비 등
을 통상 하는 장소(자택을 제외) (이하 ‘집합해산 장소’라고 한
다)에서의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
c. 집합해산장소와 삼림 안의 작업지 사이의 이동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
d. 작업에 사용하는 대형 기계 등을 운반하는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a～c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
e. 태풍, 화재 등의 돌발사고에 의한 긴급용무를 위해 작업지 또는
집합해산장소에 향하는 행위
5) 의약품의 배치판매 사업을 하는 1인경영 자영업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은 주거를 나온 후의 최초의 용무처로부터 그 날의 마지
막 용무처까지의 사이에서 행하는 의약품의 배치 판매업무(의약품의
매입을 포함한다)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
는 것으로 한다. 단, 이 경우의 의약품의 배치판매업무는 약사법 제32
조 및 동법 시행규칙(1961년 후생성령 제1호)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한 배치판매에 종사하는 구역 및 기간 내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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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생자원 취급업의 1인경영 자영업자에 대하여
a. 재생자원을 수집, 운반, 선별 또는 해체하는 등의 작업 및 여기
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
b. 재생자원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트럭 등의 화물운
반용차량 등을 운전 또는 조작하는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
는 행위
재생자원의 회수 사업을 하는 자로, 자택 이외의 작업장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자택을 나와서 자택에 돌아갈
때까지의 사이, 사적행위, 자의적행위를 제외하고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
c. 태풍, 화재 등의 돌발사고에 의한 긴급용무로 인해 재생자원의
집적장소 등에 향하는 행위

나. 업무기인성의 판단은 노동자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다. 통근재해의 적용
1인경영 자영업자 등 중 다음의 특별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주거와
취업의 장소와의 사이의 왕복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통근재해에 대해
서도 노재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건설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의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3) 의약품의 배치 판매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4) 재생자원 취급업을 하는 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한, 통근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통근재해의 경우
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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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특정작업종사자8)

1. 가입절차
가. 특정작업종사자가 특별가입하기 위해서는 특별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구성원이 되는 단체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노재보험적용사업
의 보험관계와 같은 구조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특별가입
단체로서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단체는 계속사
업으로 취급됨과 동시에 사업주로 간주되어 구성원인 특정작업종사자
의 각 자를 노동자로 간주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이 단체는 중소
사업주 등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보험사무의 사무조합 위탁은 요건이
되지 않지만, 보험료의 납부 등 사업주로서의 일체의 보험사무를 행하
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단체여야 함이 요구된다.
나. 특별가입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특별가입신청서(1인경
영 등)’(고시양식 제34호의10)을 그 단체의 주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
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제
출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적응훈련 종사자의 경우는 각 도도부현별로 당해 도도부
현 직업안정주무과가 신청 절차를 행하며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종
사자의 경우는 국가가 실시하는 위탁훈련에서는 고용능력개발기구
․
가 설치하는 기능개발센터 또는 종합 고등직업훈련교가 지방공공단체
가 실시하는 위탁훈련에서는 각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주관과가 신청
절차를 행한다.
또한 가내노동자 등의 단체는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18제3
호에 열거하는 작업별로 결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동호의 가. 및
가.의 작업에 대해서는 1단체로 해도 지장이 없다.
8) 본절(특정직업종사자)은 이홍무(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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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작업종사자의 특별가입에 대해서도 중소사업주 등 1인경영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관계의 유무는 명부(고시양식 제34호의
10(별지))에 의해 확정되며 그 단체의 구성원이라도 명부에 등
재되지 않은 자 또는 등재되어 있어도 특별가입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자는 특별가입자로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작업종사자에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
별가입에 관한 변경신고서’(고시양식 제34호의8)에 의해 그 뜻
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라. 특별가입신청서에는 정관, 약관 등 기타 단체의 목적, 조직, 운
영 등을 명확히 하는 서류와 업무재해에 관해 그 단체가 강구
해야 할 조치 및 특정작업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서
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가내노동자 단체의 경우는 가내노동법
규에 근거하여 규제조치가 있기 때문에 재해방지에 관한 서류
의 첨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건강진단
가. 특정작업종사자가 특별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소사업주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진단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단, 이 대상자 등은 중소사업주 등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나. 특정작업종사자의 가입시 검진이 필요한 업무 중 주요한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9> 가입시 검진을 필요로 하는 업무
특별가입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구체적 내용

과거의 업무경력
범위

1. 분진작업을 하는 업 ․가내노동자
분진작업을 하는 업
무(진폐법시행규칙
진폐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무(진폐법시행규칙
분진작업(도자기의 제조업)
별표(진 폐 법 제2조
별표(진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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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업무경력
범위
관계)에 정해진 작업)

2.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첸
소 등을 사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업무
(진동공구의 예 : 착
하는 자)
암기, 첸소, 초핑해머,
콘크리트 브레이커,
부슈크리너 등)
3.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
제함유물을 사용하는
업무
(유기용제의 예 : 아
세톤, 에틸에텔, 키시
렌, 크레졸, 크롤벤젠,
크로로포름 등)

․가내노동자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
제6의2에 열거하는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
1조제1항제2호의 유기용제함유
물(이하 ‘유기용제 등’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으로, 화학물직제, 피혁제품 또
는 천 제품의 신발, 가방, 주머
니, 복장용 벨트, 장갑 또는 미
트 또는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
의 칠기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련된 것.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함유물
을 사용하여 행
하는 업무

4. 연 또는 납화합물을 ․가내노동자
납 또는 납화합물을
사용하여 하는 업무 ①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별표 사용하여 행하는 업
제4제6호의 납화합물(이하 무
(납화합물의 사례 :
‘납화합물’이라고 한다)을
산화연,
수산화연,
함유하는 유약을 사용하여
염화연, 탄산연, 규
행하는 시유의 작업
산연 등)
② 납화합물을 함유하는 그림
물감을 사용하여 행하는 그
림그리기 작업
③ ①또는 ②의 작업을 행하는
물건의 소성(燒成)작업(도자
기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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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 및 지위소멸
가. 승인기준
1) 특별가입의 승인연월일은 당해 신청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4
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날이 된다.
가) 특별가입단체에 대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가입신청자가 되는 단체는 특정작업종사자의 상당수를 구성
원으로 할 것(연합단체는 여기에 해당 안된다)
(2) 당해단체는 법인인가의 여부를 묻지는 않으나 구성원의 범위,
구성원이 되는 지위의 득실 절차 등이 명확할 것. 기타 단체
의 조직, 운영방법 등이 정비될 것.
(3) 당해단체의 사업내용이 노재보험사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
는 것일 것.
(4) 당해단체의 사무체제, 재무내용 등으로 보아 노재보험사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또한, 당해단체 등이 그 직원 이외의 자에게 위촉하여 노재보
험사무의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당해단체 등의 능력
으로 취급된다.
(5) 당해단체의 지구가 그 주 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구역에 상당하는 구역
을 넘지 않는 것.
나) 가입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는 업무 또는 작업내용에 대
해서는 각자의 업무 또는 작업의 구체적 내용 등이 명확히 나
타날 것.
또한, 가입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는 ‘업무 또는 작업의
내용’란에는 지정농업기계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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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내노동자 등의 단체에 관련된 특별가입의 승인기준에 대해서는
대략 전기한 승인기준과 같은데, 승인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가) 가내노동자 등의 단체에서는 보험료 납부의 확실성을 기할 필
요가 있지만 가내노동자의 위탁관계는 매우 변동하기 쉬운 것
이기 때문에 보험료납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
라서 특별가입의 승인에서는 당연히 승인일이 속하는 보험연도
의 말일까지의 기한부 승인으로 하고 계속하여 특별가입을 희
망하는 가내노동자 등의 단체에서는 매 보험연도 당초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나) 승인신청에서는 당해단체의 구성원인 가내노동자 등이 노재보
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8 제3호에 열거하는 작업에 종사하
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그 자가 당해작업에 상태적으로 계속
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인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시
양식 제34호의 10(별지)의 ‘업무 또는 작업의 내용’란에 특별가
입자의 작업내용, 통상적인 노동시간 및 연간작업종사일수(예
상)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a. 프레스기, 성형기, 샤링, 선반, 프라이스반, 연삭반 또는 바프반
을 사용하는 작업 및 합사기, 연사기 또는 직기를 사용하는 작
업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그 기계명 및 대수
b. 용해한 납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해 또는 성형 작업에
서는, 그 작업의 대상이 되는 제품명
c. 납화합물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납화합물의 명칭 및 1일당 사
용량 또는 사용하는 유약 또는 물감에 포함되는 양
d.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유기용제 등의 명칭, 제1
종, 제2종 등의 구분 및 1일당 사용량 또는 사용하는 접착제
등에 함유되는 양
다) 승인신청에서는 단체는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3 제3
항에 열거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a. 보험료납부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자가 보험료분을 부
담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가입한 가내노동자 등이 자기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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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을 기재한 각서. 이 각서에는 단체가 법인인가를 묻지 않
고, 구성원인 가내노동자 등 전원의 기명날인을 필요로 한다.
b. 소정의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
우에는 노재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단체에
대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뜻을 기재한 각서 이 각서에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라) 가내노동자 등의 가입제한에 대하여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8 제3호에 열거하는 작업을 하
는 가내노동자 등이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
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a. 상태로서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8 제3호에 열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가내노동자 등. 이 경우, ‘상태로서’란 원칙적
으로 1년간에 200일 이상 당해 작업에 종사하고, 1달력일의
취로시간이 평균하여 4시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b. 가내노동법 시행규칙(1970년 노동성령 제23호) 제16조에서 정하
는 취업제한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가내노동자 등이 아닌 자.
가내노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가내노동자로,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 18
제3호에서 정한 작업에 관한 것은 다음의 자이다.
① 유기용제 등을 사용한 작업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자
② 납화합물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자 및 여
자
③ 분진작업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자
④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중 원톱의 직경이 25센티
이상의 목재가공용 원반(반발에 의해 작업자가 위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을 제외)에 목재를 송급하는 작업 등에 대해
서는 18세 미만의 자 및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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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가입의 제한
특정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동종의 사업 또는 작업에 대하여 둘 이
상의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도 중복하여 특별가입할 수 없다(노재보험
법 제29조 제2항) 단. 이종의 사업 또는 작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단
체에 속하여 중복하여 특별가입하는 것은 지장없다.
또한, 특정농작업종사자 및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중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노동자에 관련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가입이 제한된다.

다. 지위소멸
1) 탈퇴
특정작업종사자의 특별가입에 관련된 단체는 노재보험법상 적용사
업이 되어 있고, 또한 그 단체의 각 자는 그 사업(단체)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된 보험관계의 소멸에 대하
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단체는 적용사
업이 안 되고, 동시에 특별가입자 지위는 그 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
에 소멸하게 된다.
또한, 탈퇴의 승인일은 당해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탈퇴를 희망하는 날이 된다.
2) 특별가입승인의 취소 등
특정가입종사자의 단체가 노재보험법, 징수법 등의 관계법령에 위
반한 경우에는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은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특별가입자 지위는 그 때에 소멸하게 된
다.
3) 자동소멸
가) 특별가입자가 특정작업종사자(노재보험법 제27조 제5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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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가입자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나) 특정작업종사자가 특별가입에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
게 된 때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게 된 때에 그 자
및 그 자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특별가입자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다) 특별가입에 관련된 단체의 해산은 적용사업의 폐지가 되기 때
문에 그 해산의 다음날에 특별가입자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
한다.

4. 급부기초일액 및 보험료
가. 급부기초일액
1인경영 등의 경우의 취급과 같은데, 가내노동자 등의 급부기초일
액에 대해서 3,500엔부터 20,000엔의 범위 외에 당분간 2,000엔, 2,500
엔 및 3,000엔의 액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급부기초일액은 연도 갱
신시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연도 도중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
는다. 또한, 급부기초일액의 변경신청서 정리번호란에는 변경희망자의
특별가입신청서에 정리번호를 기재한다.

나. 보험료
특정작업종사자에 관련된 노동보험료는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라고
하며(징수법 제14조) 이 납부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의 승인을 받은 이
러한 자의 단체가 적용사업 및 그 사업주로 간주되고, 또한 이러한 자
는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해 단체가 사업
주로서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노재보험법 제29조)
단체만이 직접 그리고 최종적인 납부의무자가 되므로 납부의 독촉,
연체금의 부과체납처분 등의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 징수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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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지게 된다.
또한, 당해 단체가 구성원 등으로부터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 상당액
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는가는 단체의 내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1) 제2종 특별가입보험요율
특정작업종사자의 단체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제2종 특별가입보험
요율표(표 10-8 참조)에서 정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법 제14
조, 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2) 임금총액
특별가입자의 임금총액은 각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에 따라
‘보험료산정기초액’이 된다.
a. 특별가입에 관련된 특정작업종사자의 단체는 모두 계속사업으
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특별가입자 각자의 ‘보험료
산정기초액’을 합계하고, 천엔 미만의 단수를 버린 것이 임금총
액이 된다.
b. 특별가입단체에서 특정작업종사자가 연도 도중에 새로 특별가
입자가 된 경우와 특별가입단체가 특별가입을 탈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의 특별가입 월수에 따라 보험료산정기초액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3) 증가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
특정작업종사자의 단체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인 특별가입자가 증가
함에 따라 그 보험료산정기초액의 총액이 증가한 결과, 징수법 제16조
및 징수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가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생긴다.
또한, 가내노동자 등에 대해서 당분간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급부기초일액에 대응하는 보험료산정기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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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0> 가내노동자 등에 대한 급부기초일액과 보험료산정기초액
급부기초일액

보험료산정기초액

2,000엔
2,500엔
3,000엔

730,000엔
912,500엔
1,095,000엔

5. 업무상외의 인정
가. 특정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
다.
1) 특정농작업 종사자
a. 농작업장에서 동력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경작 등 작업 및 여기
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농작업장’에는 특별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포장, 목장, 격납
고, 농사, 축사, 퇴비장, 제초장, 사료저장고, 저장고 등의 상시
작업장 등) 외에 다른 포장 등을 포함하고, 주로 가정생활에 사
용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또한 포장, 목장, 격납고, 농사, 축사, 상시작업장 및 공동집하시
설의 상호간의 합리적 경로를 포함한다.
‘직접 부대하는 행위’로서는, 예를 들면, 경작 등 작업중 또는
경작 등 작업의 전후에 행하는 경작 등 작업을 위한 동력기계
의 점검수리작업
․
(일상 행하는 것에 한한다), 농산물을 공동집

하시설까지 트럭 등으로 운반하는 집하작업(출하작업으로 인정
되는 것을 제외한다), 동력기계를 포장 상호간에 운전 또는 운

반하는 작업, 묘목농약퇴비
․
․
등을 공동육묘시설 등과 포장과
의 사이에서 트럭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원칙적으로 해당하
는데, 노동자를 포장까지 마이크로 버스 등으로 송영하는 작업,

농산물을 시장까지 트럭 등으로 출하하는 출하작업, 축사농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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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 등 작업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b. 농작업장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경작 등 작업 및 여
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높이가 2미터 이상 있는 축사농사의
․
지붕의 보수작업 또는
눈 내리기 작업은 당해 보수작업 등이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것
보다도 농업을 하는 자가 통상 해야 하는 것이고 농작업에 밀
접 불가분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c. 농작업장의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의 경작 등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접 부대하는 행위’로는, 예를 들면 가축의 축사를 위한 사료
의 발효저장
․
또는 토지 경작을 위한 퇴비의 발효저장이
․
원
칙적으로 해당한다.
d. 농작업장에서 농약 살포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 농작업장에서 소말돼지에
․ ․
접촉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경작 등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말돼지에
․ ․
접촉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경작 등 작업

에 한하며, 소말돼지가
․ ․
없는 축사 내의 청소 등의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부대하는 행위’로는, 예를 들면, 가축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우리 등에 넣는 작업이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2) 지정 농업기계작업 종사자
a. 자영농업자가 포장 또는 포도의 작업장에서 지정 농업기계를 사용
하여 하는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 동력탈곡기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포장 및 포
도 이외의 작업장에서 하는 경우에서도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력 커터 및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의 실태를 고려하여, 포장에서 채취하였지만 최
종 이용까지의 작업을 포장, 포도 이외에서 하는 경우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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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포장에서 채취했지만 최종 이용까지의 작업’이란, 목초
등을 포장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일단 사료저장고 등에 저장하
고, 사료로 하기 위해 컨베이어에 의해 꺼낼 때까지의 작업 또
는 동력 커터에 의해 재단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구입한 목초 등을 재단하는 등의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 자영농업자가 하는 작업에는 타인의 포장 등에서 지
정 농업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도 포함하는데, 업무수행성
의 신속한 인정을 위해 위탁을 받아 하는 작업(공동작업, 품 제
공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c에 의해 사전에 위탁을 받은
작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b. 당해 기계를 포장 등의 작업장과 격납장소와의 사이에서 운전
또는 운반하는 작업(묘목, 방제용약, 퇴비 등을 공동육묘시설
등에서 포장 등의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타인의 포장 등에서 지정 농업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으로,
위탁받은 것이라 해도, ‘위탁자’가 소유하는 기계 또는 ‘위탁자’
가 제3자로부터 빌려 받은(연료 등도 위탁자가 조달하고) 기계
를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는 특별
가입자로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는 ‘위탁을 받은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b의 ‘직접 부대하는 행위’란 작업장과 격납장소와의 사이에서 트
랙터 등의 수리, 경작기계, 작물 등의 적하작업 등이 해당된다.
c. 위탁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서류의 작성에 대하여
① 농업기계은행방식에 의해 위탁을 받은 농업기계작업을 하는
경우
농업기계은행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농업기계은행에
‘농작업위탁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 위탁자수탁자의
․
성명,
작업장소, 작업실시 일시, 작업내용이 명확히 된 것으로, 이러
한 경우에는 새로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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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이외의 방식에 의해 위탁을 받아 농업기계작업을 하는
경우

(a) 위탁자수탁자의
․
사이에서 위탁자수탁자의
․
성명, 작업장
소, 작업 실시일시, 작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사전
에 작성하고, 그 사본을 수탁자가 구성원이 되어 있는 특별
가입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 신고한다.
(b) 특별가입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농업기계은행에 준하여 수
탁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받아 위탁자수탁자의
․
성명, 작

업장소, 작업실시일시, 작업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한 기
록을 하는 경우는, 전기한 (a)의 계약서가 위탁자 및 수탁자
의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 계약서 및 기록의 내용
계약서 및 기록의 서식에 대해서는 특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계약서 및 기록에는 대략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면 충족하다.
(a) 위탁자의 성명, 수탁자의 성명
(b) 위탁기간
(c) 작업장소
(d) 작업내용
(e) 사용기계
3) 직장적응훈련 종사자
노동자의 경우에 준한다.
4)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 종사자
노동자의 경우에 준한다.
5) 가내노동자 등
a. 가내노동자 등이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에서 특별가입신
청서(고시양식 제34호의 10(별지))의 ‘업무 또는 작업내용’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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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작업 또는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직접 부대하는 행위’란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에서
하는 당해 작업의 준비행위 또는 마무리행위를 말하므로, 자택과
자택 이외의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과의 사이, 자택 또는
자택 이외의 당해 가내노동자의 작업장과 위탁자의 사무소와의
사이의 왕복은 포함하지 않는다.
b. 가내노동자 등이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에 인접한 장소(작
업장의 토지내, 작업장 앞의 도로상 등)에서 행하는 가내노동에

관련된 재료가공품
․
등의 적재, 하적작업 및 운반작업을 하는

경우
6)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이 당해 노동조합 등의 사무소, 사업장, 집
회장 또는 도로, 공원 기타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에서 집회의 운
영, 단체교섭 기타의 당해 노동조합 등의 활동에 관련된 작업(당해 작
업에 필요한 이동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주) 사업장이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속하는 기업의 사업장
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토지내를 가리킨다.

나. 업무기인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경우에 준하게 된다.
다. 통근재해의 적용
직장적응훈련 종사자,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 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그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의 실정
등에서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노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통근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경우에 준한다.

일본노재보험의특별가입제도

511

제6절 해외파견자9)

1. 가입 절차
특별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가입을 신청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가입의
자격유무에 따라 가입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가입 후의 이
동에 대한 신고 등이 의무시된다.

가. 특별가입승인신청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파견처의 단체
또는 사업주(이하 ‘파견처 사업주 등’이라고 한다)가 일본국내에서 실
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노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 경우 유기사업의 보험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해외
파견자의 특별가입은 그 성립해 있는 보험관계에 근거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다.
가입신청은 그 노동자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처 사업주
등이 그 사업에서 파견하는 자를 통합하여 하게 된다.
이것은 동일 파견처사업에서 파견된 자는 파견처, 파견기간의 상위
에 관계없이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하여 파견처사업주 등이 그 그룹에
대한 사업주라는 것으로 노재보험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
이다.
파견처사업주 등이 작성한 ‘특별가입신청서(해외파견자)’(고시양식
제34호의 11)는 그 파견처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기준
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9) 본절(해외파견자)은 이홍무(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가 작성하였음.

512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받아야 한다.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은 당해 신청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
하여 14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신청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날짜로 되
지만, 이것은 신청서 및 별지에 기재된 내용을 동일 자로 승인했다는
것이므로 이미 해외서 취로하고 있는 자는 그 승인일로부터 적용이
있고, 승인 후에 해외로 가는 자는 실제로 해외로 가게 되는 신청서별
지의 파견예정기간의 첫날부터 적용이 있게 된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기입해야 한다.
(가) 신청서의 ①란의 ‘단체 또는 사업주’는 당해 신청절차를 하는
파견처의 단체 또는 사업주이며, 또한 ②란의 ‘신청에 관련된
사업’은 그 파견절차를 하는 파견처의 단체 또는 사업주가 하
는 사업으로 파견처의 사업은 아님.
(나) 신청서의 ③란의 ‘특별가입예정자 수’는 동 신청서 별지에 기
재되어 있는 자의 숫자의 합계와 일치할 것.
(다) 파견처 사업주 등이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서의 하부 여백에 사무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입하고, 당해 사무조합을 경유
하여 신청할 것.

나. 특별가입자의 구체적 범위의 특정
특별가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파견처사업주 등이 제출하는 신청서
에 첨부된 명부에 의해 특정된다. 이 명부에는 파견시키는 자의 성명,
파견처의 사업명칭 및 소재지, 파견처에서의 업무의 내용, 파견예정기
간 및 파견예정자의 급부기초일액을 기입하고, 특별가입예정자가 파견
처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노동자 이외의 자(예를 들면 노동자성이
없는 임원 등)인 경우에는 파견처사업에 관련된 사업의 종류 및 노동
자 수도 합쳐서 기입하게 된다.
또한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의 경우, 다른 특별가입과 달리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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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되는 자가 해외에 가기 전에 신청하고 승인받는 경우가 많게 되
므로, 신청시에 제출하는 명부만으로는 구체적인 파견자의 주거 등의

상황과 실제로 파견처에서 종사하게 되는 부서작업의
․
내용 등을 파
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별가입의 신청이 승인되었다 해도
그 승인일로부터 곧바로 그 파견되는 자가 특별가입자로 취급되는 것
은 아니고, 실제로 해외의 사업장에 소속한 날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을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 보고는
‘해외파견에 관한 보고서’(특양식 제5호)로서 파견자 1명당 1부를 제출
하게 되어, 신청시의 명부등재자가 실제로 파견처의 사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은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다. 특별가입의 변경신고
특별가입의 승인이 된 경우, 당초 제출된 신청서 및 별지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유효가 되므로, 그 내용 등에 대해서
변경이 생긴 경우는 지체없이 ‘특별가입에 관한 변경신고(해외파견
자)’(고시양식 제34호의 12)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가) 특별가입자가 결혼 등에 의해 성명을 변경한 경우
(나) 특별가입자가 근무하는 파견처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가 바
뀐 경우
(다) 특별가입자가 하는 업무의 내용, 지위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라) 파견처의 국가가 바뀐 경우
(마) 파견기간이 변경된 경우
(바) 기타 특별가입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 새로 해외파견자가 된 자를 추가하여 특별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아) 귀국 등 파견처의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어 특별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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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노동자로서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을 하고 있는 자가
노동자 이외의 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파견처의 사업 종류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노동자 수도 합쳐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도의 도중에 해외파견자가 파견기간의 종료로 인해 귀국
하고 파견처사업주 등의 사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는 그 시점에서 특
별가입자가 되지 않게 된 자로 하여 신고함으로 인해 동일 연도 내에
다시 해외로 가는 경우에는 동일인이더라도 새로운 특별가입자가 된
자로 신고해야 한다.

2. 해외출장과 해외파견
국내의 사업에서 명령받은 해외에 가서 해외에서 업무로 인해 피재
한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출장’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떠한 특별한 절
차를 하지 않고 당해 사업장에서 성립된 노재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데 대하여 ‘파견’으로 취급되는 자는 특별가입의 절차를
하지 않으면 노재보험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출장’인가 ‘파견’인가에 의해 노재보험법상의 취급이 다르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것이 ‘출장’인가 ‘파견’
인가가 문제되는데, 노재보험에서는 ‘해외출장자’란 단순히 노동 제공
의 장소가 해외에 있을 뿐으로 국내의 사업장에 소속하고 당해 사업
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자, ‘해외파견자’란 해외의 사업
에 소속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자로 구
분하여, 이 판단은 당해자의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해외에서의 근무기간의 장단은 ‘출장’인가, ‘파견’인가의 판
단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이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소속하는 것인가, 국내의 사업에서 출장으로 인정되는가는 사
례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대략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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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생각해도 좋다.
(가) 상거래 상담, 사전회의, 회의, 시찰, 업무연락을 위해 해외에
부임하는 경우
(나) 판매한 기계장치의 정기적인 점검 또는 돌발적인 문제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로 부임하는 경우
(다) 시장조사 등을 위해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또한, 해외지점에 전근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행하는 접합공사,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경우는 통상 ‘파견’으로 생각해도 좋다.

3. 승인 및 지위소멸
가. 승인조건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은 파견처의 단체 또는 사업주가 일본 국내
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는 보험관계에 근거하
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해 있는 사업을 가
지지 않은 단체 또는 사업주로부터의 승인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지위소멸
1) 자동소멸
해외파견자로서 특별가입하고 있는 자는 그 자의 파견처의 단체 또
는 사업주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립하고 있는 보험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특별가입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등에 의해 그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에
그 자의 특별가입자 지위도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 경우, 당해 승인
을 받은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그 뜻을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25의 4)
또한, 해외파견자가 파견기간의 종료로 국내에 귀국한 경우 등 노
재보험법 제27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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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특별가입자 지위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그 뜻을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재보헙법 시행규칙 제
46조 25의 2 제2항)
2)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그 사업에 대하여 특별가입하게
한 해외파견자를 사업단위로 포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탈퇴시
킬 수 있다. (노재보험법 제30조 제2항)
이 경우는 ‘특별가입탈퇴신청서’(고시양식 제34호의 9)를 제출한다.
또한, 탈퇴의 승인연월일은 당해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의 범
위 내에서 신청자가 탈퇴를 희망하는 날이 되며, 특별가입자 지위는
당해 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에 소멸하게 된다.
3) 특별가입승인의 취소
특별가입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업주가 노재보험법, 징수법
또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성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가입
승인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가입자 지위는 그 취소와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노재보험법 제30조 제2항)

4. 급부기초일액 및 보험료
가. 급부기초일액
해외파견특별가입자에 대해서는, 실태로서 임금을 받아 종사하는
자들도 있으므로, 이 자들에 대해서도 특별가입제도의 틀 안에서 노재
보험의 적용을 도모하는 것에서, 급부기초일액도 다른 특별가입자와
같이 도도부현 노동기준감독국장이 정하는 액수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3,500엔, 4,000엔, 5,000엔,
6,000엔, 7,000엔, 8,000엔, 9,000엔, 10,000엔, 12,000엔, 14,000엔, 16,000
엔, 18,000엔, 20,000엔의 범위에서 정해진 액수 중에서 특별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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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소정란에 희망하는 급부기초일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의해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각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을 결정
하고 통지하게 된다.
급부기초일액이 결정되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특별가입보험료
의 액수가 산정되고, 또한 특별가입자가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의
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부의 액수가 산정되게 된다.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은 가입승인시에 결정되므로 연도 갱신
시에 한하여 급부기초일액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보험료
해외파견자로서 특별가입한 경우는 제3종 특별가입보험료를 납부해
야 한다.
이러한 특별가입보험료의 액수는 특별가입자에 관련된 급부기초일
액에 대응하여 정해지는 보험료산정기초액에 제3종 특별가입보험요율
을 곱하여 얻은 액수가 된다.
해외파견특별가입자에 관련된 제3종 특별가입보험요율은 일률적으
로 1,000분의 5(2003년 4월 1일 현재)로 되어 있다. 또한, 연도 도중에
새로 특별가입자가 된 경우와 특별가입을 탈퇴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내의 특별가입월수에 따른 보험료산정기초액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
게 된다.
1) 제3종 특별가입보험료의 납부절차
제3종 특별가입보험료의 납부는 해외파견자를 특별가입시키는 데
대한 승인을 받은 파견처사업주 등이 행한다.
이 제3종 특별가입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절차에 대해서는, 파견처
사업주 등의 일반적 노동자에 관련된 노동보험사무절차와 구별하여
행한다.
즉,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은 파견처의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미 성립해 있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보험관계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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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특별가입하는 데 대하여 승인을 받으면 파견처의 단체 또는
사업에 부여되어 있는 노동보험번호와는 별개의 해외파견특별가입에
대한 노동보험번호가 부여되므로 이 노동보험번호에 의해 사무절차를
행하게 된다.

5. 업무상외의 인정
가. 해외파견자의 업무상외의 인정은 국내 노동자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된다. 따라서
(가) 파견처사업으로부터 당해 파견국 외로 출장한 경우에 대해서

는 국내출장에서의 출장과 같은 기준에 의해 업무상외를
․

판단하게 된다.
(나) 전쟁 피해나 특정지역에서는 누구나 걸리는 전염병과 풍토병에
걸린 경우 등은 일반적인 업무상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와의 구별은 국내의 경우와 같다.

나. 통근재해의 적용
1980년 4월 1일부터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보호의 대상이 되었으나,
통근재해의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의 경우에 준한다.

제7절 시사점10)

일본 노재보험적용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0) 본절(시사점)은 이홍무(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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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적용
한국에서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는 건설업의 일부와 가사서비스업은
일본에서는 당연적용사업이다. 당연적용사업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
입절차를 취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노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
다. 이러한 사업주의 미가입행위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며, 사업주와
노동보험료의 적용업무를 행하는 감독관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논리
이다. 미가입사업주의 노동자에게 보험급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업
주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한국의 산재보험은 정규직이 아닌 소위 특수형태근로자가 적
용제외되고 있으나, 일본의 노재보험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의 의
미를 실질적 관계로 해석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형태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사업자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적용 제외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거의가
노재보험이 당연적용된다.
또, 일본에서는 고용기간이나 임금지불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
을 제공하고 감독을 받는가가 노동자의 구분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수형태근로자의 문제는 대부분이 당연적용의 문제이며, 노재
보험의 목표인 망라적인 노재노동자 구제를 위해서는 당연적용의 범
위를 확대하고 보험급부는 가입절차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것이 필요
하다.

2. 임의적용
일본과 한국은 노동자를 모두 노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
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적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의 임의적용대상에는 일본에 없는 건설업과 가사서비스업이 포함되

어 있고,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도
․
․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당연
적용대상자인 건설업과 가사서비스를 임의적용으로 하면서도 이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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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직종의 보상제도가 존재하는 공무원 등을 임의가입대상으로 해서
추가보상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의미가 불투명하다. 더욱이 한국의 임
의적용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하는 제도이나 일본의 임의적용은 사
업주 자신은 보험가입 의사가 없어도 당해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과반수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의 신청을
해야 한다.

3. 특별가입
전술한 일본의 당연적용과 잠정임의적용에 의하면 실질적인 노동자
인 중소기업사업주나 1인경영 자영업자 등은 노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여기서의 자영업자는 작업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자
로서 한국에서의 임금지불형태로 구분되는 자영업자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가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특별가입제도는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 사
업주나 자영업자 등에게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본의 특별가입제도는 한국에서 정의되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특별가입제도가 기존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재보험제도
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배려되고 있다.
첫째, 노재보험 특별가입자는 자신들의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급부가 제한된다.
둘째, 기초급부일액도 가입시에 지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며 위험이 높은 직종에 한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
로써 기왕증을 가진 노동자가 노재보험을 역선택하는 현상을 방지하
고 있으며, 보험급부시의 기초급부일액 산정의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셋째, 특별가입자는 보험급부시에도 일반가입자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농업이나 운수업 등과 같이 업무와 일상생활의 구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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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통근재해를 담보하고 있지 않다. 즉, 업
무상외의 판정을 위해서 특별가입 가능한 업종을 특정하고 업무상 범
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는 특별가입자 유형별로
독립해서 가입자 본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수지가 상응하도록 하
는 보험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노재보험적용대상 근로
자에 대한 노재보험으로부터의 내부보조가 철저하게 방지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재보험은 소득재분배는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생활
위험도 담보되고 있지 않으나, 특별가입제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관
철되고 있다.
즉, 일본의 특별가입제도는 업무상외의 판정이 가능하고 보험수리
적으로 독립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노재보험에서 생활위
험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공적의료보험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
는 것이다. 또, 노재보험적용의 노동자와는 달리 특별가입자는 보험료
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노재보험적용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특별가
입자의 노동재해는 특별가입자 본인의 책임으로 특별가입자가 손해배
상청구를 할 상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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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의 인정기준

제1절 필요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보호방안이 어느 정도 사회
적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인정기준은 무엇인지, 당연가입으로 할 것인지, 임의가입으로 할
것인지, 보험료의 부담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이 상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이전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은 산재보험법에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개념정립을 통해 보
호하는 방안, 개별적으로 직군을 별도로 묶되 유사직군에까지 확대하
는 방안, 법률에 구체적 직군을 명시하고 추후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임의가입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임의가입에 의한 보호방안을 제외하고는 대략
i) 산재보험법체계 개편을 통한 독자적 피보험자 그룹 정의에 의한
적용방안(적용대상 선정에 필요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명
시하는 방안),
ii) 매년 몇 개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열거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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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률에 일정규정을 명시하고 그 적용대상업종은 선정위원회에
서 결정하는 방안 등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우에 법률을 어떻
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나 ii)의 방안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i)안과 iii)안을 취한다면 누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보호를 받는 피보험자가 되는가 하는 인정기준의 문제가 가
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더욱이 산재보험법
에서 정하는 기준이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
는가, 산재보험법에서의 인정기준은 다른 사회보험으로의 확장가능성
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인정기준의 설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기준이 논란의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추상적, 일반적 개념 내지 기준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구
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물론 인정기준을 구체적
으로 적용할 때 판단은 누가 하는가, 몇 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인정기준 사이의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등의 인정기준으로부터 구체적
인 문제의 해결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는 일단 인정기준을 시론적으로 만들어 보기로 한다.

제2절 인정기준

1. 인정기준(안)
1)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지 않지만) 경제적 종속관계 등으로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산재보험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자인지 자영인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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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들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특성인 유사근로자성 내지 준근로자성을 반영하는 개념을 설정하여
이들을 개념의 의미내용으로 포섭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괄호부분을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노동조
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노조로서 활동하는 단체의 조합자격부인의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또한 노동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사
근로자의 개념인정으로 현행 노동법이 2분체계인가와 3분체계인가 하
는 확대논쟁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종속적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
여 활동하고 노무제공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주로 다른 근로자들
과의 협력없이 수행하는 자로서
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나. 평균적으로 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1인으로부터 확보하며,
다. 자신의 업무를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을 것,
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편입되어 있을 것,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대개의 경우 계약방식이 근로계약이 아니
라, 위탁계약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속노동의 가능성은 위임인 등 1인에 전속되어
다른 부업이나 자유활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1
인에의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2인 이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나 산정 등이 어렵
기 때문에 일정부분 1인회사나 독립자영인과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3자를 자기 휘하에 두고 활동하는 자는
이미 기업주로서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자영인의 성질이 강
하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2)의 라. 항은 노동법 적용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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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되는 경우로서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오히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
무제공형태는 근로자성과 자영인성이 극히 혼재되어 양자의 요소를
동시에 구비하여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 또한 현행 판례에
의하면 조직화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자영인
으로 방치되어 있지만, 근로자성의 요소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이들을 산재보험보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의 라. 기준은 후술하는 6)의 기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의 라.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인
적종속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6)에서는 인적 종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종속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의 나. 항의 수입
의 4분의 3 기준을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하며,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른 항목으로도 특수형태근로자를 충분히 판단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 논
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위임인 또는 위임인에 준하는 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
상 그들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것,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형태근로는 직무성격상 언제든지
근로자성 인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과, 반대로 자영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일정사업
장에는 동일한 직무를 고용형태와 자영형태로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도 있다. 오로지 자영인에 의한 노무급부가 가능한 경우들이 산재보험
보호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가내근로
자의 산재보호를 위해서 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준을 두지 않아도 다른 기준으로도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의 산재보호를 인정하기에 충분한데, 이 기준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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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영리활동이 전형적인 경영자로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히 사업에 대한 결정의 자유와 사업활동에 따른 결과가
귀속되지 않는 자로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영위험을 인수하지
않을 것,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 논쟁의 핵심에는 근로자 개념의 포지티브
한 정의도 필요하지만, 근로자와 자영인의 구별은 경영위험의 인수 여
부가 핵심이다. 자영인성은 경영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들 자영인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전
형적인 자영인에 해당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
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방법(Negation)으로 이 기준의 설
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결과적으로 비자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비자영인에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이들의 구
별이 어렵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2분법 체계
로 가는 것은 아닌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자영인으로 하되 법률규
정에 의해 강제보험으로 편입시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지
는 않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5) 노동력 제공자 스스로 판매가격, 상품가격, 자본과 기계의 투자,
계약조건의 형성, 소득액의 정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을 것,
이 기준은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주의 본질을 지적하고 기
업가로서의 활동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4)의 기준과 중복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명확성의 차원에서
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용주 등의 지시권에 복종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위임인에 종
속되어 근로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
이 기준은 앞의 1)의 기준과 중복된다. 그리고 2)의 라. 기준과 내
용상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6)의 기준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미
조직화된 그룹 이외에 현재 조직화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를 포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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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규정으로서 장래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해 오픈되어 있
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이 충돌되어도 그 개념의 포섭
범위는 6)의 기준이 더 넓기 때문에 2)의 라.항의 기준은 법적 안정성
을 위해 신속한 판단을 위한 개별기준으로, 6)의 기준은 잔여사안포섭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의 기준과의 중복성, 2)의 라.항과의 충돌가능성으로 삭제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것이다.
7) 최저임금법, 휴가규정, 휴업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가 등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자의 계약서나 근무실태에서 휴가 등의 규정이 있는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자영인들은 위임인과의 별도의 휴가규정을 필요로 하
지 않으며, 그 자신이 쉬고 싶으면 언제든 쉴 수 있으므로 종속성을
배제하는 요소로서,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와의 구별을 위해
서 이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계약서에 최저임금,
휴가 등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영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구별을 위해서 이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8) 독립자영인의 요소도 있고 종속적 고용관계의 요소도 존재하여
이들 요소가 동등한 비중을 갖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보아 자영인과 근로자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
자영인과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존중해야 할 것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업
종이나 직군 가운데는 (일부 보험설계사를 고려) 반드시 산재보험영
역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자도 있
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택가능성을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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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재보험의 현 실정상 개별적 심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
자의 의사 고려는 관리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과 누가 주체가
되어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9) 이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아래의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사례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상의 기준들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예를 들어 70%) 산재보험보호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로
어느 형태의 인정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정기준은 추상적, 일반
적일 수밖에 없고 기준의 적용은 법률실무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일정 %를 충족하면 근로자성이나 조세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고 법률적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인정기준의 적용에 의한 적용대상 여부의 판
단은 비교형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교형량시 고려해야 할 사항(대안 1)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노동력제공자에게 지시권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가?
2. 고용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노동력제공자를 훈련시키는가,
3. 노동력제공자의 노동이 영업으로 통합되는가?
4. 노동력제공자가 노동력을 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가?
5. 노동력 제공자가 보조원을 채용, 감독하고 보수를 지급하는가?
6. 노동력제공자와 고용주 등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
7. 노동력제공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로이 정하는가?
8. 풀타임근로가 요구되는가?
9. 노동력제공자가 고용주 등의 건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
는가?
10. 노동력제공자가 제공되어야 할 노동질서를 결정하는가?
11. 서면 또는 구두의 보고가 요구되는가?
12. 보수가 시간급, 주급, 월급 또는 일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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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이나 여행비용 등을 누가 지급하는가?
14. 누가 작업도구나 재료를 공급하는가?
15. 노동력제공자가 설비, 공정 등에 중요한 투자를 했는가?
16. 누구에게 이윤이나 손실이 귀속되는가?
17. 노동력제공자가 한 개의 회사 이상에서 일하는가?
18. 고용주 등이 노동력제공자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가?
19. 노동력제공자가 일이 종료하지 않았어도 떠날 권리를 갖고 있
는가?
비교형량시 고려해야 할 사항(대안 2)
또는 비교형량시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로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인적 종속성 - 노무급부의 시간, 기간, 장소, 종류와 관련한 사
용자의 지시권
- 사업장으로의 편입: 근로시간 편성과 기입, 통제, 근로시간의
형성, 노무를 급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작업도구가 타인에
게 속하는가 여부
2. 노동력 제공의무를 타인에게로 위임할 권한의 존부, 자신의 노
동력에 관한 처분가능성의 존부

3. 위임인의 광범위한 통제권과 위임인과 직접 문의상담할
․
수
있는 권리 여부
- 생산수단과 경영수단에 있어서
- 위임의 거절에 있어서
- 가격계산에 있어서
- 모집조치에 있어서, 고객획득에 있어서
4. 포괄적인 보고의무의 존부
5. 기업주 위험의 비(非)부담, 손실의 위험으로써 자신의 노동력과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을 것
6.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지의 여부
7. 자신의 사업수단의 결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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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임인의 대출로부터 사업수단의 공급
9. 1인의 위임인에 대해서만 구속/타인을 위한 활동의 금지
10. 자신의 로고 사용이나 자기계산으로 활동금지
11. 종전에 동일한 사용자에게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의 행사
12. 고정급에 의한 임금부여/매출배당에 대한 참가배제
13. 협약상의 휴가와 임금의 계속지급의 청구
14. 직상급자의 존재
15. 자신의 사업장의 부재
16. 위임인의 항시적인 개입가능성
17. 조직(상공회의소나 상인연합 등) 구성원 지위의 결여
18. 비자영적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의 평가
19. 근로계약의 무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등의 여부
그러나 개별상황의 종합적 고려는 여전히 판단을 어렵게 하므로 판
단주체를 정하고, 기준 중 몇 개 또는 몇 %를 충족해야 인정된다는
식으로 법적 안정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비교형량기준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심의를 직종별로 하여야 하는가, 개별심의를
하여야 하는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산재보험보호를 받는다면 당
연적용이므로 이 기준 중 몇 %, 예를 들어 75%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제3절 입법기술

입법기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산재보험법 제4조(정의) 제2호의 ‘……통상임금을 말한다’의 뒤
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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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재해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
나. 제2절의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한다.
다. 비교형량기준을 노동부 지침으로 정한다.
라. 대상직군을 전제로 한 기준이 아니고, 대상직군에서도 자영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별관리를 전제로 신청서 작성에 의한 인정
기준 적용절차와 신청서 양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7a조 참조). 특히 산재보험법상의 적용
신분확인을 위한 신청방법의 규정이 필요하다.
마. 이상의 기준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바. 간주규정을 두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제4절 대안에 대한 견해

앞의 제1절～3절의 대안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을 전공한 학자 3명
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하는 이들 수렴된 의견을 정리한 것
이다.

1. 제1의 견해
앞서 제시된 대안 i)을 전제로 인정기준을 위와 같이 만드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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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제1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파장효과에 대해:
먼저 동 법안의 인정기준에 의한 개념을 형성할 때 이 기준이 노동
법의 근로자 개념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본다. 이미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 사업주가 피보
험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개념 논리에 편
승할 필요도 없고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입법적,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헌법상 근로권이나 근로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이 노동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반드시 이
를 삽입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 경제적 종속성에 대해:
제1견해는 경제적 종속성 개념의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한다. 경제적 종속 개념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경제적 종속 개념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입법기술적으로는 경제적 종속 개념을 사용하
지 말고 바로 대안 인정기준 2)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제1견해의 제1테제: 1)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 종속관계 등으로 이와 유사
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산재보험보호가 필요한 자로서,”의 요건은 삭
제한다.
- 구체적 인정기준 2)에 대해:
이 견해는 2)의 가. 나. 다.는 대체로 기본적으로 근로종속노동, 인
적 종속성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면
서, 전속적이고 일정부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법률관계를 맺지 않으
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또한 2)의 라. 요건도 ‘업무의 속성’과 ‘전환여부’ 가능성에 의해 사
용자가 경영전략적인 방편으로 다양한 특수직 근로관계에 있어서 탈
법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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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 또한 ‘경제적 종속’이나 ‘편입되어 있을 것’ 등의 기준은 불명확한
것으로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보면서 경제적 종속성을 표상하
는 ‘3/4 이상’과 같은 기준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입의
3/4’은 삭제하고 수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문구로 대
체해야 한다고 본다.
- 그러나 2)의 다. 요건은 앞으로 열려 있을 특수고용직의 여러 가
지 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가 있는 조항이라고
본다. 예컨대, 가내공업처럼 특수직근로자가 종속되어 있지만 다
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다’의 요
건은 이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본다.
제1견해의 제2테제: 2)의 요건을 “종속적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고 노무제공을 직접적으로 그
리고 주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협력없이 수행하는 자로서
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나.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
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
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편입되어 있을 것”으로 한다.
- 3)의 요건은 2)의 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는 않다.
제1견해의 제3테제: “3)의 인정기준은 삭제한다”
- 4) 경영위험 인수를 요건으로 헸을 경우 문제가 되는 4개 직군
모두 이 요건 모두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보호에
서 방치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사업
이 잘 안될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경영위험인수라는 기준은 우리 법에 직접 운용될 가능성
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는 좋지만 인정기
준으로 설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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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견해의 제4테제: “4)의 요건은 삭제한다”
- 7)은 하나의 고려 요소로 가능하지만, 휴가 기준은 근로계약이
든 도급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속성이므로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제1의 견해를 입법의 형태로 만든다면 다음
과 같은 안이 나올 것이다.
“종속적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고 노무제공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주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협
력없이 수행하는 자로서
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나.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편입되어 있을 것”

2. 제2의 견해
이 견해는 전체적으로 산재보험적용방안 중 법률에는 일반적인 기
준을 설정하고 상세한 규정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자는, 말하자면 iii)의
방안을 선호한다. iii)안이 i)안에 비하여 기준 설정에 대한 다툼을 피
하면서, 동시에 기준과 관련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
며, ii)안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위임재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
고,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2)의 기준과 6)의 기준은 상호 충돌한다
고 본다. 즉 한편으로 인적 종속성은 배제하고 경제적 종속성을
갖춘 유사근로자를 개념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준
2)의 라는 인적 종속성을 전제하고, 기준 6)은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 개념을 상당부분 전용한 것으로 본다.
- 전체적으로 2)의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2)의 기준 중
‘종속적 고용계약’ 개념은 독일식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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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정도로
처리하면 족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의 요건 중 “종속적 고용계
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의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2)의 요건 가. 나.는 중복의 요소가 있으므로 통합이 가능하며,
다.의 요건은 필요하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1인을 위하여 활동”
하고 그 1인에게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그 수입이
평균적으로 3/4 이상인지 여부는 중복적 기준으로서 지나치게 범
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도 이런 요건

은 판례학설상
․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를 파
악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인에 대한 전속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 전체적으로 보아 기준 2)의 가. 다. 기준을 넣고, 6)의 기준을 합
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iii) 방안의 선택을 전제로 직업군은 대
통령령으로 나열할 것이므로 개방적으로 쓰는 것에 동조한다.
- 그러나 2)의 라. 기준은 인적 종속성 기준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이와 같은 기본입장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보다는 특수형태‘취업’종사자 또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근로’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이상, 노동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밖에 없고, 종속적 ‘근
로’를 개념적으로 전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적 종속성은 없으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
되는 취업관계이므로, 경제적 종속성이 명확히 부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의 기준은 예컨대 임의로 최저임금법 등을 당사자 합의 하에
적용하는 경우는 배제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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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준은 사회보험의 원리면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
다는 강제적 적용대상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에,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4), 5) 기준은 선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인 비
교형량시의 기준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결론적으로 이 견해는
“계약의 명칭, 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
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이용자를 위한 업무를 본인이 직접적으
로 수행하고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로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4)와 5)의
기준은 비교형량시의 고려기준으로 포섭할 것을 제안한다.

3. 제3의 견해
- 경제적 종속성은 독일의 단체협약법의 단결권과 연결돼서 근로자
들이 임금 등에 대한 협상을 위한, 단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
해 필요한 기준이지 산재보험에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
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1), 6)의 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종속”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적용기준들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지, 사회보험 전체에 있어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먼저 산재보험법의 확대에 있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종속성이라든
지 또는 경영인수 위험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 “경영위험 인수”
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산재보험법
의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고
나 질병을 예방할 수 없는, 작업환경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보호대상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 라. 기준의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있을 것’의 기준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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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 적용대상과 관련해 노동법상 규정과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가를
문제삼지 말고, 근로자라는 용어나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배제하
는 포괄하는 상위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그 예로서 취업자, 노무
제공을 통한 영리활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당연가입을 전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인정기준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이 정해지면 이는 강행법규로 8)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당
사자의 의사에 따른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을 허용할 수 없다.
- 이상의 관점을 고려하면 2)의 라.의 기준을 변형하여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편
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종합 및 평가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법률의 규정은 가능한 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간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견해는 인정기준의 최소입법으로 압축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종속성의 개념은 논란의 소지가 있
으므로 구체적 기준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족하며 법문에 구태여
이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은 대체로 앞
서 제시된 2)의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각각의 관점에 따라 입법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행령이나 하위 법원(法源)에 의
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 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안과 제2안은 ‘계약의 형태를 불문
하고’ 인정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 또한 노동법
상의 근로자 개념과 반드시 연계성이 없으므로 인정기준을 독자적으
로 만들어도 무방하며, 각 안 공통적으로 노무제공을 본인 스스로 또
는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제1안과 제3안은 회사조직 내의 편입을 강조하여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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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경
제적 종속성에 대해서는 제1안만이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제2안과 제3안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2안은 시행령
에 의한 구체적 인정의 여지를 법문에 표현하여 보다 상세한 인정기
준 설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표 11-1> 참조).
<표 11-1> 법안의 비교
법안

제1안

“종속적 고용계약, 도급
계약, 위임계약 등에 의
하여 타인을 위하여 활
동하고 노무제공을 직접
적으로 그리고 주로 다
른 근로자들과의 협력없
이 수행하는 자로서
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
하며,
나. 평균적으로 수입의
내용
상당부분을 의존하
고 있는 자로서,
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
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
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
사의 조직에 편입되
어 있을 것”

제2안

제3안

“계약의 명칭, 형태
를 불문하고,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자를 사용
하지 않고 노무이
용자를 위한 업무
를 본인이 직접적
으로 수행하고 근
로자와 같은 사회
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노무제공자가 근
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
임인의 지시를 받
아 업무를 수행하
고 회사의 조직에
편입되어 있을 것”

비고

그러나 각각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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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상위개념 사용의 필요성은 자영인도 산재보험법에 들어오긴
했지만, 현재 산재보험법의 토대가 근로자 보험이므로 상위개념
(취업자 개념)을 만들어 논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사료
된다. 또한 인정기준이 채택되면 구태여 상위개념이 필요가 없을
것이며, 취업자 개념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사회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상
위개념의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규정을 느슨하게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또는 시행령으
로 자세히 한다는 방안이 채택이 되면, 3방안이 선택되는 것이다.
나머지 기준들은 다 제거하고 2)번 기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강조하면 제3방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기준을 보다 상세
하게 만든 이유는 방안3보다는 방안1에 target을 두었기 때문이
다. 전체적인 의견의 핵심은 앞의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적 종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나머지 기준은 필요 없고, 2)
의 핵심 포인트로 압축해서, 그 안에서 포괄적인, 일반적인 기준
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국의 입법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자세한 규정을 두면 둘수록 혼란만 가중
되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일반화되고 추상적인 최소입법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인정기준이 그대로 법안으로 올리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기준을 법제화하
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행령으로 뺀다고 할 때, 문제는 시행
령을 마련하도록 위임받은 노동부가 그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에 무엇을 넣고 나머지는 무엇을 시행령으로 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법률에다 경제적 종속성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경영위험 인수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서 노동부가 시행령에 그 구체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때 그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다른 방안으로,
법률에 일반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직군별로 선정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기준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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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보다 더 명시적인 세분화된 기준으
로 하여 현재 문제가 된 특수형태종사자들을 포함하는 데는 부적
절하다고 사료된다. 기왕에, 인정기준을 제1방안을 전제로 해서
만들려면 상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대부분 인적 종속성은 없으나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자들이거나,
어느 정도 인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
에서 경제적 종속성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공통되어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법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인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를 지적하고 법안에 반영하는 제1안에 동조한다.
특히 수입의 명문화는 실무적 차원에서 다수의 직업을 갖는 자나
보험료의 부과를 위한 사용자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그룹을 구
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의 전속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이
기준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2안에서는 ‘본인이 직접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노동력제공의무자
가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용자를 갖고 있
는 경우는 보험관리상 보험료의 부과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전속성을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자성과 자영인성의 징표가 중첩
되면서 오늘날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된다. 이는 특수형태근로 종
사자의 직업군이라는 독립된 제3의 섹터가 존재한다고 하기보다
는 양 영역에 중첩적으로 걸리는 직업군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인정기준에서는 비록 그것이 모순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하더라
도 이 형태의 직업군을 인정기준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2)의 기
준과 6)의 기준은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어느 부분은 근로자에 근접해 있고, 어느 부분은 자영인에 근접
해 있다. 독자적인 sub sector를 나타내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자영인에 근접해 있는 경우도 한계를 정해주고,
판례에 의해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지만 근로자성이 농후한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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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근접이
되어 있는 그룹을 위해서는 2) 기준과 6)의 기준이 사실상 충돌
이 되지만 병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인정기준을 법제화할 때 이 기준이 전체 사회보험으로 확대될 가
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수형태근로 종
사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중요한 것이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에, 심지어 노동법 분야로 얼마나 확산효과가 있을 것이냐의 문
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별도의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보호의 걸림돌이 되
어서는 안 되며, 이 문제가 이 점을 구태여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산재보험의 인정기준이 전체 사회보험으로 확산이
된다면 미래를 위해서도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하나의 통합된
사회보험논리에 합당한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당하며, 산재
보험 인정기준이 다른 보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 다음으로, 경제적 종속성, 경영위험 인수 기준은 물론 단체협약법
의 적용범위 확장 논의 속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유사근로자의
개념은 협약법의 확대적용, 매체 종사자에게 한정하는 그런 실질
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각종의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자처럼’,
‘피보험자처럼 활동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
재보험의 확대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 개념, 유사근로자 개념, 가
장자영인 개념과의 연계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현재의
독일법의 경험을 보면 유사근로자가 단체협약법에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재보험의 입법 범위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계속 논
의가 되고 있으며, 전체 사회보험에서는 근로자유사 자영인, 기업
주유사 자영인 등의 개념이 법제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
적 종속성 개념 활용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
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근로자, 유사자영인, 기업인, 자영인 등을
판단하려면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 종속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2)의 나.의 기준은 변형된 형태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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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시켜야 할 것이다.
- 인정기준이 법제화됐을 때, 다른 미조직그룹들이 포섭될 가능성
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률규정이 미조직자들 포섭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느슨
하게 해도 장래발생 그룹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는 앞의 3가지 법안을 고려한다고 해도 시행령 규정 등에
의해 대상직군을 확정하지 않는 한, 장래의 미조직그룹의 포섭가
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게 된다. 따라서 인정기준을 오픈해서 부
지불식간에 끼어드는 업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형화된 대상직군의 인정문제로서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든지,
공단에 맡겨져야 하고 선정위원회에 맡겨진 문제가 될 것이다.
- 2)의 기준을 줄이는 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이지
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상의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완충장치로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대상자를 심사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
래방안으로서는 가능한 한 법적 안정성,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인정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이것이 법안으로 반영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최소한 하위의 법원, 시행령, 시행규칙, 내
부지침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의 기
준과 5)의 기준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
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정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구별
에 합당한 기준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한편
에서 근로자, 다른 한편에서 자영인의 양 극단에서 다른 한편의
전형적인 자영인이 산재보험보호 영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을 위한 특례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정기준
으로 활용할 가치는 있다.
- 이상의 관점을 고려할 때 1), 3), 7), 8)의 기준은 삭제하고, 어느
안이 법제화되든 9)의 기준은 법적용자가 해야 할 문제이므로 반
드시 이를 법문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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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기준은 하위법원에서라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을 수 있다.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계약
의 명칭, 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이 되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이용자를 위한 업무를 본인이 직
접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2.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무이용자에게 의존하고 있을
것
3.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
히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직․
간접적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노무이용자의 지시권에 복종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위임인에 종속되어 근로자처럼 사회적 보호
가 필요할 것”

제5절 시행령규정 - 입법패키지

시행령에 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인정기준을 다시 한번 세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
다. 그런데 이는 궁극적으로 인정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어떤 방
안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동시에 법률이 열거주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떤 대안을 취하든 간에 법률 규정은 최소입법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한 제기되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어느 대안을 취하든 법안 설정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대상업무의 확정, 인정기준의 세분화 등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별로 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방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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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1. 인정기준의 세분화
먼저 인정기준을 다시 한번 세분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입법양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 제○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사례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정한다.”
1. - 노무제공자에게 지시권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가?
- 고용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노무제공자를 훈련시키는가,
- 노무제공자의 노동이 영업으로 통합되는가?
- 노무제공자가 노동력을 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가?
- 노무제공자가 보조원을 채용, 감독하고 보수를 지급하는가?
- 노무제공자가 노무이용자를 위하여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
는가?
- 노무제공자와 고용주 등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
- 노무제공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로이 정하는가
- 풀타임근로가 요구되는가?
- 노무제공자가 고용주 등의 건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는
가?
- 노무제공자가 제공되어야 할 노동질서를 결정하는가?
- 서면 또는 구두의 보고가 요구되는가?
- 보수가 시간급, 주급, 월급 또는 일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가?
- 수입의 상당부분을 노무이용자에게 의존하는가?
- 영업이나 여행비용 등을 누가 지급하는가?
- 누가 작업도구나 재료를 공급하는가?
- 노무제공자가 설비, 공정 등에 중요한 투자를 했는가?
- 누구에게 이윤이나 손실이 귀속되는가?
- 노무제공자가 한 개의 회사 이상에서 일하는가, 통상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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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주로 1인을 위하여 일하는가?
- 고용주 등이 노무제공자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가?
- 노무제공자가 일이 종료하지 않았어도 떠날 권리를 갖고 있는
가?
- 노무제공자의 당해 영리활동이 전형적인 경영자로서의 거래에
해당하는가? 특히 사업에 대한 결정의 자유와 사업활동에 따
른 결과가 귀속되지 않는 자로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영위
험을 인수하는가?
- 노무제공자 스스로 판매가격, 상품가격, 자본과 기계의 투자,
계약조건의 형성, 소득액의 정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입법양식이 시행령이 된다면 그 적용대상이 명확하게 실
체화되지 않고, 시행령의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지
침으로 활용하든지, 선정위원회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하지 않는
가 하는 문제가 있다.

2. 대상직군의 구체화
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양식이
있을 수 있다.
“① 법 제○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5. 기타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1호, 4호를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업계의 사용자와 노무제
공자 단체,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들어 일정 규모의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한다. 동 적용 여부는 재해율, 위험성의 정도 등 산업
재해보상보험급여의 일반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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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결정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선정기관
선정기관의 구성, 권한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양식이 있
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6조의 산재보상심의위원회 규정이
나, 산재보험법 제91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규정이나 최저
임금법상의 임금심의위원회 방식을 모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대상직군의 결정은 권한있는 행정처분이 되는 결정이므
로 심의방식으로는 부족하고, 의결권이 있는 심사방식으로의 입법개정
이 불가피할 것이다.
“ ①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

험보호 직군을 선정결정하기
․
위하여 노동부(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적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③
④

4. 대상직군의 열거방식
이 밖의 대안 ii)를 위한 입법양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선정기관이 문제되므로 앞의 심사위원회 입법양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산재보험보호 대상 직군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는 방식이므로 어느 직종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는 연구의 대상이
라기보다는 입법자의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552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제 12 장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제1절 각국 제도 비교

1. 적용기준
앞서 살펴본 (제7장～제10장) 일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특
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한국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제도의 기준 및 장단점을
․
요약하여 비교분석한다.
․

가. 일본
일본 산재보험은 그 적용대상을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
체계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별가입제도를 통하여 임의가입하게 하고 있다(<표 12-1>, <표
12-2> 참조). 이와 같은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장점으로는 산재보험관
리운영상의 편이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당
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이다(<표 12-3> 참조).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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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일본산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범위 및 가입자수(2001)
(단위 : 명)
특별가입자의 범위

가입자수

(1) 중소사업주 등
① 상시 300인(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소개업은
․
․
․
50인도매업
․
․
서비스업은 1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646,608

②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가족종사자 등)

422,148

소

계

1,068,756

(2) 1인경영자, 기타 자영업자 등
아래의 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상시 행하는 자 및 아
래5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
① 개인 택시 및 개인 화물운송사업

18,477

② 건설업

224,873
소

계

243,350

(3) 특정작업종사자
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농약살포 등 위험유해한 농작업

76,178

② 농업용 트랙터 등 특정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작업

41,708

③ 입욕, 배설 등 개호관련 업무와 관련된 작업

10,649

소

계

(4) 해외파견자(일본국내에서 진행중인 사업에서 파견되어 해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총

계

자료 : 手倉森一郞(2003), 76～77쪽에서 재구성.

128,535
76,556
1,53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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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노동자가 아닌 경우의 사례
사례

노재보험

고용보험

(1) 법인의
역원 등

① 법인의 전무, 이사, 무한책임 ① 대표전무, 유한회사의 전무,
합병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사원 등으로 법령 등에 의해
대표사원, 합자회자의 업무집
업무수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원(무한책임사원)은 노동자
사람은 노동자로 보지 않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
다.
② 법령 등에 의해 업무수행권 ② 감독역, 주식회사의 전무는
위임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을 가지지 않는 전무라도 전
노동자(피보험자)로서 보지
무회규칙 등으로 업무집행권
않는다.
을 가지는 사람은 노동자로
전무일지라도 동시에 회사의
보지 않는다.
부장, 공장장 등 종업원으로
③ 감독역, 감사라도 사실상 일
서 신분인 경우는 노동자적
반노동자와 같이 임금을 받
성격이 강한 사람은 고용관
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에 있다고 본다면 노동자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 피보험자로 본다.

(2) 학생 등
임시고용,
일용

① 학생 등은 임시고용, 일용 등 ① 학생은 노동자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졸업예정증명서를 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실태에
진 사람으로 졸업전에 취업하
있어 사용종속관계(노동관계)
여 졸업후에도 계속 근무할
있으면 노동자로서 취급된다.
예정인 사람, 휴학중인 사람,
②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 등,
일정의 출석일수를 과정종료
임시내직적으로 고용되는 사
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학교
람은 ①과 같은 노동자로서
에 재학하는 사람 중, 일반노
취급된다.
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로서 취
급된다.
②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 등은 피
보험자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③ 임시내직적으로 고용된 사람
도 피보험자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④ 가사사용인도 피보험자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 )

사례
(3) 단시간
취로자

노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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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관계가 있다면 노동자로 다음의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
취급된다.
고 그 조건이 문서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로서 취
급된다.
가. 1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것
나.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
될 것으로 보이는 자
다. 연수입이 90만엔 이상이
라고 보는 자

(4) 동거친족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
시동거의 친족 이외의 노동에 은 노동자로서 취급되지 않는
사용되는 사람으로 일반사무 다.
나 현장작업 등에 종사하고,
다음 조건에 달하는 자는
노동자로서 취급한다.
가. 업무수행이 사업주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명확할
것
나. 취업의 실태가 통상노동자와 같고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
동조건도 그에 맞을 것
자료 : 淸文社, 社會保險, 勞働保險の事務百科(平成11年4月改訂) ,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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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기준 및 장단점
․
(일본프
․
랑스독일오스트리아한국)
․
․
․

일

본

프 랑 스

독

일

- 근로자성이 인정되 - 근로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 산재보험법에 피보험자 그룹
을 별도로 규정
지 않으면 특별가 근로자성을 추정하고,
입제도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일 ․법적 강제력에 의한 산재보
반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 험 강제가입(제2조)
적용
․개별 산재보험조합의 정관
근로자로 구성
․임의가입
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제3
- 근로자와 사업주로 -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구분하는 2분법 체 노동법상의 보호와 규제에 조)
대해서는 유형별로 특수형태 ․산재보험적용 제외(제4조)
계
직업군 각각에 대하여 별도 ․산재보험 면제(제5조)
․산재보험 임의가입(제6조)
로 규정(노동법전 제7조)
․이에 따라 사회보험법에서 - 취업자성 판단의 충족요건
을 명시하고 이 기준에 부
는 해당 사회보험체제규정
합하면 취업자로 인정하여
(주체, 대상보험료 담당주체
적용
산재보험 강제적용
등)
기준
․사회보험담당기관을 규정(건 - 근로자, 사업주, 유사근로자
로 구분하는 3분법 체계
강보험공단, 연합징수기관)
요율, 기준임 등 책정
․각각의 전국단위의 단체협
약에 산재보험 적용관련 사
항 규정
․특수형태 직업군 종사근로
자(강제가입)
- 노동법․ 사회보장법에서는
일반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
적인 사안판단에 대해서는
판례와 직군별 단체협약에
의거
- 산재보험 관리운영 - 법에서(노동법,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법상의 취업자 개념
과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
상 편이
산재보험 대상직군을 명시
․전국민 모두에게 노동법과 을 구분하여 산재보험 적용
장점
사회보장법상의 산재보험 - 폭넓은 취업자그룹을 산재보
보호를 하고 있고 예외적인 험에 가입시켜 산재보험 혜
택 부여 및 보험재정 안정화
사례를 구분해냄.
단점

- 특수형태근로 종사 ․재해당사자가 어느 직군에 - 당해 직업그룹의 취업자성
자 당사자가 산재 해당되느냐 여부가 사회적 여부 판단에 사회적 논란
논란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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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사회보험법에서 유사근로자에 포함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되는 계층의 11개 직업계층을 구체 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제외
-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
적으로 명시
- 이들 유사근로자 계층에 대하여 산 체계
재보험 강제적용
- 근로자, 사업주, 유사근로자로 구분
하는 3분법체계

- 유사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 전체
- 산재보험 관리운영상 편이
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일
장
관성 있는 운영가능
점
- 법적으로 유사근로자의 범위에 있어
서 적용과 비적용을 명백히 함.
단
점

- 유사근로자로 적용받기 위한 사회적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모두를 사업주
로 간주하여 산재보험 적용 배제
논의
- 이에 따라 당사자 및 당사자 집단의
민원야기

나. 독일
독일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에 피보험자 그룹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표 12-4> 참조), 당연 강제적용대상 피보험자의 직무를 명시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2조제1항).1) 또한 사업장에서 취업자처럼 취
업하고 있는 자들도 강제적용 피보험자이다(제2조 제2항). 또한 독일
사회보험에서는 유사근로자(Scheinselbständige) 개념을 도입하여 취
업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자, 사업주, 유사근로자로 구분하는 3분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제도의 장점으로는 한편으로 사회보험
법상의 취업자 개념과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구분하여 산재보험
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취업자에게 산재보험 보호를 하는 것을
1) 독일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강제적용 취업자는 비자영업적 노동
(nichtselbständige Arbeit)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즉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를 의미한다(HVBG, Versicherter Persononkreis, 1999. 9, 15쪽).

558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폭넓은 취업자그룹
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단점
으로는 당해 직업그룹의 취업자성 여부 판단에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법전 제4권(사회보험 공동규정) 제7조 제4항:
“사회법전 제5권(SGB Ⅴ: 건강보험법) 제206조 또는 사회법전 제6권
(SGB Ⅵ: 연금보험법) 제196조에 의한 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가운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는 ‘취업자’로 추정된다.
1. 자신의 업무를 월 평균수입이 통상 325유로 이상을 초과하는 보
험가입의무가 있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을 것,
2. 통상 그리고 주로 1인의 위임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것,
3. 위임인 또는 위임인에 준하는 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
상 그들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것
4. 당해 영리활동이 전형적인 경영자로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수행하는 업무가 그가 위임인과 ‘노무제공관계’에서 수행하던 업
무와 일치할 것
제1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사대리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추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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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독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피보험자
독일 산재보험법 제2조에 의한 법적 강제력에 의한 산재보험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다(§2 SGBVII)
(1) 법적 강제력이 있는 피보험자(제2조 제1항)
1. 취업자
2. 사업장, 실습장, 교육과정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직업훈련(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중인 피교육자
3. 산재보험 피보험자로서의 보험급여관련 업무(피보험 업무행위)의 취득을
위하여 또는 피보험 업무행위의 종료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검
진, 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조처 중에 있는 자(이 조처가 기업 또는 관청
에 의하여 취해진 한에 있어서)
4. 중증장해자법에 의하여 인정된 장해자전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장해자 또는
맹인용장구취급법에 의하여 인정된 맹인전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장해자 또
는 이와 같은 시설을 위하여 가내공업에 종사하는 장해인
5.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농업부문 사업의 사업주 및 당해 사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업주의 배우
자
㉡ 농업부문 사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주의 가족
㉢ 농업부문 사업에서 주식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법적형태로 정규적으로
사업주와 유사하게 종사하는 자영업자
㉣ 농업부문 사업에서 직접 농업의 안전, 감독 또는 장려에 주로 기여하
는 명예직에 있는 자
㉤ 농업부문 직종연합에서 명예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다만, 당해 농업
부문 산재보험조합이 사업을 관할하는 경우에)
6. 가내공업자와 중간관리자 및 같이 종사하는 그 배우자
7. 연안해역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선주 및 수산업자, 또는
선박을 자가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시적으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연안해역의 수산업자 그리고 그들과 같이 종사하는 배우자
8.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운영에 있어서 운영권자가 사회법전 제8권 제45조에 의한 승인 또는
이와 상응하는 주정부 법령규정에 의한 공인을 필요로 하는 주간시설
들(유치원, 탁아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의 아이들
㉡ 일반계 학교, 실업계 학교 등의 학생(학교에 있는 동안 및 수업개시
전 또는 방과 후 학교에 의해 시행되거나 또는 학교와 공동협력 하에
시행되는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 대학생(학교에서 수업하는 동안, 기초교육훈련 및 향상교육훈련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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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자발적으로 또는 무보수로, 특히 명예
직으로 종사하는 자
10. 공공기관, 단체, 재단, 이 단체의 연맹, 사업공동체 또는 공법에 의한 종
교단체 또는 앞의 제2호와 제8호에서 명명하는 시설에 명예직으로 근무
하는 자 내지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한 교육세미나에 참석하는 자
1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공법에 의한 공공기관단체재단의
․
․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종사하
고 있는 자
㉡ 공공기관이 증거검증을 위하여 증인으로 불러들인 자
12. 사업장 내에서 불의의 사고시 또는 시민재난구조대책에 조력을 하여 또
는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무보수로, 특히 명예직으로 종사하는 자
또는 이들 사업의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자
1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불의의 사고 또는 공공의 위험 또는 비상시 조력하는 자 또는 긴급한
건강위험에 처한 자를 구출하는 자
㉡ 헌혈자 또는 신체조직 기증자
㉢ 범죄용의자를 추적시 또는 체포시, 또는 불법적으로 습격받는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조력하는 자
14. 고용촉진법 또는 독일연방 공공부조법의 규정들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진
자로서 독일연방고용청으로부터 당해 업무부서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업
무 부서를 방문하라는 개별적인 특별요청을 수행하는 자
15.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의료보험 또는 연금보험 또는 농업부문 노령연금보험의 비용으로 입원
치료 또는 통원치료중인 자 또는 입원이나 통원 의료재활중에 있는 자
㉡ 연금보험 또는 독일연방고용청에 의하여 고용촉진대책의 재활부분의
일환으로 당해 업무처 또는 타업무처를 방문하는 자
㉢ 산재보험운영기관의 비용으로 직업병시행령 제3조에 의한 예방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자
16. 두 번째 완전개정 주택건설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장려하는 주택을 자
력으로 짓고 있는 자
17. 사회법전 제11권(SGV 11, 개호인법) 제1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호가
필요한 자를 간호하는 사회법전 제11권 제19조에서 정의하는 간호인; 산
재보험이 적용되는 개호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체부분의 간호와, 이 개호
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면 식사시 조력, 활동시 조력 및 가사조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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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외 제1항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처럼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법적 강제
력에 의한 피보험자이다. 제1문단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중인 자, 또는 형법,
검찰의 명령 또는 청소년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일반취업자와 유사하게 취업
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제2조 제2항).
(3)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호에도 적용된다(제2조 제3항).
1. 외국에서 독일연방, 또는 주들의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독일인, 또는 그
기관의 책임자, 독일 구성원 또는 근무자를 위해 고용된 독일인
2. 제3세계지원법에 의거하여 제3세계 지원기관 또는 준비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제3세계 지원자
제1항과 제2항은 취업과 자율적인 업무행위로 전제되지 않는 한, 사회법전 제
4권의 제3조 제2호에서 벗어나 이 항에 명시된 업무행위들을 국내에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 사회법전 제4권의 제4조는 상응하여 적용된다. 제1항
제13호는 또한 국내에 거주지를 둔 또는 상시적인 체재지를 두었지만 외국에서
업무활동을 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4) 제1항 제5호의 ㉡에서 의미하는 사업주의 가족은 다음과 같다(제2조 제4항).
1. 본인의 3촌 이내의 친족
2.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
3. 사업주 또는 그 배우자가 후견하는 자(사회법전 제1권 제56조 제2항 제2
호에 의한 실제의 법적 양자는 아님)
독일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를 사업주 및 동 사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사
업주의 배우자도 산재보험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산재보험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피보험자로 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제3조,
SGB VII §3).
사업주 및 동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배우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
여 자유로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6조, SGBVII §6).
이와 같이 독일 산재보험에서 당연가입 대상은 모든 직종의 모든 취업자, 대다
수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유치
원 원아,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취업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자, 공공기관 명예직 종사자도 사회보장적 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산재보험은 사회보험법상 유사근로자 목록에 규정되어
있으면(§4 Abs3 ASVG aF 사회보험법 제4조 제3항) 산재보험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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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12-5> 참조). 따라서 근로자, 사업주, 유사
근로자로 구분하는 3분법체계이다. 어느 직업군이 유사근로자 목록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장점은 유사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 전체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회보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유사근로자로 적용받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이다.
<표 12-5>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유사근로자 계층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법(ASVG)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근로자에 포함되는 계층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4 Abs 3 ASVG aF)
1. 자영업을 하는 산파(Hebammen)
2. 간병인이나 수발인(Gesundheits-und Krankenpflege)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로
이 경우 본인이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자영자로 분류됨.
3. 자영업을 하는 개인교사나 가정교사(selbstaendige Lehrer und Erzieher) 그리고
자영업의 음악가(Musiker), 예술가(Artisten), 카바렛예술가(kabarettisten) 등을
주업으로 하며, 이를 주 소득원으로 삼는 경우로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4. 나무수지(Harzproduktion)에서 역청(Pecher)을 뽑는 사람으로, 노사관계 및 교육
과 관련된 계약이 없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 이 경우도 가족 외
에 노동력을 채용해서는 안 됨.
5.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시장일꾼(Markthelfer)으로 노동조건과 관련되어 계약을
맺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반근로자로서 종사하지 않
는 경우.
6. 수화물운반인(Gepaecktraeger)으로 철도운영관리기관으로부터 철도화물규정에 따
라 채용되었거나, 오스트리아 수화물운반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7. 산악안내인(Bergfueher) 또는 관광안내인(Fremdenfuerer)으로 공식자격증을 갖
고, 자영업 형태로 주업으로 일하되, 경영자총연합회의 회원으로서의 업무가 아
닌 경우에 해당됨.
8. 행정관리원(oeffentilche Verwalter)으로 행정관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오
로지 자영업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9. 자영업을 하는 포도 따는 사람(Winzer)으로 고용관계나 교육관계가 성립되지 않
은 경우, 이 노동으로 타인 소유의 포도밭을 경작하고 스스로 별도의 직원을 채
용하지 않은 경우.
10. 회사의 임원으로 주식회사, 예금금고, 지방종금사, 상호보험조합(Versicherungsvereinen auf Gegenseitigkeit) 그리고 신용금고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됨.
11. 의료법의 의사와 수의사법의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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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랑스
프랑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추정하
고,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로 구
분하여 산재보험의 당연강제적용을 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 사회보장
법에서는 일반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례와 직
군별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
보험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상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가 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유형(4개 직군)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전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제도의
장점은 전국민 모두에게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산재보험 보호를
하고 있고, 별도로 예외적인 사례를 구분해 내는 전국민 산재보험 성
격을 띠고 있다. 단점으로는 재해당사자가 어느 직군에 해당하느냐 여
부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노동법전 제7권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수형태근로

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① 외무원대리인외판원(VRP
․
․
: voyageurs,

représentants et placiers), ② 연예인예술가
․
(artistes de spectacles)
: 오페라가수, 배우, 무용수, 음악가, 가수, 지휘자, 관현악 편곡자 등,
③ 모델(mannequin), ④ 재택근무자(travailleur à domicile) 등이 있으

며, 이들 직군의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체계의 일반체제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마. 한국
한국 산재보험은 그 피보험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의하
고 있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보
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 체계이
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장점으로는 관리운영상의 편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모두를 사업주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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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 보험료 납입주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산정 및
보험요율
가. 일본
특별가입제도에 의한 가입자의 산재보험료는, 중소사업주 등에 대
해서는 중소사업주 자신 및 당해 사업의 종사자와 관련된 부분의 보
험료를 일괄하여 중소사업주가 납부하며, 1인경영자 등 특정작업종사
자에 대하여는 특별가입 승인을 받은 이들의 단체가 납부한다.
특별가입자에게는 근로자와 같이 급부기초일액(예: 평균임금)이 없
어, 특별가입자의 급부기초일액은 특별가입자가 희망하는 금액에 근거
하여 결정된다.
- 그 금액은 20,000엔, 18,000엔, 16,000, 14,000엔, 12,000엔, 10,000
엔, 9,000엔, 8,000엔, 7,000엔, 6,000엔, 5,000엔, 4,000엔 및 3,500
엔(가내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외 3,000엔, 2,500엔 및 2,00엔) 중에
서 선택하며,
- 급부기초일액의 희망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실시하며, 그에
근거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결정한다(勞働省 勞働基準局

補償課, ｢改訂4版 : 勞働保險給付と認定の實務｣, 勞働基準調査會,

平成9年11月20日).
보험요율은 제2종 특별가입보험요율 사업(또는 작업종류) 16개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고시한다
․
(2003년의 경우 1000분의 5～51).

나. 독일
유사근로자로서 취업자성이 판정(인정)되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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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업자의 소득산정은 재해발생 직전
월부터 역으로 12개월간의 총 근로소득(연간소득)이 기준이 되며, 개
별 산재보험조합마다 연간 소득의 상하한선을
․
규정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개별 산재보험조합별로 업무종류별 위험성 등급표에 의
거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한다.

다.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법(ASVG)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근로자 목록에 포함되
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보험요율은 전산업 동일의 일원화된 단일요율체계이며, 유사근
로자도 동일한 단일요율을 적용받는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는 소득이다. 단, 사회보험 가입을 배제하고 있
는 최저소득(2003년 : 월 309.38유로) 이하의 저소득자의 산재보험료
는 정액으로 하고 있다(2002년 : 연간 42.54유로).

라. 프랑스
노동법전 제7권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4개 유형의 특수형태근
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회보장체계 분류상 일반체계에 해당되어 사업
주가 납부한다.
보험료 부과의 기준임금은 해당연도의 현행임금이다. 반면에 보험
료 부과를 위한 임금상한선은 전년도 임금이다.
보험요율은 사업장규모, 업종에 따라 매년 새로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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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 시작 이후 기업의
고용형태의 유연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보험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증가하여 수
년 전부터 이들의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2002. 5. 6. 노사정 제1차 기본합의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한 노동부는 2003. 3. 19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 1. 1. 이후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
로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적 구분은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내용
을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그
중간형태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념(또는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

입하는 3분법적 구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1. 제1안 : 산재보험법체계 개편을 통한 독자적 피보험자 그룹
정의에 의한 적용방안
(적용대상 선정에 필요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명시하는 방안)
가. 적용대상 선정방안
현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근로자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종속되어
있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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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산재보험법을 근로기준법에
서 독립된 독립법적 성격으로 재편하여,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별도로 산재보험법 독자적으로 피보험자 그
룹을 법에 새로이 정의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그룹
중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개념의 ‘취
업자(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유사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개별직군이 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것은 일정기준을 마련
하여 산재보험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법 제○조(피보험자) (1)법적 강제력에 의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3.
4.
：
：
다음은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본 연구
의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이다(본문 제11장 참조).
산재보험법 제○조(피보험자) (2)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계약의 명칭, 형태를 불문
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이용자를 위한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2.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무이용자에게 의존하고 있을 것
3.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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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
편입되어
있거나, 노무이용자의 지시권에 복종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위임인에 종
속되어 근로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

이와 같은 기준은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
험 적용방안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직업

군의 업무특성, 재해질병위험성
․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법상의 보호
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기
존의 산재보험법 체계의 개편에 대한 정책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방안(제1안)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체 취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임으로써 산재보험
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안전망의 기능 확대이다(2001년도 전체 취
업자 대비 산재보험적용률은 49.5%임). 둘째,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

위의 제1차 합의(2002. 5.6)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
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적용방안을 강구한다”는 기본정신에 부합된다. 셋째, 당해 직종 종
사자들로부터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이다.
반면에 단점(문제점)으로 첫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별 그룹(직
종)들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강제적용대상 피보험자성(또는 취업자성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성 또는 유사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마
련이 전제된다.2) 둘째, 피보험자성(또는 취업자성) 판단시 사회적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2005년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
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의 전면개편은 시간
2) 이와 같은 기준마련 및 판단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예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적용심사위원회)를 산재보험법에 명시함이 필요함.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 )

569

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3)

나.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취업자성(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성 또는
유사근로자성)이 판정(인정)되면 이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
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반면에, 인정이 안 된 경우에는 당사
자가 전액 부담한다(또는 당사자와 사업주 각각 일정비율 분담).
가입방법은 강제가입 방식으로 한다.
법규정 방식은 산재보험법에 독립적으로 규정한다.

다. 사업주 인센티브제도 방안 검토
제1안에 의한 보험료 납입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제도 검토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제2안 : 매년 몇 개의 업종을 선정하여 법에 명시
가. 적용대상 선정방안
매년 몇 개의 업종(예: 3～4개 업종)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질병위
․
험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용대상선정위원회
(예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또는 산재보험적용 심사위원회(새
로이 기구구성))에 부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법에 업종을 규정하
는 방안이다. 여기서 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법적기구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제2안)의 장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업종들에 대
3) 현행 산재보험법은 제1조(목적)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보상하고, ……”로 근로자에 한한 법임을 명시하고 있어 제1안에 의한
피보험자정의를 위하여서는 산재보험법 제1조부터 수정을 해야 하며, 이는 장기
간의 사회적 논의를 수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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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적용을 해감으로써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한
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어느 업종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4) 둘째,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선정을 위한 기준마
련이 전제된다.

나.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선정이 된 업종은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반면에 선정이 불가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액 부담한다(또는 당사자와 사업주 각각 일정비
율 분담).
가입방법은 강제가입 방식으로 한다.
법규정 방식은 산재보험법에 특례조항으로 가능할 것이다.

3. 제3안 : 법에 일정규정을 명시하고 적용대상 업종은 선정위
원회에서 결정
가. 적용대상 선정방안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안으로서 법에 일정기준을 명시하고, 이 기준
에 의거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 업종선정은 적용대상선정위원회(예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또는 산재보험적용 심사위원회(새로이
기구구성))에 부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위원회
는 의결권을 갖는 법적 기구이어야 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이다(본문 제11장
참조).

4)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집단화(조직화)되어 있는 직업군의 대부분이 산재보
험적용을 위한 우선 검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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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4조(정의) 제2호의 ‘……통상임금을 말한다’의 뒤에 “업무상 재
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가
입에 대해서는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

산재보험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나 근로자의 부

상질병신체장해
․
․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

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기준법에

의한

함은

각각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근로
말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
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2(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신설)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계약의 명칭, 형태를 불문
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이용자를 위한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통상적으로 그리고 1인을 위하여 활동하며
2. 평균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노무이용자에게 의존하고 있을 것
3. 노무제공자가 근로관계의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특히 위임인
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
편입되어

있거나, 노무이용자의 지시권에 복종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위임인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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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 근로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

이와 같은 기준은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방안(제3안)의 장점은 첫째, 판단여부를 선정위원회에 위임
함으로써 판단절차와 과정상의 신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2005년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
여 시간적으로 현행 법체계의 일부 보완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기준마련이 전제되며, 둘째, 선정위원회의 구
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업종으로 판단(인정)되면 이
들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반면에 인정이 안 된 경우에
는, 당사자가 전액 부담한다(또는 당사자와 사업주 각각 일정비율 분
담).
가입방법은 강제가입으로 한다.
법규정 방식은 산재보험법에 독립적으로 규정한다.

4. 제4안 : 임의가입
가. 적용대상 선정방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모두를 임의가입케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제4안)의 장점은 현행법의 관련 규정의 일부개정만
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 모두를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케함으로써 지난 2년여 동안 논의가
되어온 산재보험적용방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가 되며, 둘째, 당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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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집단들로부터 사회적 저항과, 셋째,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
화될 것이다.

나.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규정 방식
가입방법은 임의가입으로 한다.
보험료 부담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법규정 방식은 현행 산재보험법에 특례조항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상 제1안, 제2안, 제3안 및 제4안의 장단점을
․
요약하면 다음
<표 12-6>과 같다.
<표 12-6> 대안별 장단점
․
비교
제1안

내
용

제2안

제3안

제4안

․제1안과 제2안
․ 특수형태근로
․법에
별도의 ․매년 몇 개의
의 절충안
종사자 모두
업종(예, 3～4
피보험자 그룹
․법에 특수형태
임의 가입
개 업종)을 선
정의
근로 종사자
․보험료
본인
정하여 법에
․법에 특수형태
산재보험적용
부담
명시
근로 종사자
근거 규정 보
인정기준 명시 ․ 선 정 위 원 회 에
완
서 선정
․보험료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
․보험료 사업주
부담
종사자 인정기
부담
준을 시행령에
명시
․ 선정위원회에
서 선정
․보험료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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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장

점

단

점

제2안

제3안

제4안

․ 전 체 취 업 자 에 ․대상업종에 대 ․대상업종
판 ․ 현행법규정의
대한 산재보험
일부개정만으
단절차와
․
과
한 단계적 적
적용률을 높임
로 가능
정상의 신속성
용확대로 체계
으로써 산재보
유지
적 준비 가능
험의 사회보험
․2005년 1월부
으로서의 기능
터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 산
확대
재보험적용을
․노사정위 비정
위하여 시간적
규특위의 합의
으로 현행법의
정신에 부합
일부 보완으로
․사회적
요구
가능
수용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
뢰성 제고
2년여간
․피보험자성 판 ․어느 업종부터 ․ 산 재 보 험 적 용 ․지난
의 사회적 논
이 되는 특수
검토하느냐에
단기준 마련
의를 원점으로
형태근로 종사
대한 사회적
필요
회귀시키며
자성 판단기준
논란예상
․피보험자성 판
마련이 전제 ․당사자 집단들
단시 사회적 ․선정위원회 구
로부터의 사회
됨.
성에 논란 예
논란 예상
적 저항 예상
․선정위원회 구
상
․산재보험법 체
성에 논란 예 ․정부정책에 대
계의 전면개편 ․ 선 정 기 준 마 련
한 불신감 증
상
이 전제됨.
이 요구되며,
대 예상
2005년 1월부
터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 산
재보험적용확
대 실시는 시
간적으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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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스위스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규정

1. 일반 상황
스위스의 재해보험에 있어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규정은
주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규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정
의하고 있으며, 1983년 개정 전까지 스위스재해보험관리공단(SUVA)
이 독점관리하였다.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관심 영역
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가장 우
선적인 것은 스위스의 재해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주변
유럽국가에 비하여 늦은 발전을 한 데에 있을 것이다. 스위스는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재해보험을 스위스재해보험관리공단을 통하여 일
찍 도입하였으나, 2차 산업 중심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업종
의 근로자나 자영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상당히 늦게 하였다. 특히
3차 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1984년 개정 이후부터 일부 사무직 및
위험이 낮은 업종부터 확대과정을 거치며 점차적으로 전체 경제활동
계층에 대한 재해보험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스위스 재해보험의 관리운영 주체가 스위스재해보험관리공
단(SUVA)에 국한하지 않고 1984년의 확대과정에서 민영보험사와 기
업의 보충금고(Betriebliche Ersatzkassen) 등이 관리운영에 참여하도
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스위스의 재해보험관리운영주체는 1개의 재
해보험관리공단 이외에 사회보험청에 등록을 마친 31개의 민영보험회
사, 공적재해보험금고(öffentliche Unfallversicherungskassen)가 2개
있으며, 그리고 134개의 질병금고(Krankenkassen) 등으로 관리운영체
계의 다원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리운영주체의 존재
는 단일체계에 의한 관리운영의 경우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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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무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민영보험의 성격에 따라 임의가입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
또한 스위스의 보험료율 산정방식에서 위험크기에 따라 보험료 부
담이 상당히 차등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 재해보험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강제적용 의미를 상당부분 희석시킨 점,
이와 같은 요소들 또한 특수종사자에 대한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2)

2. 적용대상 관련 규정
스위스의 재해보험은 1984년의 법개정 이후의 변화에서 현재의 법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스위스의 재해보험사업은 1984년에 개정된
재해보험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Unfallversicherung)
에 따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스위스는 19세기 후반 급속한 근대화와 함께 발생하게 된 산업재해
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에 따라 1877년에 공장
법(Fabrikgesetz)을 제정한 이래, 1911년 의료와 재해보험에 관한 연
방법(Bundesgesetz über die Krankenund Unfallversicherung)의 제정
과 함께 재해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관리기구로서 재해보험관
리공단(Schweizerische Unfall- versicherungsanstalt: SUVA)을 설립,
재해보험이 도입되었다.3)
1) 스위스의 재해보험의 특징은 재해보험의 범위를 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비업무
상 재해도 근로자 부담에 의하여 당연가입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입하여
야 하는 관리운영기구는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관리운영주체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보험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운영주체의 다원화
과정에서 민영보험회사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재해보험공단도 민영보험회
사와 같이 일반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민간보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J. H.. Sommer, S. Schütz, Wandel der Lebensformen und
soziale Sicherheit, Bern, 1996).
2) SUVA, Wegleitung der SUVA durch die Unfallversicherung, Lurern, 1994.
3) 재해보험업무의 조합별 분산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던 독일과는 달리 스위스는
SUVA에 의한 독점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적용은 도입 초기 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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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의 법개정은 종전 법과 비교해 볼 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적용대상의 획기적인 확대
가 이루어져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업종이나 종사상
의 지위에 상관없이 제도에 당연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
자에 대하여 스위스 재해보험은 아직도 임의가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
는 점에서 볼 때, 모든 근로자에 대한 당연적용은 특수형태근로 종사
자에 있어서는 그동안 민영보험에 자율에 의하여 임의가입하는 상황
에서 당연적용이라는 상황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1984년의 개정은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첫째, 종전 의료보험과
재해보험을 총괄하는 법률을 분리하여 상호 독립적인 법체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양대 사회보험제도의 분리운영에 따라 상호 이질
적인 사회적 위험(질병과 재해)에 대한 별도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급

여 내용과 수준의 위험별 특성화전문화가
‧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Bollier, 1990). 둘째, 재해보험 공급에 대한 SUVA의 독점권을 제한
하여 민간상업보험과 공공단체도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셋째, 업무영역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 이
외에 일반재해에 대해서도 공적재해보험의 당연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984년 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취
업자는 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연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 무급의 가족종사자 그리고 농업경영
자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
한 스위스의 규정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사근로자
위험이 높은 일부 직종의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1918년의 경우 적용사업장은 대
략 3만4천개소 그리고 적용근로자는 43만9천명에 불과하였다(SUVA, 1990). 이
후 제도의 적용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1983년의 경우 적용사업장은 대략
8만7천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적용근로자는 167만3천
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2/3 가량에 달하게 되었다. SUV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험업무는 민간상업보험에서 임의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자치주(州)의 경우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여 미적용자 보호사업을 자체적
으로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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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inselbstaendigerwerbende)로서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취급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해보험에 원칙적으로 당연적용을 받도
록 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특수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자영자 계층
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 근로
자계층으로 분류함으로써 재해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본다는 접근
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위스의 통계자료에서도 유사근로자는 별도로 확인
되고 있지 않다.
스위스에 있어서 유사근로자 여부는 자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자영자에 대한 범위를 스위스에서는
자신의 이름 아래 그리고 자신의 회계에 의해, 즉 자신의 경영상의 위
험 아래 일을 수행하며, 전반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령의 복종
하에 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제시하고 있는데, 근로자란 사용자나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자로서 경제적 급여나 교육적 목적에 의하여 행
하여지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자선사업
적 행위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UVG Art. 1a -3;
UVG Art. 1 - 6)
당연히 유사근로자의 경우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보험에
의한 보호는 사용주의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 이후 30일까지가 된다.4)
이러한 규정은 규정 차체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에 있어서 오스트
리아나 독일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스위

4) 연방재해보험법의 개정 이후 적용대상의 획기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4년 재해보험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의 수는 26만5천개소, 291만5천명으로 법
개정 전년도인 1983년보다 각각 3배 그리고 1.7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재해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가비율이 근로자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고 있는 사실은 연방재해보험법 신규적용 대상이 주로 영세사업장과 유사근로
자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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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는 이웃 국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차이는 재해보험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와 종업원에게 직업성 질환 및 여
가 중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다.
모든 근로자와 종업원은 재해보험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동, 학생, 주부에게는 재해보험법(UVG)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 학생, 주부는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 해당 업무가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보
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자영자로 분
류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에서 벗어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
면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영자로 분류되더라도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대한 차이는 있더라도 적용대상 자체가 바뀌
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히 오스
트리아의 경우보다 스위스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나 인정범위
가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실제로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급여를 받지 않고
제3자, 즉 손님으로부터 소득을 확보하게 되는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
스위스에서는 이 계층을 자유업자로 분류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이 계층은 임의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
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료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은 없게 된다.5)
다만 학습지교사나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등은 스위스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어, 실제
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업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
서 예외 없이 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와 계약을 통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대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도 유사근로자로 판단하고 재해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5) SUVA, Sind Sie selbstaendig?, 200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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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운영 관련 체계
연방재해보험법 개정 이후 보험기관의 다원화와 공급자간 경쟁체제
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재해보험관리공단(SUVA) 이외의 보
험관련 기관들에게도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 보장되고 있다. 연
방재해보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SUVA 이외의 재해보험 공
급기관으로는 크게 민간보험회사, 공공재해보험금고 그리고 질병금고
가 있으며, 연방사회보험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보험기관의 파산 또는 보험료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보호에 결함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체금고
(Ersatzkasse)가 최후의 안전망(Last Safety Net)으로서의 기능을 하
게 된다.7)
스위스재해보험관리공단은 대체로 높은 위험에 속하는 근로자군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주로 2차 산업 분야에 해당되고, 반면에 민
간보험회사는 낮은 위험에 속하는 근로자 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3차 산업 분야로 산업 및 상업이나 서비스업 그리고 1차
산업 분야로서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
때 연방재해보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하여 SUVA는 광산, 금속, 기
계, 전기, 통신 및 건설 등 2차 산업 관련업종과 도축업 및 소수의 유
통업 그리고 국가기관 등 주로 종사자의 규모가 크고 재해발생의 위

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일용
‧
직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 또한 SUVA의 관할 하에 두게 된
다. 반면에 기타의 보험기관은 금융 및 보험업 등 사무직종, 농업, 제
6) 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연도 7월 30일까지 연방사회보험청에 신고
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연방사회보험청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판
단하여 익년 1월 1일부터 사업 참여를 허용하게 된다.
7) 대체금고의 운영재원은 재해보험법 제68조에 명시된 보험공급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제도의 운영은 재단위원회(Stiftungsrat)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위원은 보험자,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대표의 동수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
로는 미적용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함께 체납보험료의 징수, 그리고 미신고 사업
장의 발굴 및 보험자 지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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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숙박업 등 영세사업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SUVA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기관 선택의 자율권이 없지만, 그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 타보험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절대 다수
가 SUVA의 적용을 받고 있고, 반면에 농업, 금융서비스업 그리고 기
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민간상업보험의 적용을 받
고 있다.8)
한 개의 기업이 여러 개의 자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경우 보험기관
선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여러 개의 회사가 상호 수직적
으로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모회사에 따라 한 개의 보험
기관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반면에 사업의 내용면에서 상호
관련성이 없는 수평적인 기업군의 경우 법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각
자 별개의 보험기관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피보험자가 여러 개의 보험기관에
가입하고 있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기관의 선정에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리 해결하
고 있다. 먼저 산업재해의 경우 재해발생 당시 해당 사업장 적용 보
험기관에서 급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직업병의 경우 질병
을 야기한 사업장 관할 보험기관이 급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중 발생한 일반재해의 경우 재해발생 전 최종적
으로 근로를 하였던 사업장 관할 보험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급여업무의 책임소재에 있어서 보험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연방사회보험청이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137개의 재해보험 공급자가 있으며, 이 중 질병금고가
99개소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Ⅰ-1> 참조). 질병
8) 연방재해보험법에 의한 업무영역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보험기
관간 영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은 자
체적 판단 또는 보험기관의 신청에 따라 매 5년마다 업무영역 설정의 적절성 여
부를 심사하여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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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재해보험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법개정 당시 재해보험 미적용 영세사업장으로서 이
미 질병금고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해당 금고를 통한 추가적인 재
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상업보험에서
재해보험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연방재해보험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질병금고와 관련 업무의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질병금고는 재해환자의 구조, 이송, 치료, 물적 보상, 휴업급여의
지급 등 주로 단기성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상업보험은 연금의 지
급 등 장기성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경쟁원리의 도입은 수요자에 대한 편익증진과
제도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 공급
자간 과도한 경쟁은 자칫 지역별로 보험공급의 과잉 또는 부족의 문
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보험공
급자의 업무영역은 법으로 명시되고 있다.
재해보험 당연적용의 경우 보험수요자는 보험공급자의 선택에 있어
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재해보험 적용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의

기업 규모별보험기관별
‧
분포는 스위스 재해보험 사업의 평가에 유익
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표 Ⅰ-1> 스위스 재해보험 관리운영기관 현황
재해보험 공급자

개소
1

SUVA
민간보험회사

34

질병금고

99

공공재해보험금고

2

대체금고

1
총

계

137

자료: SUVA, Unfallstatistik der Arbeitnehmer in der Schweiz,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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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적용 사업장 중 SUVA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체 사업장
은 1인 고용 사업장 20%, 2～9인 사업장 55%, 10～99인 사업장 22%,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3%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기타 재
해보험기관 적용사업장의 경우 전체의 60% 가량이 1인 고용 사업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비율은 기업의 규모에 반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하여 개별 보험공급자는 영역
확대의 일환으로서 가입자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SUVA의 역할비중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으
며, 이는 경영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적용대상 사업
장 가운데 SUV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84년 약 32%에서 점차
적으로 하락하여 1992년의 경우 28%, 그리고 2000년 현재 25%로 하
락하였고, 반면에 민간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 68%에서 이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0년 현재 75%에 이르고 있다(<표 Ⅰ-2>
참조).
반면 적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SUVA는 타보험기관에 비
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 전체
근로자 가운데 SUVA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1984년
약 61%에서 1992년 57%로 경미하게 하락하고 있다(<표 Ⅰ-2> 참
조). 그리고 전체 재해보험 가입자의 총액임금 가운데 SUVA가 차지
하고 있는 비율 역시 1984년 약 61%에서 1992년 57%로 약간 하락하
고 있다(<표 Ⅰ-2> 참조). 2000년 현재 SUVA에 가입된 근로자는 정
규직의 경우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는 47%로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9)
그런데 이러한 관리운영주체의 다양화는 실제에 있어서 적용대상자
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적용 노력에 한계를 보이는 문제점을 보이게 된
다. 즉, 사회보험으로서 재해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

9) 다만 비정규직이나 유사근로자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별
도의 통계자료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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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대한 적용이 민간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적용이 애매
한 경우 그리고 당연적용 대상자를 가입시킨 경우 회사 입장에서 이
익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위스의 경우 자영자
로 분류될 경우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는 만
큼 관리운영상의 문제점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도적 환
경이 존재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문제점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보험으로서 재해보험의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
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왜곡을 가져와 건
전한 사회보험의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표 Ⅰ-2> 스위스 재해보험 적용 추이
(단위: %)
적용사업장 비율

적용근로자 비율

총액임금 비율

SUVA

기타기관

SUVA

기타기관

SUVA

기타기관

1984

32.2

67.8

60.7

39.3

61.2

38.8

1987

29.1

70.9

58.7

41.3

59.7

40.3

1990

29.1

70.9

59.0

41.0

59.4

40.6

1992

28.2

71.8

57.4

42.6

57.4

42.6

2000

25.0

75.0

53.0

47.0

-

-

자료 : SUVA, Unfallstatistik der Arbeitnehmer in der Schweiz, 1988～1992.; Sind
Sie selbstaendig?, Hinweise und Tipps zur Abklaerung der Selbstaendigkeit,
2003.

4. 재정부담 및 급여 관련 규정
스위스 재해보험의 급여에 있어서 유사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
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근로
자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근로자로 구분하도록 한 법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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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근로자로 일단 구분되어 재해보험
에 당연적용이 되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 및 권리사항이 발생
하게 된다. 특히 보험관계 성립에 있어서는 당연적용의 경우 유사근로
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영자가 아니라 유사근로자라는 것만 입증되면 당연적용의 대상이
되고, 이 의미는 사용자의 신고 여부에 근로관계의 성립으로 이미 재
해보험에 가입된 것이라는 것이다. (ex-lege)
스위스의 재해보험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 총액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피보험 근
로자 개개인의 이름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고용주와 고용
주가 지급한 임금 총액을 알고 있을 뿐이다. 조사관이 무작위로 추출
한 고용주를 방문하여 근로자 및 종업원의 이름과 회계 장부를 확인
한다.10)
이에 따라 유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스위스의 경우 안정적이고 정돈된 노동시장의 상황 및 이에 대한 감
독들을 고려할 때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담당자의
의견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임금 총액이 기
초가 된다. 보험료는 연초에 고용주가 선납하고 연말에 고용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을 확인하고 SUVA는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보험
료를 산출하게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종업원에
게 그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 재해 보험급여는 고용주가 확인한
임금 지급분 및 납부 보험료에 기초한다. 임금총액, 부가소득, 현물 등
의 기타 보상 등으로 구성되는 종업원의 소득이 보험료 산출의 기본
이 된다.
당연적용을 받게 되는 유사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
험료 납부 대상 소득은 재해보험에서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 SUVA, Selbstaendig - unselbstaeni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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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AHV)에서 보험료 납부 대상소득에 기준하여 납부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재해보험에서 보험 가능한 최고 소득의 한계를 결정한
다. 모든 종업원의 92～96%가 소득 전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
록 소득의 최고 한계치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 한계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최고치가 상향조정된다. 보장
가능 최고 소득 수준은 연간 106,800 스위스프랑(CHF)이며 또는 하루
에 293 CHF이다.11)
좀더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유사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나 임금에 준하는 모든 급여에 대하여 소위 임금리스트
(Lohnlisten)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임금리스트는 업종의 종류, 인원
수 외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
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료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형태로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SUVA는 연말에 임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보험이 성립되면 이에 대한 신고는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있
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14일 이내에 재해보험관리공단
(SUVA)이나 민간재해보험관리운영주체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2)
한편 보험료율 부과체계는 각 업종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개별 업
종별 위험등급을 구별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13) 이때
업종 내의 분류는 업종에 따라 등급의 범위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도
록 변경되었다. 한편 민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별로 보험요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11) 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 Sozialversicherung der Schweiz, 2002.
12) SUVA, Bedinguengen fuer die Unternehmerversicherung, Luzern, 2003.
13) 변경 전에는 근로사고의 경우 보험원칙에 의하여 위험크기, 즉 재해 직종별 위
험을 분류하고 이 직종별 분류를 다시 10단위 등급별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부

록

591

5. 시사점
스위스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재해보험의 적용 체제는 다른 선진국
과 비교할 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적용상의 규정도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중요한 특징은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도입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동일시하는 체제와는 달리, 처음부터 유사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분법적인 분류, 즉 근로자이거나 자영
자 또는 자유업자로 구분하도록 하는 구분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처음부터 유사근로자에 대한 세력화를 발생시
키지 않고 개별 상황에 따라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여부를 사
용자와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
해보험의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SUVA 또는 민간보험회사에 적용되
도록 하든지, 자영자 또는 자유업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임의가입으로
각 개인의 자율에 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스위스의 적용 규정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다
른 특징을 갖게 되는데, SUVA와 민간보험회사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영역별로 구분한 상태로 민간보험회사는 사업장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는 일반적인 민영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고, SUVA
의 경우는 업종별 위험 등급과 등급 내에서 사업장별 위험에 따른 별
도의 보험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운영체계
와 보험요율 결정 방식은 사회보험적 성격보다는 민영보험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에서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보험요율은 일반민영보험과
그리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보험료의 부담 주체가 사용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임의가입하여 보험료
를 부담하게 되는가에 대한 차이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험의 기능이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는 없다. 결국 사회보
험으로서 재해보험은 경제활동 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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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입장에서 볼 때 스위스의 재해보험체제는 상
당 부분 민영화되어 있다는 점이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근로복지공단
에 의하여 중앙집중관리운영체계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대한 적용노력은 대상별 특징에
따라 집단화하고 이를 적용 대상화하여 목적 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위스와 같이 개별화하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용자의 인위적 결정에 의존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동일한 계층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으로 인하
여 적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위스의 이러한 유사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스위스가 갖고
있는 사회보험적 발전 환경과 사회보험과 민간보험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스위스의 유사근로
자에 대한 재해보험의 체제는 스위스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
으나, 우리나라에 접목하기에는 적절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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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확대적용에 따른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안)1)

다음의 인프라 구축방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안한 안을 요약정리
한 것이다.

1. 예상소요인력

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대직종 - 당연적용
특수형태 기타직종 근로자 - 임의가입
② 여객 및 화물자동차 - 임의가입(중소기업사업주특례 준용)

총 소요인력 예상 : 898(명)
◦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인한

적용보상송무심사청구진료
․
․
․
․

비심사청구업무 등에 필요한 예상인력을 산출하였으며,
- 임금채권보장업무의 인력소요가 예상되나 산재보험 적용확대
범위가 미확정이라 산출치 아니하였으며,
- 정보시스템업무의 경우 소요인력을 별도로 산정(9명)하여 이에
포함

적용징수업무
․
: 780(명)
◦ 적용대상사업장수(553,861) ÷ 1인당 연간 적정처리사업장수(710) =
780명
※ 적용대상사업장수 : 붙임 《특수형태근로자 및 화물(여객)자동
차 현황》참조
1) <부록 II>(확대적용에 따른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
시한 내용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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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 1인당 연간 적정처리사업장수 : 710 개소(‘00년 기
획예산처 산정기준)

보상업무: 90(명)
◦예상재해자수(11,879) ÷ 보상담당 1인당 연간재해자수(132명) =
90명

※ 예상재해자수 : 붙임《요양보상
․
관련 예상재해자수 산정》
참조
※ 보상직원 1인당 연간 관리가능한 재해자수(민원서류 및 상담
등 보상관련업무 포함, 노동부 행정관리실 추정) : 132명

송무업무: 11(명)
◦ 예상소송건수(611건) ÷ 1인당 처리건수(54.3) = 11(명)
※ 적용관련 예상 소송건수: 예상사업장수(553,861)×소송제기율
(‘02년 0.014%)= 77건
※ 보상관련 예상 소송건수: 예상재해자수(11,879)×소송제기율
(‘02년 4.5%)= 534건
※ 1인당 처리건수 : 54.3건(‘02년 기준)

심사청구업무: 3(명)
◦ 예상심사청구건수(513건) ÷ 1인당 처리건수(177) = 3(명)
※ 예상심사청구건수 : 예상재해자수(11,879)×1인당 심사청구비
율(‘02년 4.32%)= 513건
※ 1인당 처리건수: 177건(‘02년 기준)

진료비심사업무: 4(명)
◦ 예상진료비청구건수(54,643건) ÷ 1인당 처리건수(14,977) = 4(명)
※ 예상청구건수: 예상재해자수(11,879)×수급자 1인당 청구건수
(‘02년 4.6건)= 54,643건
※ 1인당 연간 처리건수: 14,9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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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심사업무: 1(명)
◦ 예상약제비청구건수(11,879건) ÷ 1인당 처리건수(10,755) = 1(명)
※ 예상청구건수: 예상재해자수(11,879)×수급자 1인당 청구건수
(‘02년 1건)= 11,879건
※ 1인당 연간 처리건수: 10,755건

참고사항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작업형태상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따른 제3자행위에 의한 재
해가 증가하여 구상권 행사 업무량의 급증으로 보상업무가 더
욱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됨.

2.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소요기간
◦ 2003. 9월까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정되어야 함.
- 서식(성립신고서, 성립통지서 등)
- 산재보험 가입(적용) 방식
- 보험료 산정 기준 등
◦ 신규 적용대상이 현재의 당연가입, 중소기업사업주특례의 적용
방식과 보험료 산정 방식을 준용하는 기준임.
◦ 소요기간 : 2003. 10 ～ 2004. 2월까지 5개월

소요인력
◦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 대상이 대부분이므로 자체인력 활용
◦ 정보시스템실 관련 업무 담당자 전원(약 45명)

개발범위(신규 개발 및 보완)
- 성립신고서 처리, 보험료신고서 처리, 최초요양처리, 성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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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등 입력/출력/조회로 전체 502본 예상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 178본
- 서버용 프로그램

: 262본

- 사이버업무 프로그램 : 12본
- 신규 개발 대상

: 50본

※ 개발대상은 자체 보유 프로그램만을 산정하였으며, 4대보험
관련 프로그램(보험성립 입력처리 등) 개발은 산정에서 제외
되었음.

기타사항
- 하드웨어 추가 소요량
구분

인력
증원시

소요용량

CPU

24개

메모리

19GB

디스크

4TB

비

고

- CPU 및 메모리 증설을 위한 사용자 수는 667
명이 증원되는 기준으로 산정
- 시스템(CPU, 메모리, 디스크) 용량 산정은 현재
의 구성 방식에 준하여 산정
- 하드디스크의 경우 3년간의 예상 자료증가량으
로 산정(현 자료증가율 연 169% 적용)

- 추가소요인력 : 9명(22명)
․프로그램 개발인력 : 13명

☞ 1인당 1본 개발시 소요일수(10일) * 50본+150본 / 개발기간
5개월 = 13명
150본은 수정대상 본수의 30%를 신규 개발되는 것으로 산정

․운영인력 : 9명

☞ 통상 개발인력의 70%가 운영인력으로 전환되므로 13명 * 0.7
= 9명
- 소요예산 : 1,130백만원

․CPU(24개), 메모리(19GB) : 650백만원
․디스크(4TB) : 4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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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단 조직기구 확대
문제점
◦ 현재 2급(부장)이 20～50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어 결재 및 인
력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 지사의 부족으로 고객과의 접근성이 어려워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금번 적용확대의 대상은 보험가입자이면서 보험수혜대상
이라는 점에서 지사와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 모럴해저드
가 상당부분 우려되므로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여부
및 재해 조사 등에 상당인력 소요 예상됨

특이사항
◦ 적용확대에 따른 사업장수의 절대 증가로 보험사업의 기초 행
정인 사업장 보험관리업무 급증
- 사업장수 증가 : 944천개소에서 적용확대로 553천개소 58.6%
증가
- 근로자수 증가 : 10,354천명에서 적용확대로 1,088천명 10.5%
증가

대책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안정센터 133개소에 맞추어 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함
- 공단 지사(센터) 현황
․지사 : 46개소
․센터 :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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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요양보상
․
관련 예상재해자수 산정
업 종 별

근로자수

계
소 계
레미콘지입차주
학습지교사
특수
보험모집인
형태
골프장경기보조원

1,088,559
579,443
18,477
150,000
350,000
25,000
35,966
(205,523×17.5%)

기타직종
소 계
화물/
화물자동차
여객
여객자동차

2002년도 예상
재해율 재해자수
11,879
2,104
1.74
321
0.40
600
0.18
630
1.11
277
0.77

509,116

비고

가입률 : 17.5%
평균재해율 : 0.77%

276
9,775

336,000

2.59

8,702

173,116

0.62

1,073

<표 Ⅱ-2> 특수형태근로자 및 화물(여객)자동차 현황
소계
레미콘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 계(명)
기타 직종
기타
계(차량대수)
4대 직종

특수형태근로

화물자동차
(‘02말 기준,
건교부 화물
운송과)

여객자동차
(‘02. 6. 30 현재
건설교통부 자료)

사업장수
8,779
751
300
7,483

근로자수
543,477
18,477
150,000
350,000

245

25,000

205,523
205,523
336,000

일 반

195,000

용 달

80,000

개 별

61,000

계(차량대수)

173,116

마을버스

3,120

전세버스

24,848

개인택시

142,865

장의차

2,283

※ 특수형태근로 중 ‘기타직종’의 경우 보험가입률(17.5%)을 고려하여 35,966명을 보험
가입대상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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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근로자 대상 설문지

ID

-

레미콘운송종사자의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면
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
률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
구의 일환으로 레미콘 운송종사자 여러분들의 직업관련 재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조사 기 관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 담당자 :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윤조덕(전화 : 02-785-7432)
조사 대행 기관 : (주) ○ ○ ○ ○ ○
담당 연구원 : ○ ○ ○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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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은 조사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최초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2차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3차 접촉일자

)월 (

)일 설문지 완성일

2003년 (

)월 (

)일

2003년 (

□ 면접
응답시간

시간

분 동안

조사 결과

□ 유치 □ 전화

□ 면접＋전화 □ 유치＋전화
□ 면접＋유치 □ 면접＋유치＋전화

조사담당자

(서명)

조사감독자

(서명)

조사 사업장명
응답자 성명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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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의 출퇴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수기때
(1-1) 귀하는 레미콘 회사에 일주일 몇 회 출근하십니까?
일주일 (

)회

(1-2) 귀하의 회사 출근시 출퇴근시간이
․
정해져 있습니까? (
① 출퇴근시간
․
모두

② 출근시간만

)

③ 퇴근시간만

④ 별도의 출퇴근시간은
․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에 근무
⑤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함
(1-3) 귀하가 하루 중 레미콘 운송 나가있는 시간은?
(

)시부터 (

)시까지

(1-4) 업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월 평균 (

)회

(1-5) 한 달에 몇 번 쉽니까? 월 평균 (

)회

(2) 비수기때
(2-1) 귀하는 레미콘 회사에 일주일 몇 회 출근하십니까?
일주일 (

)회

(2-2) 귀하의 회사 출근시 출퇴근시간이
․
정해져 있습니까? (
① 출퇴근시간
․
모두

② 출근시간만

)

③ 퇴근시간만

④ 별도의 출퇴근시간은
․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에 근무
⑤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함
(2-3) 귀하가 하루 중 레미콘 운송 나가있는 시간은?
(

)시부터 (

)시까지

(2-4) 업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월 평균 (

)회

(2-5) 한 달에 몇 번 쉽니까? 월 평균 (

)회

부

록

603

문1-2.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시간은(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수기
(1) 하루당 평균 업무시간

(

) 시간 (

(2) 하루당 평균 차량 회전수

(

)회

(3) 1회전당 평균 걸리는 시간

(

) 시간 (

비수기
)분

)분

문1-3. 현재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 시간 (

(

)회

(

) 시간 (

)분

)분

(아래 보기에 선택하여 √

해주십시오.)

항

매우 만족하
불만족
매우
보통
만족 는 편
스러운 편 불만족

목

(1) 전반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2)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⑤

(3) 업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4) 일의 내용
(레미콘 투입, 운반, 타설, 차량청소 등)

①

②

③

④

⑤

(5) 작업 조건 (안전성을 포함한 작업환경)

①

②

③

④

⑤

(6)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2-1. 귀하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은 얼마나 됩니까? (

① 매우 위험

② 위험한 편

④ 안전한 편

⑤ 매우 안전

)

③ 보통

문2-2. 귀하는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

(교통사고, 낙상, 차량전복으로 인한 사고, 손가락 절단 등 모든
사고를 포함, 단 질병 제외)
① 예( ☞

회) → 최근 발생한 사고부터 과거 3회까지 기록
하여 주십시오.

② 아니오 ☞ 문2-3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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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종류
① 골절
② 타박상(삐임)
③ 뇌진탕
④ 절단
⑤ 베임
⑥ 화상
⑦ 동상
⑧ 기타(
)

사고부위
① 머리 ② 얼굴
④ 어깨
③목
⑥손
⑤팔
⑦ 손가락 ⑧ 척추
⑨ 몸통 ⑩ 다리
⑫ 발가락
⑪발
⑬ 전신 ⑭ 기타
(
)

사고원인
① 차량정비 미비로 인한 레미
콘 운송시 교통사고
② 휴식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③ 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한 사
고 (레미콘 타설을 위한 후
진운행 중)
④ 레미콘 타설시 슈터에 끼임
⑤ 건설현장의 지반붕괴로 인한
레미콘 차량 추락
⑥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레미
콘 차량 추락
(예, 폐수장, 농업용 수로 등)
⑦ 레미콘 차량 청소시 추락
⑧ 레미콘 차량 드럼통 안의 날
개에 베임
⑨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사이
에서 끼임
⑩ 기타(구체적으로:
)

사고처리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② 자동차보험
③ 민간상해보험
④ 자비부담
⑤ 레미콘 회사
부담
⑥ 고객회사부담
(건설현장에서)
⑦ 기타(
)

① 골절
② 타박상(삐임)
③ 뇌진탕
④ 절단
⑤ 베임
⑥ 화상
⑦ 동상
⑧ 기타(
)

① 머리
③목
⑤팔
⑦ 손가락
⑨ 몸통
⑪발
⑬ 전신

② 얼굴
④ 어깨
⑥손
⑧ 척추
⑩ 다리
⑫ 발가락
⑭ 기타
(
)

①차량정비 미비로 인한 레미
콘 운송시 교통사고
②휴식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③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한 사
고(레미콘 타설을 위한 후진
운행 중)
④레미콘 타설시 슈터에 끼임
⑤건설현장의 지반붕괴로 인한
레미콘 차량 추락
⑥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레미
콘 차량 추락
(예, 폐수장, 농업용 수로 등)
⑦레미콘 차량 청소시 추락
⑧레미콘 차량 드럼통 안의 날
개에 베임
⑨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사이
에서 끼임
⑩기타(구체적으로:
)

①국민건강보험
②자동차보험
③민간상해보험
④자비부담
⑤레미콘 회사
부담
⑥고객회사부담
(건설현장에서)
⑦기타(
)

가장
최근
사고

최근
이전
사고

부

사고종류
① 골절
② 타박상(삐임)
③ 뇌진탕
④ 절단
⑤ 베임
⑥ 화상
⑦ 동상
⑧ 기타(
)

사고부위
① 머리 ② 얼굴
④ 어깨
③목
⑥손
⑤팔
⑦ 손가락 ⑧ 척추
⑨ 몸통 ⑩ 다리
⑫ 발가락
⑪발
⑬ 전신 ⑭ 기타
(
)

그
이전
사고

문2-3. 귀하는 레미콘 운송업무를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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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①차량정비 미비로 인한 레미
콘 운송시 교통사고
②휴식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③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한 사
고(레미콘 타설을 위한 후진
운행 중)
④ 레미콘 타설시 슈터에 끼임
⑤ 건설현장의 지반붕괴로 인한
레미콘 차량 추락
⑥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레미
콘 차량 추락
(예, 폐수장, 농업용 수로 등)
⑦ 레미콘 차량 청소시 추락
⑧ 레미콘 차량 드럼통 안의 날
개에 베임
⑨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사이
에서 끼임
⑩기타(구체적으로:
)

사고처리방법
①국민건강보험
②자동차보험
③민간상해보험
④자비부담
⑤레미콘 회사
부담
⑥고객회사부담
(건설현장에서)
⑦기타(
)

행하면서 사고(상해)를 타인(대물포함)에

게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낙하, 차량전복으로 인한 사
고, 손가락 절단 등 모든 사고를 포함)

① 예 ( ☞

회) → 가장 최근 발생한 사고부터 과거 3회까
지 기록해주십시오.

② 아니오 ☞ 문2-4로 가시오
사고 원인

처리방법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레미콘회사에서 처리
① 레미콘 운송시 교통사고
② 고객회사(건설현장)에서 처리
② 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한
③ 개인적으로 처리
사고
☞ (‘③ 개인적으로 처리’의 경우)
(레미콘 타설을 위한
가장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최근
후진운행 중)
사고 ③ 건설현장의 지반붕괴로 인한
① 합의금 지급(자비부담)
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레미콘 차량 추락
③ 개인명의 민간상해보험으로 처리
④ 기타
④ 기타(
)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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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사고 원인
① 레미콘 운송시 교통사고
② 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한 사고
(레미콘 타설을 위한 후진운행
중)
최근
③ 건설현장의 지반붕괴로 인한
이전
레미콘 차량 추락
사고
④ 기타
(구체적으로:
)

① 레미콘회사에서 처리
② 고객회사(건설현장)에서 처리
③ 개인적으로 처리
☞ (‘③ 개인적으로 처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합의금 지급(자비부담)
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③ 개인명의 민간상해보험으로
처리
④ 기타(
)

① 레미콘 운송시 교통사고
② 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한 사고
(레미콘 타설을 위한 후진운행
중)
그
③ 건설현장의 지반붕괴로 인한
이전
레미콘 차량 추락
사고
④ 기타
(구체적으로:
)

① 레미콘회사에서 처리
② 고객회사(건설현장)에서 처리
③ 개인적으로 처리
☞ (‘③ 개인적으로 처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합의금 지급(자비부담)
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③ 개인명의 민간상해보험으로
처리
④ 기타(
)

문2-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정도는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힘들다

② 약간 힘들다

③ 견딜 만하다

④ 전혀 힘들지 않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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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5.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건강상의 문제(병원 진료 여부와 상
관없이)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문2-6로 가시오

<보 기>
① 위장질환(위궤양, 만성 위염 등)

② 간장질환(간염 등)

③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등)

④ 요통 및 허리 디스크

⑤ 상지근육 및 관절질환(목, 어깨, 상지, 손) ⑥ 무릎 및 발목 관절질환
⑦ 산부인과 질환(임신, 생리질환)

⑧ 고혈압

⑨ 당뇨

⑩암

⑪ 호흡기 질환(폐렴, 결핵, 천식 등)

⑫ 기타 (병명:

)

(1) 어떤 질환인지 위 보기에서 정도가 심한 것부터 선택해 주십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2)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의 업무와 얼마나 연관이 있다고 보
십니까? (

)

① 매우 연관이 깊다

② 약간 연관이 있다

④ 전혀 연관이 없다

③ 별로 연관이 없다

⑤ 모르겠다

문2-6. 귀하는 개인사정(아프거나 급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회사에 출근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2-7로 가시오
(“① 예”인 경우) 그 기간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① 대리운전을 시킴
② 차를 운행정지시킴
③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음
④ 회사의 해고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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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7. 귀하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
있으십니까? (

)

①예

② 아니오 ☞ 문2-8로 가시오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 병명은? (

)

(2) 자비로 낸 총 진료비는?

만원

문2-8. 귀하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
으십니까? (

)

①예

② 아니오 ☞ 문3-1로 가시오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 병명은? (

)

(2) 총 입원 일수는?

일

(3) 총 일을 쉰 기간은?

일

(4) 자비로 낸 총 입원비는?

만원

3.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및 위장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3-1. 현재 업무를 하기 이전 다른 직종의 일에서 ‘팔, 다리, 허리, 무릎’을
다쳐서(이전 직업 산업재해, 교통사고, 운동 등)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2로 가시오

문3-1-1. 그 당시 치료받은 부위가 문제가 되어 현재에도 통증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2로 가시오

문3-1-2. (‘①’ 의 경우) 그 부위는 어디입니까?
① 손목/손가락 ② 팔/팔꿈치 ③ 어깨 ④ 목 ⑤ 허리 ⑥무릎
⑦ 발/발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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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2.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현재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
리, 무릎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통증이나 불편함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한번
이라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다음 표의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문3-3으로 가시오
통증 부위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발

(1) 해당 부위
의 아픈
정도는 어
느 정도
입니까?
(☞보기를 참
고하여 체크
해 주십시오)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통증

(2) 지난 1년
동안 이러
한 증상을
얼마나 자
주 경험하
셨습니까?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3) 한번 아프
기 시작하
면 통증기
간은 얼마
동안 지
속됩니까?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보기

(4) 지난 1주 ① 예
일 동안에 ② 아니오
도 그러한
증상이 있
었습니까?

통증 없음 : 전혀 안 아프다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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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3. 귀하는 업무중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불규칙하지만 거르지는 않음
③ 아니오, 불규칙하고 가끔 거름
④ 아니오, 불규칙하고 자주 거름
문3-4. 업무중에 식사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

) 분

문3-5. 귀하는 현재 다음 보기와 같은 위장 증상을 느낍니까? (

)

<보기> : 가슴뼈 뒤쪽 또는 명치 부위의 통증 또는 압박감, 포만감 또는 가
스가 가득 찬 느낌 또는 팽만,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속이 뒤틀
림), 불규칙한 배변 습관(설사나 변비),

배변 후의 잔변감(변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 입맛 없음, 빈속일 때 속쓰림 등
①예

② 아니오 ☞ 문3-6으로 가시오

문3-5-1. 귀하가 자주 느꼈던 위장 증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②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③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
된다
④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
다
문3-5-2. 귀하는 이와 같은 위장 증상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연관이 깊다

② 약간 연관이 있다

③ 별로 연관이 없다

④ 전혀 연관이 없다

⑤ 모르겠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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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6. 다음은 지난 7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이 얼
마나 괴로워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을 하나 골라서 “√”
표를 하십시오. 문제를 하나도 빼지 말고 반드시 한 가지로만 대답하
십시오.

전혀
없다
ⓞ

약간
있다
①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3.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4. 성욕이 감퇴되었다.

ⓞ
ⓞ
ⓞ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5.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6.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7.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
ⓞ
ⓞ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

①

②

③

④

ⓞ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13. 허리가 아프다.
14. 외롭다.
15. 기분이 울적하다.

ⓞ
ⓞ
ⓞ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16. 매사에 걱정이 많다.
17.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8. 두려운 느낌이 든다.

ⓞ
ⓞ
ⓞ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19.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

①

②

③

④

20. 구역질이 나거나 게운다.

ⓞ

①

②

③

④

21.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

①

②

③

④

22. 숨쉬기가 거북하다.

ⓞ

①

②

③

④

23.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

①

②

③

④

24.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

①

②

③

④

질

문

1. 머리가 아프다.

8.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9. 울기를 잘한다.
10.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
이 든다.
11.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12. 자책을 잘한다.

웬만큼 꽤
아주
있다 심하다 심하다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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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약간
있다

25.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

①

②

③

④

26.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

①

②

③

④

27.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

①

②

③

④

28. 긴장이 된다.

ⓞ

①

②

③

④

29. 팔 다리가 묵직하다.

ⓞ

①

②

③

④

30. 매사가 힘들다.

ⓞ

①

②

③

④

31.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질

문

32.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33. 허무한 느낌이 든다.
34.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35.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웬만큼 꽤
아주
있다 심하다 심하다

4. 다음은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문4-1. 귀 회사에서 귀하를 위해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모름

(1) 국민연금

①

②

③

(2) 건강보험

①

②

③

(3) 고용보험

①

②

③

(4) 산재보험

①

②

③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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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2.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보험 가입
을 하고 있습니까? (

)

①예

② 아니오

☞ (“② 아니오” 경우) 보험이 없다면,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4-3. 귀하의 회사는 귀하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
해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개인적으로

②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③ 아니오

④ 모름

)

☞ (“②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
고 있습니까? (

)

① 회사 전액부담

② 본인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④ 모름

문4-4.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될 경우,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십
니까?

① 예, 회사가 전액 부담할때만 원함

☞ 문4-5으로 가시오

② 예, 회사와 본인이 공동 부담하더라도 원함
③ 예, 본인이 전액 부담하더라도 원함
④ 아니오
문4-4-1. (‘②, ③’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가입방법을 원
하십니까?

① 원하는 사람만 가입

② 무조건 가입

문4-4-2. (‘④’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어떤 형태로든 레미콘 운송종사자에게
전담시킬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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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민간상해보험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④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이 있으므로
⑤ 기타(

)

문4-5.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세가지만 고
르시오 (

,

,

)

①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② 근로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적용)
③ 기름값이나 차량유지보수를 위한 부대비용 지급
④ 업무시간단축(충분한 휴식보장)
⑤ 관리자의 인격적 대우
⑥ 소득 수준 개선(운송료 인상)
⑦ 정기 건강검진 실시
⑧ 사고와 질병시 불이익 방지
⑨ 기타 (구체적으로:

)

5. 다음은 귀하의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5-1. 현재 운행중인 레미콘 차량은 누구 소유입니까?

① 본인소유

② 회사소유 ☞ 문5-2로 가시오

☞ (1) (본인소유시) 구입비는 얼마였습니까? (

)만원

(2) 차량 구입방법은 어떠했습니까?
① 본인 전액부담

② 본인 일부부담과 회사 대출

문5-2. 이 일자리에서의 소득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정방식은? (
① 고정급

)
② 회전수에 따른 성과급(운송비)

③ 고정급＋회전수에 따른 성과급(운송비)

부

(2) 지급시기는? (

)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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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월 1회

② 매월 2회

③ 매주 1회

④ 매일 1회

⑤ 수시로
문5-3. 귀하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소득은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습니까?(

)

①예

② 아니오

(2) 귀하의 이 일자리에서의 연간 총수령액과 업무관련 지출비용은
얼마입니까?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
(기름값, 차량유지비, 자동차보험료, 차량 감가삼각비 등)

총수령액
(년간)

만원

(년간)

만원

(3) 이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
①예

② 아니오

☞ 문5-4로 가시오

(4) 무슨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① 근로소득신고

② 사업소득신고

(5)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③ 모름

)

①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② 본인이 직접③ 모름

문5-4. 현재의 일자리 이외에 별도의 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일주일 (

)

)시간 ② 아니오

문5-5. 귀하의 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

문5-6. 소득원이 있는 가족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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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가족 중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문5-7로 가시오
☞ (2명 이상인 경우)
(1) 가족 중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

)

① 본인

② 배우자

④ 형제자매

⑤ 기타(

③ 부모
)

(2)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평균 (

)만원

문5-7.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

)만원

6.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내용입니다
6-1. 귀하의
는?

나이

6-2. 귀하의
은? (

성별
)

(만)

세

①남

②여

6-3. 귀하가 소속된
레미콘회사 지
역은? (
)

① 서울
⑥ 충남
⑪ 경남

② 경기
⑦ 전북
⑫ 대구

6-4. 최종 학력은?
(
)

① 국졸
⑤ 대졸

② 중졸
③ 고졸
⑥ 대학원이상

6-5. 혼인 상태는?
(
)

③ 강원
⑧ 전남
⑬ 울산

④ 대전
⑨ 광주
⑭ 부산

④ 전문대졸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6-6. 현 직장 근무 경력은?

년

⑤ 충북
⑩ 경북
⑮ 제주

개월

6-7. 레미콘 직종 총 종사 경력은

총

년

개월

6-8. 운수관련 직종 총 종사 경력은

총

년

개월

◆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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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경기보조원의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
현하면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여러분들의 직업
관련 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
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담당자 :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윤조덕(전화 : 02-784-7432)
조사 대행 기관 : (주) ○○○○○
담당 연구원 : ○ ○ ○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
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618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다음 항은 조사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최초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2차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3차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설문지 완성일 2003년 (

)월 (

)일

응답시간

조사담당자

시간

분 동안

(서명)

조사 결과

□면접 □유치 □전화
□면접＋전화 □유치＋전화
□면접＋유치 □면접＋유치＋전화

조사감독자

(서명)

조사 사업장명
응답자 성명

거

주

지 (

전화번호

휴대 폰번 호

)시/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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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의 출퇴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수기때
(1-1) 귀하는 골프장에 일주일 몇 회(일) 출근하십니까?
일주일 (

)회

(1-2) 귀하의 골프장 출근시 출퇴근시간이
․
정해져 있습니까?
(

)

① 출퇴근시간
․
모두

② 출근시간만

③ 퇴근시간만
④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내장객 예
약시간)에 근무
⑤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함
(1-3) 귀하가 라운딩 나가있는 시간은 대개 언제입니까? (
시부터 (

)

)시까지

(1-4) 한 달에 몇 번 쉽니까? 월 평균 (

)회

(2) 비수기때
(2-1) 귀하는 골프장에 일주일 몇 회(일) 출근하십니까? 일주일
(

)회

(

)

(2-2) 귀하의 회사 출근시 출퇴근시간이
․
정해져 있습니까?
① 출퇴근시간
․
모두

② 출근시간만

③ 퇴근시간만
④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내장객 예
약시간)에 근무
⑤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함
(2-3) 귀하가 라운딩 나가있는 시간은 대개 언제입니까? (
시부터 (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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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 달에 몇 번 쉽니까? 월 평균 (

)회

문1-2. 현재 일자리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업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기

비수기

(1) 하루 평균 업무시간
(대기시간 포함하여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

)시간 (

)시간

(2) 일주일 평균 라운딩 투입 횟수

(

)회

)회

(

(3) 1회 라운딩에 걸리는 시간

문1-3. 현재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아래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매우 만족
불만족
매우
보통
만족 하는 편
스러운 편 불만족

목

(1) 전반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2)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⑤

(3) 업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4) 일의 내용(경기보조 업무)

①

②

③

④

⑤

(5) 작업조건(안전성 포함한 작업환경)

①

②

③

④

⑤

(6)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1. 귀하가 경기보조원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은 얼마나 됩니
까? (

)

① 매우 위험

② 위험한 편

④ 안전한 편

⑤ 매우 안전

③ 보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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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2. 귀하는 경기보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상해)를 당한 적이 있습
니까?( )

→ (골절사고, 발목삠, 타구사고, 전동카트 전복사고 등 모든
사고나 상해 포함, 질병은 제외)
①예( ☞

회)

② 아니오 ☞ 문2-3으로 가시오
☞ (“예”인 경우) 최근 발생한 사고부터 과거 3회까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사고종류

사고부위

① 골절

① 머리

② 얼굴

④ 어깨
② 타박상(삐임) ③ 목
⑤팔
⑥손
③ 뇌진탕
⑦
손가락
⑧
척추
④ 절단
⑤ 베임

⑨ 몸통

⑥ 화상

⑪발
⑬ 전신

⑦ 동상
가장 ⑧ 기타(
최근
사고

)

사고원인

사고처리방법

① 작업도구

① 국민건강보험

(수동 또는 전동카트,

② 자동차보험

제초도구 등)로 인해
③ 민간상해보험
②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으로 ④ 자비부담

인해
⑩ 다리
⑫ 발가락 ③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코스간 안전거리
⑭ 기타
미확보, 미끄럼 방지시설
(
)

⑤ 골프장의 상해보험
⑥ 사고낸 손님이 부담
⑦ 기타(

등)
④ 타구사고
(안전장치미비, 고객의 실수
등)로 인해
⑤ 골프채로 인한 사고(고객의
실수)로 인해
⑥ 라운딩 중 미끄러지거나
굴러서
⑦기타(구체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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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종류

사고부위

사고원인

사고처리방법

① 골절
② 타박상(삐임)
③ 뇌진탕
④ 절단
⑤ 베임
⑥ 화상
⑦ 동상
최근 ⑧ 기타(
)
이전
사고

① 머리
③목
⑤팔
⑦ 손가락
⑨ 몸통
⑪발
⑬ 전신

② 얼굴 ① 작업도구
④ 어깨
(수동 또는 전동카트,
⑥손
제초도구 등)로 인해
⑧ 척추 ②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으로
⑩ 다리
인해
⑫ 발가락 ③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로
⑭ 기타
인해(코스간 안전거리
(
)
미확보, 미끄럼 방지시설
등)
④ 타구사고
(안전장치미비, 고객의 실수
등)로 인해
⑤ 골프채로 인한 사고(고객의
실수)로 인해
⑥ 라운딩 중 미끄러지거나
굴러서
⑦기타(구체적으로:
)

① 국민건강보험
② 자동차보험
③ 민간상해보험
④ 자비부담
⑤ 골프장의 상해보험
⑥ 사고낸 손님이 부담
⑦ 기타(
)

① 골절
② 타박상(삐임)
③ 뇌진탕
④ 절단
⑤ 베임
⑥ 화상
⑦ 동상
그
⑧ 기타(
)
이전
사고

① 머리
③목
⑤팔
⑦ 손가락
⑨ 몸통
⑪발
⑬ 전신

② 얼굴 ① 작업도구
④ 어깨
(수동 또는 전동카트, 제초
⑥손
도구 등)로 인해
⑧ 척추 ②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으로
⑩ 다리
인해
⑫ 발가락 ③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로 인
⑭ 기타
해(코스간 안전거리 미확보,
(
)
미끄럼 방지시설 등)
④ 타구사고
(안전장치미비, 고객의 실수
등)로 인해
⑤ 골프채로 인한 사고(고객의
실수)로 인해
⑥ 라운딩 중 미끄러지거나 굴
러서
⑦기타(구체적으로:
)

① 국민건강보험
② 자동차보험
③ 민간상해보험
④ 자비부담
⑤ 골프장의 상해보험
⑥ 사고낸 손님이 부담
⑦ 기타(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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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정도는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힘들다

② 약간 힘들다

③ 견딜 만하다

④ 전혀 힘들지 않다

문2-4.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건강상의 문제(병원 진료 여부와 상
관없이)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문2-5로 가시오

문2-4-1. 어떤 질환인지 아래 보기에서 정도가 심한 것부터 선택해 주십
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보 기>
① 위장질환(위궤양, 만성 위염 등)
② 간장질환(간염 등)
③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등)
④ 요통 및 허리 디스크
⑤ 상지근육 및 관절질환(목, 어깨, 상지, 손)
⑥ 무릎 및 발목 관절질환
⑦ 산부인과 질환(임신, 생리질환)
⑧ 고혈압
⑨ 당뇨
⑩암
⑪ 호흡기 질환(폐렴, 결핵, 천식 등)
⑫ 기타 (병명:

)

문2-4-2.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의 업무와 얼마나 연관이 있다
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연관이 깊다

② 약간 연관이 있다

③ 별로 연관이 없다

④ 전혀 연관이 없다

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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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5. 야외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가 경험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여름에 더위로 인해 땀이 많이 나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
진 적이 있다

(

) ② 햇볕으로 인해 피부병이 생겨 치료받은 적이 있다

(

) ③ 하루 종일 걷는 일로 인해 발에 무좀이 생겨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

(

) ④ 햇빛 때문에 눈병이 나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

(

) ⑤ 렌즈 착용으로 인해 눈병이 나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

(

) ⑥ 공을 찾으러 풀숲으로 들어가서 풀독(피부염)이 생긴 적이
있다

(

) ⑦ 구역질, 구토, 침흘림, 근육경련, 복통, 심하게 땀이남, 시야
흐림 등의 농약중독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

) ⑧ 기타 야외 근무로 인해 치료받은 경우 (

)

문2-6. 귀하는 아파서 1개월 이상 회사에 출근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2-7로 가시오

문2-6-1. ☞ (“① 예”인 경우) 그 기간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

)

① 동료가 대신 라운딩 투입하도록 조정함
② 캐디마스터가 병가로 처리해 줌
③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음
④ 회사의 해고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⑤ 기타(

)

문2-7. 경기보조원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 회

② 없다 ☞ 문2-8로 가시오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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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7-1.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최근 3회까지만 기록하시오.

병명

자비로 낸 진료비

가장 최근

(

) 만원

최근 이전

(

) 만원

그 이전

(

) 만원

문2-8. 귀하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
으십니까? (

① 있다 (

)

) 회

② 없다 ☞ 문2-9로 가시오

문2-8-1.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최근 3회까지만 기록하시오.

총
입원일수

총 일을
쉰 기간

자비로 낸 진료비

가장 최근

(

)일

(

)일

(

) 만원

최근 이전

(

)일

(

)일

(

) 만원

그이전

(

)일

(

)일

(

) 만원

병

명

문2-9. 생리증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문3-1로 가시오)

(1) 규칙성은?

(2) 생리통?

입사전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입사후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입사전 ① 약간 있다

② 심하다

③ 없다

입사후 ① 약간 있다

② 심하다

③ 없다

입사전 ① 있다 (몇 회 :
(3) 생리기간 외
출혈(하혈)? 입사후 ① 있다 (몇 회 :
② 없다

)
평균기간 :

②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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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0. 귀하는 임신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1로 가시오

(2-1) 임신하기로 결정하신 후(피임하지 업무시작 전 (
않고) 얼마만에 임신을 하였습니까? 업무시작 후 (

)개월, (

)개월

③ 해당없음

)개월, (

)개월

③ 해당없음

(2-2) 임신 5개월(20주) 이전에 자연유산 업무시작 전 ① 있다(몇 회:
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시작 후 ① 있다(몇 회:
(2-3) 임신 5개월(20주) 이후에 사산한 업무시작 전 ① 있다(몇 회:
적이 있습니까?
업무시작 후 ① 있다(몇 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2-4) 임신 5개월 이상 8개월 이내의 업무시작 전 ① 있다(몇 회:
아기를 조산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시작 후 ① 있다(몇 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업무시작 전 ① 있다(몇 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업무시작 후 ① 있다(몇 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2-5)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2-6) 귀하가 임신한 경우 라운딩 투입 횟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① 라운딩횟수를 줄인다
②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일한다
③ 일을 그만둔다
④ 기타(
)

3. 다음은 근골격계질환 및 위장질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1. 현재 업무를 하기 이전 다른 직종의 일에서 ‘팔, 다리, 허리, 무릎’을
다쳐서(이전 직업 산업재해, 교통사고, 운동 등)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2로 가시오

문3-1-1. 그 당시 치료받은 부위가 문제가 되어 현재에도 통증이 있습니
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2로 가시오

문3-1-2. (‘①’ 의 경우) 그 부위는 어디 입니까?

① 손목/손가락

② 팔/팔꿈치

③ 어깨

④목

⑤ 허리

⑥무릎

⑦ 발/발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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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2.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현재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
리, 무릎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한번
이라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다음 표의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문3-3으로 가시오
통증 부위

(1) 해당 부위의
아픈 정도
는 어느
정도입니
까?
(☞ 보기를 참
고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보기

발목/발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통증 없음 : 전혀 안 아프다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2) 지난 1년 동
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
나 자주 경
험하셨습니
까?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3)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
증기간은 얼
마 동안 지
속됩니까?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4) 지난 1주일
동안에도 그
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문3-3. 귀하는 업무중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불규칙하지만 거르지는 않음
③ 아니오, 불규칙하고 가끔 거름 ④ 아니오, 불규칙하고 자주 거름
문3-4. 업무중에 식사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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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5. 귀하는 현재 다음 보기와 같은 위장 증상을 느낍니까? (

)

<보기> : 가슴뼈 뒤쪽 또는 명치 부위의 통증 또는 압박감, 포만감 또는 가
스가 가득 찬 느낌 또는 팽만,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속이 뒤틀림), 불규칙
한 배변 습관(설사나 변비), 배변 후의 잔변감(변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
입맛 없음, 빈속일 때 속쓰림 등

①예

② 아니오 ☞ 문3-6으로 가시오

문3-5-1. 귀하가 자주 느꼈던 위장 증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②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
찮다
③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④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문3-5-2. 귀하는 이와 같은 위장 증상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연관이 깊다

② 약간 연관이 있다

③ 별로 연관이 없다
④ 전혀 연관이 없다

⑤ 모르겠다

문3-6. 다음은 지난 7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이 얼
마나 괴로워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오
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을 하나 골라서 “√”표를 하십시오.

부

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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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약간 웬만큼 꽤
아주
있다 있다 심하다 심하다

1. 머리가 아프다.

ⓞ

①

②

③

④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

①

②

③

④

3.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

①

②

③

④

4. 성욕이 감퇴되었다.

ⓞ

①

②

③

④

5.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

①

②

③

④

6.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

①

②

③

④

7.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

①

②

③

④

8.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

①

②

③

④

9. 울기를 잘한다.

ⓞ

①

②

③

④

10.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

①

②

③

④

11.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

①

②

③

④

12. 자책을 잘한다.

ⓞ

①

②

③

④

13. 허리가 아프다.

ⓞ

①

②

③

④

14. 외롭다.

ⓞ

①

②

③

④

15. 기분이 울적하다.

ⓞ

①

②

③

④

16. 매사에 걱정이 많다.

ⓞ

①

②

③

④

17.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

①

②

③

④

18. 두려운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④

19.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

①

②

③

④

20. 구역질이 나거나 게운다.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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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

약간
있다
①

22. 숨쉬기가 거북하다.

ⓞ

①

②

③

④

23.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

①

②

③

④

24.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

①

②

③

④

25.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

①

②

③

④

26.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

①

②

③

④

27.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

①

②

③

④

28. 긴장이 된다.

ⓞ

①

②

③

④

29. 팔 다리가 묵직하다.

ⓞ

①

②

③

④

30. 매사가 힘들다.

ⓞ

①

②

③

④

31.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

①

②

③

④

32.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

①

②

③

④

33. 허무한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④

34.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

①

②

③

④

35.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

①

②

③

④

질

문

21.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웬만큼 꽤
아주
있다 심하다 심하다
②
③
④

4. 다음은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문4-1. 귀하의 골프장에서 귀하를 위해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
까?

(☞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모름

(1) 국민연금

①

②

③

(2) 건강보험

①

②

③

(3) 고용보험

①

②

③

(4) 산재보험

①

②

③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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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2.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보험 가입
을 하고 있습니까? (

)

①예

② 아니오

☞ (“② 아니오” 경우) 보험이 없다면,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4-3. 귀하의 회사는 귀하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
해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개인적으로

②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③ 아니오

④ 모름

)

☞ (“②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
고 있습니까? (

)

① 회사 전액부담

② 본인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④ 모름

문4-4. 산재보험이 적용될 경우,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예, 회사가 전액 부담할 때만 원함

☞ 문4-5으로 가시오

② 예, 회사와 본인이 공동 부담하더라도 원함 ☞ 문4-4-1로 가시오
③ 예, 본인이 전액 부담하더라도 원함 ☞ 문4-4-1로 가시오
④ 아니오

☞ 문4-4-2으로 가시오

문4-4-1. (문4-4의 ‘②, ③’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가입
방법을 원하십니까?

① 원하는 사람만 가입

② 무조건 가입

문4-4-2. (문4-4의 ‘④’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
엇입니까?

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어떤 형태로든 경기보조원에게 전담시킬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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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민간상해보험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④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이 있으므로
⑤ 기타(

)

문4-5. 경기보조원의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세 가지만 고르시오
(

,

,

)

①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② 근로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적용)
③ 당번제폐지
④ 라운딩 횟수 조정
⑤ 직장내 인격적 대우 및 성희롱 금지
⑥ 소득 수준 개선(캐디피 인상)
⑦ 정기 건강검진 실시
⑧ 사고와 질병 및 임신시 불이익 방지
⑨ 기타 (구체적으로:

)

5. 다음은 귀하의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5-1. 이 일자리에서의 소득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정방식은? (

)

① 고정급

② 시간급

③ 라운딩 횟수에 따른 성과급(캐디피)
④ 고정급 ＋ 라운딩 횟수에 따른 성과급(캐디피)
(2) 캐디피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① 회사에서 결정
③ 경기보조원이 결정

② 고객이 임의로 결정

부

(3) 지급방식은? (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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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이 직접 지급
② 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일괄 취합하여 지급
③ 회사에서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 지급
(4) 지급시기는? (

)

① 매월 1회

② 매월 2회

③ 매주

④ 매일

⑤ 수시로(라운딩투입시마다)
문5-2. 귀하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소득은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습니까? (

)

①예

② 아니오

(2) 귀하의 이 일자리에서의 연간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연평균
(

)만원

(3) 이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예

② 아니오

)

☞ 문5-4로 가시오

(4) 무슨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① 근로소득신고

② 사업소득신고

(5)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③ 모름

)

①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② 본인이 직접

③ 모름

문5-3. 현재의 일자리 이외에 별도의 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일주일 (

)시간 ②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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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4. 귀하의 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

문5-5. 소득원이 있는 가족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

☞ (1명 ; 가족 중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명

)명

☞ 문5-7로 가시오

☞ (2명 이상인 경우)
(1) 가족 중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

(2)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평균 (
문5-6.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

)만원
)만원

6.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내용입니다
6-1. 귀하의 나이는?

(만)

6-2. 귀하의 성별은? (

)

세

①남

6-3. 귀하가 소속된 골프장 지역은? (

②여
)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대전

⑤ 충북

⑥ 충남

⑦ 전북

⑧ 전남

⑨ 광주

⑩ 경북

⑪ 경남

⑫ 대구

⑬ 울산

⑭ 부산

⑮ 제주

6-4. 최종 학력은?

(

)

① 국졸

② 중졸

⑤ 대졸

⑥ 대학원이상

6-5. 혼인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고졸

(

④ 전문대졸

)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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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현 직장 근무 경력은?

년

6-7. 귀하의 경기보조원 종사 총 경력은? 총
6-8. 현재 골프장에서 귀하의 근무형태는? (

년
)

①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매일 출근함
②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만 출근함

◆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월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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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학습지 교사의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면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학습지교사 여러분들의 직업관련 재
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담당자 :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윤조덕(전화 : 02-785-7432)
조사 대행 기관 : (주) ○○○○○
담당 연구원 : ○ ○ ○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
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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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은 조사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최초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2차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3차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설문지 완성일 2003년 (

)월 (

)일

응답시간

조사담당자

시간

분 동안

(서명)

조사 결과

□면접 □유치 □전화
□면접＋전화 □유치＋전화
□면접＋유치 □면접＋유치＋전화

조사감독자

(서명)

조사 사업장명
응답자 성명

거

주

지 (

전화번호

휴대 폰번 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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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는 사무실에 일주일 몇 회 출근하십니까? 일주일(

)회

문1-1-1. 귀하가 사무실에 출근할 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① 출퇴근시간
․
모두

)

② 출근시간만

③ 퇴근시간만

④ 별도의 출퇴근시간은
․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에 근무
⑤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하다.
문1-1-2. 귀하가 방문․지도 나가있는 시간은? (

)시부터 (

)시까지

문1-2.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1) 주당 근무일수 (

) 일

(2) 일주일 평균

)시간, 이중

(

(2-1) 업무를 위한 교재준비 등

(

) 시간

(2-2) 학생지도시간

(

) 시간

(2-3) 학생지도를 위한 이동시간 (

) 시간

(2-4) 기타 업무

) 시간

(

문1-3. 현재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아래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1)
(2)
(3)
(4)

목

전반적으로
임금/소득
업무시간
일의 (3-1) 회원관리(교육지도)
내용 (3-2) 영업 등 기타 업무
(5) 작업조건(안전성 포함한 작업환경)
(6) 복리후생

매우 만족하
불만족스 매우
보통
만족 는 편
러운 편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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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2-1. 귀하가 학습지 교사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은 얼마나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안전

② 안전한 편

③ 보통

④ 위험한 편

⑤ 매우 위험

문2-2. 귀하는 학습지 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나 상해를 당한 적이 있습
니까?( )

→ (교통사고, 골절사고, 발목삠, 등 모든 사고나 상해 포함하되, 질
병은 제외)
①예( ☞

회)

② 아니오 ☞ 문2-3으로 가시오

최근 발생한 사고부터 과거 3회까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사고종류

사고부위

① 골절

① 머리

② 타박상(삐임) ③ 목
⑤팔
③ 뇌진탕

② 얼굴
④ 어깨
⑥손

④ 절단

⑦ 손가락 ⑧ 척추

⑤ 베임
⑥ 화상

⑨ 몸통
⑪발

⑩ 다리
⑫ 발가락

⑬ 전신

⑭ 기타

가장
⑦ 동상
최근
⑧ 기타(
사고

)

(

사고원인

사고처리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② 회원방문 중 교통사고 ② 자동차보험
③회원방문 중 많이 걷거나 ③ 민간상해보험
④ 자비부담
뛰는 일이 잦아서
④ 회원방문 중 계단에서 ⑤ 학습지회사 부담
① 출퇴근 중 교통사고

미끄러지거나 굴러서 ⑥ 사고낸 고객이 부담
⑤ 수금 후 범죄자의 표적 ⑦ 기타(
)
)
이 되어 절도구타
․
⑥ 회원 방문 중 사고
⑦ 성폭행 또는 성추행
⑧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
으로
⑨ 기타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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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종류

사고부위

① 골절

① 머리

② 타박상(삐임) ③ 목

사고원인

사고처리방법

② 얼굴

① 출퇴근 중 교통사고

① 국민건강보험

④ 어깨

② 회원방문 중 교통사고

② 자동차보험

③ 뇌진탕
④ 절단

⑤팔
⑥손
⑦ 손가락 ⑧ 척추

③ 회원방문 중 많이 걷거 ③ 민간상해보험
나 뛰는 일이 잦아서
④ 자비부담

⑤ 베임

⑨ 몸통

⑩ 다리

④ 회원방문 중 계단에서 ⑤ 학습지회사 부담

⑥ 화상
최근
⑦ 동상
이전
⑧ 기타(
사고

⑪발
⑬ 전신

⑫ 발가락
⑭ 기타

미끄러지거나 굴러서
⑥ 사고낸 고객이 부담
⑤ 수금 후 범죄자의 표적 ⑦ 기타(
)

)

(

이 되어 절도구타
․

)

⑥ 회원 방문 중 사고
⑦ 성폭행 또는 성추행
⑧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
으로
⑨ 기타
(구체적으로:

① 골절

① 머리

② 타박상(삐임) ③ 목
③ 뇌진탕
⑤팔
④ 절단

① 출퇴근 중 교통사고
② 회원방문 중 교통사고

② 얼굴
④ 어깨
⑥손

⑦ 손가락 ⑧ 척추
⑨ 몸통
⑪발

⑩ 다리
⑫ 발가락

이전 ⑦ 동상

⑬ 전신

⑭ 기타

)

① 국민건강보험

③ 회원방문 중 많이 걷거

⑤ 베임
그 ⑥ 화상
사고 ⑧ 기타(

)

(

)

② 자동차보험
③ 민간상해보험

나 뛰는 일이 잦아서
④ 자비부담
④ 회원방문 중 계단에서
⑤ 학습지회사 부담
미끄러지거나 굴러서
⑥ 사고낸 고객이 부담
⑤ 수금 후 범죄자의 표적
⑦ 기타(
)
이 되어 절도구타
․
⑥ 회원 방문 중 사고
⑦ 성폭행 또는 성추행
⑧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
으로
⑨ 기타
(구체적으로:

)

문2-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정도는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힘들다

② 약간 힘들다

③ 견딜 만하다

④ 전혀 힘들지 않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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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4.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건강상의 문제(병원 진료 여부와 상
관없이)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문2-5로 가시오

문2-4-1. 어떤 질환인지 아래 보기에서 정도가 심한 것부터 선택해 주십
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보 기>
① 위장질환(위궤양, 만성 위염 등)
② 간장질환(간염 등)
③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등)
④ 요통 및 허리 디스크
⑤ 상지근육 및 관절질환(목, 어깨, 상지, 손)
⑥ 무릎 및 발목 관절질환
⑦ 산부인과 질환(임신, 생리질환)
⑧ 고혈압
⑨ 당뇨
⑩ 암
⑪ 호흡기 질환(폐렴, 결핵, 천식 등)
⑫ 기타 (병명:

)

문2-4-2.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의 업무와 얼마나 연관이 있다
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연관이 깊다

② 약간 연관이 있다

③ 별로 연관이 없다

④ 전혀 연관이 없다

⑤ 모르겠다

문2-5. 귀하는 개인사정(아프거나 급한사정)으로 1개월이상 영업소에 출근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2-6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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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5-1. (‘① 예’인 경우) 그 기간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

)

① 관리자에게 대리하도록 부탁함
② 개인이 알아서 조정함(요일변경 또는 교재만 전달)
③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둠
④ 회사의 해고 또는 일방적인 일시 계약정지를 당함
⑤ 기타(

)

문2-6. 학습지 교사업무와 관련되어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문2-7로 가시오

문2-6-1.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 병명은? (

)

(2) 자비로 낸 총 진료비는?

만원

문2-7. 귀하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
으십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문2-8로 가시오

문2-7-1.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 병명은? (
(2) 총 입원 일수는?
(3) 총 일을 쉰 기간은?
(4) 자비로 낸 총 입원비는?

)
일
일
만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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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8. 생리증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문3-1로 가시오)

입사전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입사후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입사전 ① 약간 있다

② 심하다

③ 없다

입사후 ① 약간 있다

② 심하다

③ 없다

(1) 규칙성은?

(2) 생리통?
(3) 생리기간 외 입사전 ① 있다 (몇 회 :
출혈(하혈)? 입사후 ① 있다 (몇 회 :

)

② 없다

평균기간 :

)

② 없다

문2-9. 귀하는 임신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1로 가시오

(1-1) 임신하기로 결정하신 후 업무시작 전 (
(피임하지 않고) 얼마만
에 임신을 하였습니까? 업무시작 후 (

)개월, (

)개월

③ 해당없음

)개월, (

)개월

③ 해당없음

(1-2) 임신 5개월(20주) 이전 업무시작 전 ① 있다(몇 회:
에 자연유산한 적이 있
업무시작 후 ① 있다(몇 회:
습니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1-3) 임신 5개월(20주) 이후 업무시작 전 ① 있다(몇 회:
에 사산한 적이 있습니
업무시작 후 ① 있다(몇 회:
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1-4) 임신 5개월 이상 8개월 업무시작 전 ① 있다(몇 회:
이내의
아기를 조산
업무시작 후 ① 있다(몇 회:
한 적이 있습니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1-5)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 업무시작 전 ① 있다(몇 회:
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시작 후 ① 있다(몇 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 ② 없다 ③ 해당없음

(1-6) 귀하가 임신한 경우 과목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① 과목수를 줄인다(일부교실을 뺌)
② 대신할 교사가 없어 계속한다
③ 회사를 그만둔다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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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및 위장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3-1. 현재 업무를 하기 이전 다른 직종의 일에서 ‘팔, 다리, 허리, 무릎’을
다쳐서(이전 직업 산업재해, 교통사고, 운동 등)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2로 가시오

문3-1-1. 그 당시 치료받은 부위가 문제가 되어 현재에도 통증이 있습니
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2로 가시오

문3-1-2. (‘①’ 의 경우) 그 부위는 어디 입니까?

① 손목/손가락

② 팔/팔꿈치

③ 어깨

④ 목 ⑤ 허리

⑥무릎

⑦ 발/발목

문3-2.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현재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
리, 무릎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
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한번이
라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다음 표의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문3-3으로 가시오
통증 부위

(1) 해당 부위
의 아픈
정도는 어
느 정도
입니까?
(☞ 보기를 참
고하여 체
크해 주십
시오)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보기

어깨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목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허리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무릎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통증 없음 : 전혀 안 아프다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발목/발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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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부위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발

(2) 지난 1년
동안 이
러한 증
상을 얼
마나 자
주 경험
하셨습니
까?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3) 한번 아프
기 시작하
면 통증기
간은 얼마
동안 지
속됩니까?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4) 지난 1주일
동안에도
①예
그러한 증
② 아니오
상이 있었
습니까?

문3-3. 귀하는 업무중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불규칙하지만 거르지는 않음
③ 아니오, 불규칙하고 가끔 거름
④ 아니오, 불규칙하고 자주 거름
문3-4. 업무중에 식사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

) 분

문3-5. 귀하는 현재 다음 보기와 같은 위장 증상을 느낍니까? (

)

<보기> : 가슴뼈 뒤쪽 또는 명치 부위의 통증 또는 압박감, 포만감
또는 가스가 가득 찬 느낌 또는 팽만,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속이
뒤틀림), 불규칙한 배변 습관(설사나 변비), 배변 후의 잔변감(변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 입맛 없음, 빈속일 때 속쓰림 등
①예

② 아니오 ☞ 문3-6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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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1. 귀하가 자주 느꼈던 위장 증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②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③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④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문3-4-2. 귀하는 이와 같은 위장 증상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연관이 깊다

② 약간 연관이 있다

③ 별로 연관이 없다

④ 전혀 연관이 없다

⑤ 모르겠다
문3-6. 다음은 지난 7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이 얼
마나 괴로워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을 하나 골라서 “√”
표를 하십시오. 문제를 하나도 빼지 말고 반드시 한 가지로만 대답하
십시오.

전혀
없다
ⓞ

약간
있다
①

ⓞ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4. 성욕이 감퇴되었다.

ⓞ

①

②

③

④

5.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

①

②

③

④

6.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

①

②

③

④

7.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

①

②

③

④

8.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질

문

1. 머리가 아프다.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3.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9. 울기를 잘한다.
10.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
분이 든다.

웬만큼
꽤
아주
있다 심하다 심하다
②
③
④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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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

약간
있다
①

12. 자책을 잘한다.

ⓞ

①

②

③

④

13. 허리가 아프다.

ⓞ

①

②

③

④

14. 외롭다.

ⓞ

①

②

③

④

15. 기분이 울적하다.

ⓞ

①

②

③

④

16. 매사에 걱정이 많다.

ⓞ

①

②

③

④

17.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

①

②

③

④

18. 두려운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④

19.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

①

②

③

④

20. 구역질이 나거나 게운다.

ⓞ

①

②

③

④

21.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

①

②

③

④

22. 숨쉬기가 거북하다.

ⓞ

①

②

③

④

23.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

①

②

③

④

24.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

①

②

③

④

질

문

11.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웬만큼
꽤
아주
있다 심하다 심하다
②
③
④

25.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

①

②

③

④

26.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

①

②

③

④

27.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

①

②

③

④

28. 긴장이 된다.

ⓞ

①

②

③

④

29. 팔 다리가 묵직하다.

ⓞ

①

②

③

④

30. 매사가 힘들다.

ⓞ

①

②

③

④

31.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

①

②

③

④

32.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

①

②

③

④

33. 허무한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④

34.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
인 것처럼 느낀다.

ⓞ

①

②

③

④

35.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
다.

ⓞ

①

②

③

④

648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4. 다음은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문4-1. 귀하의 학습지 회사에서 귀하를 위해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
습니까?

(☞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모름

(1) 국민연금

①

②

③

(2) 건강보험

①

②

③

(3) 고용보험

①

②

③

(4) 산재보험

①

②

③

문4-2. 귀하는 학습지 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상해, 사고, 질병 관
련)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

①예

)

② 아니오

☞ (“② 아니오” 경우) 보험이 없다면,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4-3. 귀하의 회사는 귀하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
해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개인적으로

②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③ 아니오

④ 모름

☞

)

(“②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누가 부담
하고 있습니까? (

)

① 회사 전액부담

② 본인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④ 모름

문4-4.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될 경우,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십
니까?

① 예, 회사가 전액 부담할 때만 원함

☞ 문4-5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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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 회사와 본인이 공동 부담하더라도 원함
③ 예, 본인이 전액 부담하더라도 원함
④ 아니오
문4-4-1. (‘②, ③’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가입방법을 원
하십니까?

① 원하는 사람만 가입

② 무조건 가입

문4-4-2. (‘④’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어떤 형태로든 학습지 교사에게 전담시
킬 것이므로
③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민간상해보험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
어
④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이 있으므로
⑤ 기타(

)

문4-5. 전국 학습지 교사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
결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세 가지만 고르
시오 (

,

,

)

①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② 근로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적용)
③ 직장내 관리자의 실적 강요
④ 학습지 교사가 휴회 홀딩(holding)하는 관행
⑤ 관리자의 인격적 대우
⑥ 소득 수준 개선(관리과목수의 수수료율 인상)
⑦ 정기 건강검진 실시
⑧ 임신과 질병 및 사고시 불이익 방지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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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귀하의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5-1.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월평균 과목수는? (

)과목

문5-1-1. 귀하가 담당하는 과목 중 휴회 홀딩(holding)하고 있는 과목이 있
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월평균 (

)과목, 대납비 부담 월평균(

)만원

문5-2. 이 일자리에서의 소득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정방식은? (

)

① 고정급(관리과목수)
② 성과급(수당)
③ 고정급(관리과목수) + 성과급
(2) 지급시기는? (

)

① 매월 1회

② 매월 2회

③ 매주 1회

④ 매일 1회

⑤ 수시로
문5-3. 귀하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소득은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습니까? (

)

①예

② 아니오

(2) 귀하의 이 일자리에서의 연간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연평균 (

)만원

(3) 이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예

② 아니오

☞ 문5-4로 가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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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슨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① 근로소득신고

② 사업소득신고

(5)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③ 모름

)

①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② 본인이 직접 ③ 모름
문5-4. 현재의 일자리 이외에 별도의 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일주일 (

)

)시간 ② 아니오

문5-5. 귀하의 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

문5-6. 소득원이 있는 가족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

☞ (1명 ; 가족 중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명

)명

☞ 문5-7로 가시오

☞ (2명 이상인 경우)
(1) 가족 중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

(2)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평균 (
문5-7.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

)만원
)만원

6.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내용입니다
6-1. 귀하의 나이는?
6-2. 귀하의 성별은? (

(만)
)

①남

6-3. 귀하가 소속된 사무실 지역은? (
① 서울
⑥ 충남
⑪ 경남

② 경기
⑦ 전북
⑫ 대구

③ 강원
⑧ 전남
⑬ 울산

세
②여

)
④ 대전
⑨ 광주
⑭ 부산

⑤ 충북
⑩ 경북
⑮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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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최종 학력은?

(

)

① 국졸

② 중졸

⑤ 대졸

⑥ 대학원이상

6-5. 혼인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고졸

(

④ 전문대졸

)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6-6. 현 직장 근무 경력은?
6-7. 귀하의 학습지교사 종사 총 경력은?

년
총

◆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년

개월
개월

부

록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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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면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 여러분들의 직업관련 재
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담당자 :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윤조덕(전화 : 02-785-7432)
조사 대행 기관 : (주) ○○○○○
담당 연구원 : ○ ○ ○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
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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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은 조사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최초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2차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3차 접촉일자

2003년 (

)월 (

)일

설문지 완성일 2003년 (

)월 (

)일

응답시간

조사담당자

시간

분 동안

(서명)

조사 결과

□면접 □유치 □전화
□면접＋전화 □유치＋전화
□면접＋유치 □면접＋유치＋전화

조사감독자

(서명)

조사 사업장명
응답자 성명

거

주

지 (

전화번호

휴대 폰번 호

)시/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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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는 영업소에 일주일 몇 회 출근하십니까? 일주일(

)회

(격주 토요일 출근은 0.5일로 계산해주십시오)
문1-1-1. 귀하가 영업소에 출근할 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① 출퇴근시간
․
모두

)

② 출근시간만

③ 퇴근시간만

④ 별도의 출퇴근시간은
․
없지만 대개 일정한 시간에 근무
⑤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하다.
문1-1-2. 귀하가 보험판매를 위해 영업소에서 외부로 나가있는 시간은?
(

)시부터 - (

)시까지

문1-1-3. 귀하는 영업소 출퇴근시간 전후에도 보험판매를 위해 업무(계약을
위한 모든 영업행위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함)를 하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 1-2로 가시오

☞ (‘① 예’인 경우)
출근전에는 보험판매를 위해 외부로 나가있는 시간은?
(

)시부터 - (

)시까지

퇴근후에는 보험판매를 위해 외부로 나가있는 시간은?
(

)시부터 - (

)시까지

문1-2.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몇 시간입
니까?

(1) 하루당 평균

(

)시간

(1-1) 영업을 위한 준비 등

(

)시간

(1-2) 실질적인 영업 시간

(

)시간

(1-3) 영업을 위한 이동시간

(

)시간

(1-4) 기타 업무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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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현재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아래 보기에 선택하여 √
해주십시오.)

항

매우 만족하
불만족
매우
보통
만족 는 편
스러운 편 불만족

목

(1) 전반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2)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⑤

(3) 업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4) 일의 (3-1) 보험판매
내용 (3-2) 영업을 위한 기타 업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작업조건(안전성을 포함한 작업환경)

①

②

③

④

⑤

(6)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1. 귀하가 보험설계사 업무 수행 중에 사고(상해)의 위험은 얼마나 됩니
까? (

)

① 매우 위험

② 위험한 편

③ 보통

④ 안전한 편

⑤ 매우 안전
문2-2. 귀하는 보험설계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상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
까?( )

(교통사고, 골절사고, 발목삠 등 모든 사고(상해) 포함하되, 단 질병
은 제외)
①예( ☞

회)

② 아니오 ☞ 문2-3으로 가시오
☞ (“예”인 경우) 최근 발생한 사고부터 과거 3회까지 기록하여 주
십시오.

부
사고종류

사고부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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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사고처리방법

① 골절
② 타박상(삐임)
③ 뇌진탕
④ 절단
⑤ 베임
가장 ⑥ 화상
최근 ⑦ 동상
사고 ⑧ 기타(
)

① 머리
③목
⑤팔
⑦ 손가락
⑨ 몸통
⑪발
⑬ 전신

② 얼굴
④ 어깨
⑥손
⑧ 척추
⑩ 다리
⑫ 발가락
⑭ 기타
(
)

① 출퇴근 중 교통사고
②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③ 영업활동 중 많이 걷거나
뛰는 일이 잦아서
④ 영업활동 중 계단에서 미끄
러지거나 굴러서
⑤ 수금 후 범죄자의 표적이
되어 절도구타
․
⑥ 고객 방문 중 사고
⑦ 성폭행 또는 성추행
⑧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으로
⑨ 기타(구체적으로:
)

① 국민건강보험
② 자동차보험
③ 민간상해보험
④ 자비부담
⑤보험회사 부담
⑥사고낸 고객이
부담
⑦기타(
)

① 골절
② 타박상(삐임)
③ 뇌진탕
④ 절단
⑤ 베임
최근 ⑥ 화상
이전 ⑦ 동상
사고 ⑧ 기타(
)

① 머리
③목
⑤팔
⑦ 손가락
⑨ 몸통
⑪발
⑬ 전신

② 얼굴
④ 어깨
⑥손
⑧ 척추
⑩ 다리
⑫ 발가락
⑭ 기타
(
)

① 출퇴근 중 교통사고
②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③ 영업활동 중 많이 걷거나
뛰는 일이 잦아서
④ 영업활동 중 계단에서 미끄
러지거나 굴러서
⑤ 수금 후 범죄자의 표적이
되어 절도구타
․
⑥ 고객 방문 중 사고
⑦ 성폭행 또는 성추행
⑧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으로
⑨ 기타(구체적으로:
)

① 국민건강보험
② 자동차보험
③ 민간상해보험
④ 자비부담
⑤보험회사 부담
⑥사고낸 고객이
부담
⑦기타(
)

① 골절
② 타박상(삐임)
③ 뇌진탕
④ 절단
⑤ 베임
그 ⑥ 화상
이전 ⑦ 동상
사고 ⑧ 기타(
)

① 머리
③목
⑤팔
⑦ 손가락
⑨ 몸통
⑪발
⑬ 전신

② 얼굴
④ 어깨
⑥손
⑧ 척추
⑩ 다리
⑫ 발가락
⑭ 기타
(
)

① 출퇴근 중 교통사고
②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③ 영업활동 중 많이 걷거나
뛰는 일이 잦아서
④ 영업활동 중 계단에서 미끄
러지거나 굴러서
⑤ 수금 후 범죄자의 표적이
되어 절도구타
․
⑥ 고객 방문 중 사고
⑦ 성폭행 또는 성추행
⑧ 불편한 복장, 신발 착용으로
⑨ 기타(구체적으로:
)

① 국민건강보험
② 자동차보험
③ 민간상해보험
④ 자비부담
⑤보험회사 부담
⑥사고낸 고객이
부담
⑦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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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정도는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힘들다

② 약간 힘들다

③ 견딜 만하다

④ 전혀 힘들지 않다

문2-4.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건강상의 문제(병원 진료 여부와 상
관없이)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문2-5로 가시오

문2-3-1. 어떤 질환인지 아래 보기에서 정도가 심한 것부터 선택해 주십
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보 기>
① 위장질환(위궤양, 만성 위염 등)
② 간장질환(간염 등)
③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등)
④ 요통 및 허리 디스크
⑤ 상지근육 및 관절질환(목, 어깨, 상지, 손)
⑥ 무릎 및 발목 관절질환
⑦ 산부인과 질환(임신, 생리질환)
⑧ 고혈압
⑨ 당뇨
⑩암
⑪ 호흡기 질환(폐렴, 결핵, 천식 등)
⑫ 기타 (병명:

)

문2-3-2.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의 업무와 얼마나 연관이 있다
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연관이 깊다

② 약간 연관이 있다

③ 별로 연관이 없다

④ 전혀 연관이 없다

⑤ 모르겠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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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5. 귀하는 개인사정(아프거나 급한사정)으로 1개월이상 영업소에 출근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2-6으로 가시오

문2-4-1. (“① 예”인 경우) 그 기간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① 관리자나 동료,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줌
② 개인적으로 처리함(마감 때 수금정리를 위해 고객과 직접 통화
후 해결함)
③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음
④ 회사의 해고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함
⑤ 기타(

)

문2-6. 귀하의 업무와 관련되어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문2-7로 가시오

문2-6-1.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 병명은? (

)

(2) 자비로 낸 총 진료비는?

만원

문2-7. 귀하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
으십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문3-1로 가시오

문2-5-1.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 병명은? (
(2) 총 입원 일수는?
(3) 총 일을 쉰 기간은?
(4) 자비로 낸 총 입원비는?

)
일
일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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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및 위장질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1. 현재 업무를 하기 이전 다른 직종의 일에서 ‘팔, 다리, 허리, 무릎’을
다쳐서(이전 직업 산업재해, 교통사고, 운동 등)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2로 가시오

문3-1-1. 그 당시 치료받은 부위가 문제가 되어 현재에도 통증이 있습니
까?

①예

② 아니오

☞ 문3-2로 가시오

문3-1-2. (‘①’ 의 경우) 그 부위는 어디 입니까?

① 손목/손가락

② 팔/팔꿈치

③ 어깨

④목

⑤ 허리

⑥무릎

⑦ 발/발목

문3-2.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현재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
리, 무릎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
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한번이
라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다음 표의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문3-3으로 가시오
통증 부위

(1) 해당 부위의
아픈 정도
는 어느
정도 입니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통증

통증

통증

통증

까?
(☞ 보기를 참
고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보기

통증 없음 : 전혀 안 아프다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통증

발목/발
① 통증 없음
② 약한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심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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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부위

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발

(2) 지난 1년 동
안 이러한 증
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
셨습니까?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① 6개월에 1번
② 2-3달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3)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
증기간은 얼
마 동안 지
속됩니까?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① 1일 미만
② 1일-1주일
③ 1주일-1달
④ 1달-6개월
⑤ 6개월 이상

(4) 지난 1주일
동안에도 그
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①예
② 아니오

문3-3. 귀하는 업무중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불규칙하지만 거르지는 않음
③ 아니오, 불규칙하고 가끔 거름
④ 아니오, 불규칙하고 자주 거름
문3-4. 업무중에 식사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

) 분

문3-5. 귀하는 현재 다음 보기와 같은 위장 증상을 느낍니까? (

)

<보기> : 가슴뼈 뒤쪽 또는 명치 부위의 통증 또는 압박감, 포만감 또
는 가스가 가득 찬 느낌 또는 팽만,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속이 뒤틀
림), 불규칙한 배변 습관(설사나 변비), 배변 후의 잔변감(변이 남아 있
는 듯한 느낌), 입맛 없음, 빈속일 때 속쓰림 등
①예

② 아니오 ☞ 문3-6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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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5-1. 귀하가 자주 느꼈던 위장 증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②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③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④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문3-5-2. 귀하는 이와 같은 위장 증상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연관이 깊다

② 약간 연관이 있다

③ 별로 연관이 없다

④ 전혀 연관이 없다

⑤ 모르겠다

문3-6. 다음은 지난 7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이 얼
마나 괴로워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을 하나 골라서 “√”
표를 하십시오. 문제를 하나도 빼지 말고 반드시 한 가지로만 대답하
십시오.

질

문

1. 머리가 아프다.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3.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4. 성욕이 감퇴되었다.
5.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6.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7.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8.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9. 울기를 잘한다.
10.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
분이 든다.

전혀
없다
ⓞ

약간
있다
①

웬만큼
꽤
아주
있다 심하다 심하다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
ⓞ
ⓞ
ⓞ
ⓞ
ⓞ
ⓞ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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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

약간
있다
①

12. 자책을 잘한다.

ⓞ

①

②

③

④

13. 허리가 아프다.

ⓞ

①

②

③

④

14. 외롭다.

ⓞ

①

②

③

④

15. 기분이 울적하다.

ⓞ

①

②

③

④

16. 매사에 걱정이 많다.

ⓞ

①

②

③

④

17.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

①

②

③

④

18. 두려운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④

19.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

①

②

③

④

20. 구역질이 나거나 게운다.

ⓞ

①

②

③

④

21.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

①

②

③

④

22. 숨쉬기가 거북하다.

ⓞ

①

②

③

④

23.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

①

②

③

④

24.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

①

②

③

④

25.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

①

②

③

④

26.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

①

②

③

④

27.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

①

②

③

④

28. 긴장이 된다.

ⓞ

①

②

③

④

29. 팔 다리가 묵직하다.

ⓞ

①

②

③

④

30. 매사가 힘들다.

ⓞ

①

②

③

④

31.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

①

②

③

④

32.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

①

②

③

④

33. 허무한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④

34.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
인 것처럼 느낀다.

ⓞ

①

②

③

④

35.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
다.

ⓞ

①

②

③

④

질

문

11.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웬만큼
꽤
아주
있다 심하다 심하다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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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문4-1. 귀하의 회사에서 귀하를 위해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모름

(1) 국민연금

①

②

③

(2) 건강보험

①

②

③

(3) 고용보험

①

②

③

(4) 산재보험

①

②

③

문4-2.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상해, 사고, 질병 관련) 보험 가입
을 하고 있습니까? (

①예

)

② 아니오

☞ (“② 아니오” 경우) 보험이 없다면,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4-3. 귀하의 회사는 귀하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
해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개인적으로

②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③ 아니오

④ 모름

)

☞ (“②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

)

① 회사 전액부담

② 본인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④ 모름

문4-4.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될 경우,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십
니까?

① 예, 회사가 전액 부담할 때만 원함

☞ 문4-5으로 가시오

② 예, 회사와 본인이 공동 부담 하더라도 원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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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 본인이 전액 부담하더라도 원함
④ 아니오
문4-4-1. (문4-4의 ‘②, ③’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가입
방법을 원하십니까?

① 원하는 사람만 가입

② 무조건 가입

문4-4-2. (문4-4의 ‘④’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
엇입니까?

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험 설계사에게 전담시
킬 것이므로
③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민간상해보험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④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이 있으므로
⑤ 기타(

)

문4-5. 보험설계사의 건강과 근로복지를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거나 해결되어
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세 가지만 고르시오.
(

,

,

)

①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
② 근로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적용)
③ 수당지급규정 개선(잔여수당, 유지율, 수급율, 일방적 수당액책
정)
④ 과중한 업적 목표 달성(신상품 판매, 신인(증원))
⑤ 직장내 관리자의 인격적 대우
⑥ 소득 수준 개선(수수료율 인상)
⑦ 정기 건강검진 실시
⑧ 사고와 질병시 불이익 방지
⑨ 기타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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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귀하의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5-1. 귀하의 판매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1) 관리하고 있는 보험은? 월평균 (

)건/ (

)만원

(2) 보험설계사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와 귀하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월평균 (

)건/ (

)만원

(3) 대납하고 있는 보험은? 월평균 (

)건/ (

)만원

문5-2. 이 일자리에서의 소득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정방식은? (

)

① 고정급

② 성과급

③ 고정급 + 성과급

① 매월 1회

② 매월 2회

③ 매주 1회

④ 매일 1회

⑤ 수시로

(2) 지급시기는? (

)

문5-3. 귀하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소득은 특정 월별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습니까? (

)

①예

② 아니오

(2) 귀하의 이 일자리에서의 연간 총수령액과 업무관련 지출비용은
얼마입니까?

총수령액

귀하 및
가족명의로 된
보험료

(월평균)
(월평균)
만원
만원

회사 공제액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
(시책비 및 영업비,
(송금수수료, 개인적인
봉사용품지원비, 전화비,
고객서비스 등)
사무실운영비 등)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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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예

② 아니오

)

☞ 문5-4로 가시오

(4) 무슨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① 근로소득신고

② 사업소득신고

(5)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①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③ 모름

)
② 본인이 직접

③ 모름

문5-4. 현재의 일자리 이외에 별도의 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일주일 (

)

)시간 ② 아니오

문5-5. 귀하의 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

문5-6. 소득원이 있는 가족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

☞ (1명 ; 가족 중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명

)명

☞ 문5-7로 가시오

☞ (2명 이상인 경우)
(1) 가족 중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
① 본인

② 배우자

④ 형제자매

⑤ 기타(

)

(2)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평균 (
문5-7.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

③ 부모
)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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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내용입니다
6-1. 귀하의 나이는?

(만)

6-2. 귀하의 성별은? (

)

세

①남

6-3. 귀하가 소속된 보험영업소

②여

지역은? (

)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대전

⑤ 충북

⑥ 충남

⑦ 전북

⑧ 전남

⑨ 광주

⑩ 경북

⑪ 경남

⑫ 대구

⑬ 울산

⑭ 부산

⑮ 제주

6-4. 최종 학력은?

(

)

① 국졸

② 중졸

⑤ 대졸

⑥ 대학원이상

6-5. 혼인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고졸

(

④ 전문대졸

)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6-6. 현 직장 근무 경력은?
6-7. 귀하의 보험설계사 종사 총 경력은?

년
총

년

◆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월
개월

부

록

669

<부록 Ⅳ> 사업주 대상 설문지

ID

-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근로복지제도와 업무상 재해 및 소득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개
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면서 이
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근로복지제도 및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 담당자 :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윤조덕
(전화 : 02-785-7432)
담당 연구원 :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원 이지은
(전화 : 02-784-7536 팩스 : 02-782-0849)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직

위

소속 회사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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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사의 레미콘 운송종사자를 위한 근로복지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회사에서 레미콘 운송종사자를 위해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모두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1) 국민연금( )

(2) 건강보험( )

(3) 고용보험( )

(4) 산재보험( )

2. 귀하의 회사에는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을 위한 다음의 부가급부나 복리후
생제도가 있습니까?

(☞ 모두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1) 피복비( )

(2) 식사비보조( )

(3) 경조수당( )

(4) 포상휴가( )

(5) 학자금 보조( )

(6) 보육비 지원( )

(7) 주택마련지원( )

(8) 병가( )

(9) 무급휴가( )

(10)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11) 법정퇴직금( )

(12) 유급휴가( )

(13) 생리휴가(유급)( )

(14) 출산휴가(유급)( )

(15) 육아휴직(유급)( )

(16) 기타(

)

2. 다음은 귀사의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의 회사에서는 귀사 소속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업무중 발생한 재해나
질병에 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

① 전부 알고 있음

)

② 대충 파악하고 있음

③ 전혀 모름
☞ (‘① 전부 알고 있음, ② 대충 파악하고 있음’ 경우)
(1) 지난 1년간(2002. 1 - 2002. 12) 업무중 발생한 재해(질병포함)
는 어떻게 됩니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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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건수
)의 형태로 표현해 주십시오.
귀사의레미콘운송종사자총수

( 총 재해건수 _______건 / 귀사의 레미콘 운송종사자 총수
__________ 명)
4. 귀하의 회사의 레미콘운송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귀
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

①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처리함
② 회사차원에서 정해진 원칙이 없고, 개별사례에 따라 처리함(예,
위로금지급, 병가처리 등)
③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귀하의 회사에서는 레미콘운송종사자의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개인적으로

②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 ( ② 회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회사 전액부담

③ 아니오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누가 부담

)
② 본인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회사부담 ________ %)
☞ ( ② 회사가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험에 관하여 다음을 적어 주세요.
㉠ 보험의 종류 (

)

㉡ 보험의 조건 (

)

㉢ 보험의 내역 (

)

㉣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총액 (2002년도 1년간 총___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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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사의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의 회사의 소득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정방식은? (

)

① 회전당 운송비

② 시간급

③ 회전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로 지급)
④ 회전당 운송비 ＋ 회전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
로 지급)
(2) 지급시기는? (

)

① 매월 1회

② 매월 2회

③ 매주 1회

④ 매일 1회

⑤ 수시로
(3) 귀하의 회사의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소득신고를 합니까? (
①예

② 아니오

(4) 무슨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 근로소득신고

)

)

② 사업소득신고

(5)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② 본인이 직접 처리
(6) 귀하의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레미콘 운송종사자 총 수당은
얼마입니까?
(2002년도 1년간 수당총액 ________________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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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복지제도와 업무상 재해 및 소득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면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
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복지제도 및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 담당자 :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윤조덕
(전화 : 02-785-7432)
담당 연구원 :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원 이지은
(전화 : 02-784-7536 팩스 : 02-782-0849)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
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직

위

소속 회사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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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를 위해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모두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1) 국민연금( )

(2) 건강보험( )

(3) 고용보험( )

(4) 산재보험( )

2. 귀하의 골프장에는 경기보조원들을 위한 다음의 부가급부나 복리후생제도
가 있습니까?

(☞ 모두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1) 피복비( )

(2) 식사비보조( )

(3) 경조수당( )

(4) 포상휴가( )

(5) 학자금 보조( )

(6) 보육비 지원( )

(7) 주택마련지원( )

(8) 병가( )

(9) 무급휴가( )

(10)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11) 법정퇴직금( )

(12) 유급휴가( )

(13) 생리휴가(유급)( )

(14) 출산휴가(유급)( )

(15) 육아휴직(유급)( )
(16) 기타(

)

2. 다음은 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의 골프장에서는 골프경기보조원의 업무중 재해나 질병에 관해 파악
하고 계십니까? (

① 전부 알고 있음

)

② 대충 파악하고 있음

③ 전혀 모름
☞ (‘① 전부 알고 있음, ② 대충 파악하고 있음’ 경우)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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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년간(2002. 1 - 2002. 12) 업무중 발생한 재해(질병포함)
재해건수
)의 형태로
는 어떻게 됩니까? (
귀골프장경기보조원총수
표현해 주십시오.
( 총 재해건수 _______ 건 / 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총수
_____________ 명)
4. 귀하의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
우, 귀 골프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

①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처리함
② 회사차원에서 정해진 원칙이 없고, 개별사례에 따라 처리함(예,
위로금지급, 병가처리 등)
③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귀하의 골프장에서는 경기보조원의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
병에 대비해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개인적으로

)

②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③ 아니오
☞ ( ② 회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회사 전액부담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누가 부담

)
② 본인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회사부담 ________ %)
☞ ( ② 회사가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험에 관하여 다음을 적어 주세요.
㉠ 보험의 종류 (

)

㉡ 보험의 조건 (

)

㉢ 보험의 내역 (

)

㉣ 부담하고

있는

____________ 원 )

보험료

총액

(2002년도

1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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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의 골프장의 소득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정방식은? (

)

① 라운딩당 캐디피

② 시간급

③ 라운딩횟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로 지급)
④ 라운딩당 캐디피 ＋ 라운딩횟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
서 별도로 지급)
(2) 캐디피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
① 회사에서 결정

)

② 고객이 임의로 결정

③ 경기보조원이 결정
(3) 지급방식은? (

)

① 고객이 직접 지급
② 골프장에서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 지급
③ 골프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일괄 취합하여 지급
(4) 지급시기는? (

)

① 매월 1회

② 매월 2회

③ 매주 1회

④ 매일 1회

⑤ 수시로
(5) 귀하의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은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예

② 아니오

(6) 무슨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 근로소득신고

)

)

② 사업소득신고

(7)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② 본인이 직접 처리
(8) 귀하의 골프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기보조원 총 수당은 얼마
입니까?
(2002년도 1년간 수당총액 : ________________ 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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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학습지교사의 근로복지제도와 업무상 재해 및 소득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면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
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학습지교사의 근로복지제도 및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 담당자 :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윤조덕
(전화 : 02-785-7432)
담당 연구원 :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원 이지은
(전화 : 02-784-7536 팩스 : 02-782-0849)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
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직

위

소속 회사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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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사의 학습지교사를 위한 근로복지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회사에서 학습지교사를 위해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
까?

(☞ 모두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1) 국민연금( )

(2) 건강보험( )

(3) 고용보험( )

(4) 산재보험( )

2. 귀하의 회사에는 학습지교사들을 위한 다음의 부가급부나 복리후생제도가
있습니까?

(☞ 모두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1) 피복비( )

(2) 식사비보조( )

(3) 경조수당( )

(4) 포상휴가( )

(5) 학자금 보조( )

(6) 보육비 지원( )

(7) 주택마련지원( )

(8) 병가( )

(9) 무급휴가( )

(10)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11) 법정퇴직금( )

(12) 유급휴가( )

(13) 생리휴가(유급)( )

(14) 출산휴가(유급)( )

(15) 육아휴직(유급)( )

(16) 기타(

)

2. 다음은 귀사의 학습지교사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의 회사에서는 귀사 소속 학습지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재해나 질병
에 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

① 전부 알고 있음

)

② 대충 파악하고 있음

③ 전혀 모름
☞ (‘① 전부 알고 있음, ② 대충 파악하고 있음’ 경우)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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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년간(2002. 1 - 2002. 12) 업무 중 발생한 재해(질병포함)
재해건수
(
)의
는 어떻게 됩니까?
귀사의학습지교사총수
형태로 표현해 주십시오.
(총 재해건수 __________건/ 귀사의 학습지교사총수
______________ 명)
4. 귀하의 회사의 학습지교사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귀사에서
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

①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처리함
② 회사차원에서 정해진 원칙이 없고, 개별사례에 따라 처리함(예,
위로금지급, 병가처리 등)
③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귀하의 회사에서는 학습지교사의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에 대비해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개인적으로

)

②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③ 아니오
☞ ( ② 회사가 일괄적으로
고 있습니까? (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

)

① 회사 전액부담

② 본인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회사부담 ________ %)
☞ ( ② 회사가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험에 관하여 다음을 적어 주세요.
㉠ 보험의 종류 (

)

㉡ 보험의 조건 (

)

㉢ 보험의 내역 (

)

㉣ 부담하고 있는 보험금 총액 (2002년 1년간 총
___________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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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사의 학습지교사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의 회사의 소득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정방식은? (

)

① 관리과목당 수당

② 시간급

③ 관리과목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로 지급)
④ 관리과목당 수당 ＋ 관리과목수(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로 지급)
(2) 지급시기는? (

)

① 매월 1회

② 매월 2회

③ 매주 1회

④ 매일 1회

⑤ 수시로

(3) 귀하의 회사의 학습지교사는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예

② 아니오

(4) 무슨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 근로소득신고

)

)

② 사업소득신고

(5)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①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
② 본인이 직접 처리

(6) 귀하의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학습지교사 총 수당은 얼마입
니까?
(2002년도 1년간 총수당액 : 총 _________________ 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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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근로복지제도와 업무상 재해 및 소득 관련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면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
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의 근로복지제도 및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 담당자 :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윤조덕
(전화 : 02-785-7432)
담당 연구원 :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원 이지은
(전화 : 02-784-7536 팩스 : 02-782-0849)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
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직

위

소속 회사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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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사의 보험설계사를 위한 근로복지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를 위해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
까?

(☞ 모두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1) 국민연금( )

(2) 건강보험( )

(3) 고용보험( )

(4) 산재보험( )

2. 귀하의 회사에는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다음의 부가급부나 복리후생제도가
있습니까?

(☞ 모두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1) 피복비( )

(2) 식사비보조( )

(3) 경조수당( )

(4) 포상휴가( )

(5) 학자금 보조( )

(6) 보육비 지원( )

(7) 주택마련지원( )

(8) 병가( )

(9) 무급휴가( )

(10)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11) 법정퇴직금( )

(12) 유급휴가( )

(13) 생리휴가(유급)( )

(14) 출산휴가(유급)( )

(15) 육아휴직(유급)( )
(16) 기타(

)

2. 다음은 귀사의 보험설계사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의 회사에서는 업무중 발생한 재해나 질병에 관해 파악하고 계십니
까? (

)

① 전부 알고 있음

② 대충 파악하고 있음

③ 전혀 모름
☞ (‘① 전부 알고 있음, ② 대충 파악하고 있음’ 경우)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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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년간(2002. 1 - 2002. 12) 업무중 발생한 재해(질병포함)
재해건수
(
)의
는 어떻게 됩니까?
귀사의보험설계사총수
형태로 표현해 주십시오.
( 총 재해건수 _______ 건 / 귀사의 보험설계사 총수
____________ 명)
4. 귀하의 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귀사에서
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

①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처리함
② 회사차원에서 정해진 원칙이 없고, 개별사례에 따라 처리함(예,
위로금지급, 병가처리 등)
③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
④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귀하의 회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에 대비해 회사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개인적으로

)

② 예, 회사가 일괄적으로

③ 아니오
☞ ( ② 회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누가 부담

)

① 회사 전액부담

② 본인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회사부담 ________ %)
☞ ( ② 회사가 전액부담, ③ 회사 ＋ 본인 공동부담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험에 관하여 다음을 적어 주세요.
㉠ 보험의 종류 (

)

㉡ 보험의 조건 (

)

㉢ 보험의 내역 (

)

㉣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총액 (2002년도 1년간 총
_____________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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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사의 보험설계사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의 회사의 소득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정방식은? (

)

① 보험건수당 수수료

② 시간급

③ 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로 지급)
④ 보험건수당 수수료 + 실적에 따른 성과급(회사에서 별도로 지
급)
(2) 지급시기는? (

)

① 매월 1회

② 매월 2회

③ 매주 1회

④ 매일 1회

⑤ 수시로
(3) 귀하의 회사의 보험설계사는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예

② 아니오

(4) 무슨 소득신고를 하십니까? (
① 근로소득신고

)

)

② 사업소득신고

(5)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회사에서 일괄 처리(원천징수) ② 본인이 직접 처리
(6) 귀하의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총 지급수수료는
얼마입니까?
(2002년도 1년간 수수료총액 __________________ 원)

◈ 執筆陣
∙윤조덕(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문(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영중(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기춘(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이홍무(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안종순(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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