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Ⅰ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최재동*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는 제도
로 1947년에 제정되었다. 노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일시적 보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장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일본 산재보험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최대한 건강을 회복함과 동시에
다시 취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 특히 직업
재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일본의 장애인 직업재활체계에 대해
서 서술하고, 일본 장애인 직업재활체계의 특성과 한국에의 함의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할 것이다.

Ⅰ.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경로와 지원체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양과 직업복귀의 이행과정에 따라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비교적 가벼운 산재를 당했거나 질환∙질병이 완치

* 일본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조교수(choijd64@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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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재근로자의 치료∙재활∙직업복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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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원직복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자택요양과 재활
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직장 측에서나 산재근로자 본인 모두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 유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와 함께 재활을 담당하는 경우로, 의료서비스와 병
행하거나 의료서비스 종료 이후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작업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요양 종결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다. 산재근로자는 의료 및 재활을 포함한 요양 종결 후, 바로 복직이 가능하다.
세 번째 유형은 의료기관에서는 첫 번째 유형과 동일하게 의료만 행하고, 재활은 직장 내에서
행하는 경우이다. 기업 내에 의료시설과 직무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산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직기간을 짧게 끝낼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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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유형은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에 재활과정이 포함되고, 요양이 끝난 후 직장복귀를
한 이후에도 직장 내에 재활 및 시범취업과 직무훈련제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
한 유형은 산재근로자를 퇴원시키는 의료기관에도, 받아들이는 직장에도 가장 이상적인 시스
템이다. 의료∙요양과 직무훈련의 장이 하나가 된 시설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갖은 직
무훈련시설로서는 키비코겐 의료 및 재활센터1)를 들 수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적 치료만을 하고 치료(요양) 종료 후에 자택요양을 하
면서 재활을 위해 통원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의료기관과 직장 모두로부터 떨어져 많은 시
간을 쓸데없이 소모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지불되지만, 휴업
급여의 지불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때 관할지역 노동감독서의 고
려와 판단이 중요시된다.
요양 종결 후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는 일반 장애인과 동일하게「장애인고용촉진법」
에 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원조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산재근로자와 직업복귀를 생각할 때, 크게 나누면 산재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와 장애 없이
치료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이 된 경우의 직업복귀 경로는 다시 원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이직하는 경우,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주된 관심이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이기 때문에, 산재를 당했지만 장애 없이 치료된 경우와 장애 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다루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직업재활을 통해서
원직장 복귀 혹은 이직할 경우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1) 키비코겐 의료 및 재활센터는 본 원고“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원제도”
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2) 장애를 안고 치유된 경우의 복직은, 신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의 유무가 각종 원조를 받는
데 커다란 요소가 된다. 장애가 고정되면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의사의 의견서를 첨
부하여 시정촌 복지과에 신청한다. 산재의 경우는“장애보상급여지급청구서”
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소괄 노동기준감독서장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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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 없이 치료된 경우

장애 없이 치료된 경우는 바로 원직에 복귀하거나 이직할 수 있다. 원직복귀란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치료, 의학적 재활, 직업전 훈련(재활훈련)을 받고 치유되어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직하는 경우는 치료 후 원직복귀되지 않고, 원직장을 그만둔 후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등
록, 직업상담, 직업소개를 받은 후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을 통해 재취직을 하는 경우이다. 구직
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함으로써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자급여, 취직촉진급여, 공공직업
능력개발학교에의 입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나. 장애 후 원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원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직업재활 과정 없이 바로 원직장 복귀가 이루어진 경
우와, 직업재활 과정을 통해서 원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애 이후 다른 직업재활시설을 경유하지 않고도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의 원직장 근무는 이전
의 직무를 지속하는 경우와 배치전환을 통해서 다른 직무를 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산재장애인이 원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장기에 걸쳐 요양생활을 보낸 경우가 많아 장애인
자신이 직장환경, 작업의 형태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적
치료, 의료적 재활, 재활훈련, 직업복귀전 평가(근로조건의 설정), 개별상담 등을 행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근로조건, 치료조건, 의학적 follow-up 필요유무, 치료 예상기간 등을 직장의
위생관리자 또는 산업의에게 진단서 등의 형태로 연락한다. 직장에서는 위생관리자와 산업의
가 함께 산재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킬것인지 아니면 배치전환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장애인은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 신청하여 직업평가, 직업준비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 또는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 신청하여 단기 직업재활을 받
을 수 있다. 단기 직업재활은 직종전환, 기능향상의 목적으로 고용을 계속한 채 이루어지는 직
업재활 과정이다. 배치전환이 필요한 경우, 직장훈련(OJT)에 관해서는 공적인 원조는 없고 직
장 내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정보제공만을 한다.

4
산재보험포럼 <<

산재장애인 혹은 일반 장애인의 원직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는데 대부분 사업주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장기요양자 직업복귀지원금은 산재에 의한 두경부 외상증후군, 경견원증후군, 요통, 진
동장애로 인해서 거의 1년 이상 요양하고, 6개월 이내에 직업복귀가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OJT)을 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노동기준감독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둘째, 중도장애인 직장적응장려금은 산재 이외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할
때, 이에필요한직업훈련(OJT)을할경우사업주가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신청하여받을수있다.
셋째, 중도장애인 작업시설 설치등 지원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이 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
하여 필요한 작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장애인고용촉진회에 신청하
여 받을 수 있다.
넷째, 사업주에 대한 기술원조, 정보제공, 기기대출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
할 경우 지역 장애인직업센터로부터는 기술원조를, 장애인고용정보센터로부터는 정보제공, 기
술원조, 기기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 장애 후 직업재활을 통해 일반 근로시설로 이직하는 경우

장애 후 직업재활의 경로를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치료를 종료한 단계에서 취업
이 가능하다는 진단서와 신체장애인 수첩을 발급받는다. 또한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등록을 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자급여, 취직촉진급여, 공공직업능력개발학교에의 입교 등의 조치
를 받을 수 있다.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공공직업안정소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직업상
담∙직업소개를 받고, 광역 또는 지역장애인직업센터, 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 장애인고용정
보센터에 소개를 받아, 공공 직업능력개발학교 등 직업재활시설에 입소 및 직업훈련의 알선 등
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서 직업재활을 받을 경우, 직업재활이 종료 이
후에도 직업안정소를 통해 취업되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재활은 자영업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
만, 결과적으로 자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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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접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 등록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준비훈련, 직업강습을
받거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 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의 소개 등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복지사무소를 통해 광역장애인직업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라. 장애 후 보호고용∙복지적 근로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애 후 일반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보호고용∙
복지적 근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이 때 신청 접수는 일반 장애인의 경우는 복지사무소, 산재
장애인의 경우는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보호고용이 가능한 시설은 일반 장애인
의 경우 신체장애인 수산시설, 신체장애인 복지공장, 소규모 작업장 등이고, 산재장애인의 경우
는 일반 장애인이 입소하는 시설 이외에도 각지의 산재 재활작업장에 입소하여 일할 수 있다.3)
이상의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원제도

가. 키비코겐 종합재활센터

키비코겐 종합재활센터는 중증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일관되게 행
해지는 시범시설로 오카야마현에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은 의료재활을 위한 의료재활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내과, 신경내과, 정형외과, 재활과를 중심으로 재활대상자의 진료
및 의학적 재활을 행하고 있다.

3) 산재 재활작업장에 입소가 가능한 산재장애인의 자격은 장애등급 5급 이상의 산재장애인으로서 일상
생활 자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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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흐름도

병원∙재활센터

① 고용계속

② 재활 이직

③ 비경제활동

신체장애인 인정

직업재활의 경로를 통할 경우
직업안정소
지역장애인직업센터
단기과정
직업재활시설∙직업훈련소

복 직

직업안정소

일반기업

자영업

중도장애인다수고용기업
일반근로의 제시설

복지사무소

일반기업

수산시설

소규모 작업장

노동기준감독서

산재재활 작업장

보호고용∙복지적 취로의 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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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비코겐 의료재활센터는 노동복지사업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국 39개의 산재병원 가운
데 재활전문병원이다. 센터에서는 주로 팔다리와 척추계통의 장애(절단, 요통, 관절질환, 골절
등), 팔다리의 마비(척추손상, 뇌졸증, 두부외상 등), 호흡기질환(진폐, 전속, 호흡부전 등) 등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키비코겐 종합재활센터의 목적은 장애인을 장애발생 초기에 의료재활센터에 수용하여 치료
및 의학적 재활을 행함과 동시에, 인접해 있는 일본 장애인고용촉진협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립 키비코겐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직업재활)까지 일관되게 행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꾀하는 것이다. 즉 산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여 의료재활과 직
업재활을 연계하여 조기 직업복귀의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재활과 직
업재활의 연계사업의 흐름도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러나 키비코겐 재활센터의 성과를 보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직업훈련 이용자 전체는
1,042명이고, 이 중 의료재활로부터 직업재활로 이행한 근로자의 수는 140명(13.4%)에 불과하
였다. 이는 키비코겐 재활센터의 설립 목적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의 연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키비코겐 재활센터는 설립당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료재활과 직업재활이 연계가 적은 이유는 첫째, 직업훈련과정 자체가 산재근로자(퇴직)를 포함
한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직업훈련 후 취
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 중 센터에
서 직업훈련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나. 종합척추손상센터

종합척추손상센터는 1979년 설립된 산재병원으로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척추
손상환자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센터의
주요 업무는 척추 손상환자의 응급치료부터 만성기의 재활까지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척추 마비와 동통의 진료 및 치료를 하는 것이다.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신경손상에서
기인한 비뇨기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척추장애를 치료하는 재활과, 마취과 및 전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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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의 연계 흐름도

1. 대상자

산재환자 등

신체장애인

(척수손상∙두부외상
직업중독∙사지절단 등)

복지사무소
갱정상담소 등

노재병원 등
2. 입구경로

특수교육학교
등

공공직업안정소

심신장애인직업센터

구급대

(입소신청서류)
예비평가
합동입소(원)심사회의
종합재활센터
합동사례회의

의료재활부문

3. 재활과정

진단∙치료
기능회복훈련 등

직업재활부문

직업평가과정
사례
회의

초기평가과정(1주간 이내)
작업평가과정(1개월 이내)
숙

워크숍

직업훈련과정
(최고 2년)

직업준비과정
(최고 6개월)

사

취직지도과정
훈련∙준비과정
수료 예정자가
대상

소재의료기관
기타복지시설

4. 취업알선

생활지도
건강관리

복지사무소

공공직업안정소∙복지사무소
(심신장애인직업센터)
복지시설소

5. 취업

직장복귀

재택 등

직업복귀∙취업
(일반기업∙제3섹터∙복지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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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 관리를 위한 내과가 설치되어 있다.
종합척추손상센터는 동일시설 내에 일본 장애인고용촉진협회 소관의 척추손상자센터가 설
치되어 있어서, 동 센터와의 밀접한 연계 아래 척추 손상자 등에게 의료재활부터 직업재활까지
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의료재활과 직업재
활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종합척추손상센터 퇴원자의 취업률(33.1%)은 일반
척추손상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 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 장애인이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취직을 용이하게 하고 직업적 자립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상인들과 함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증장애인은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정상인들과 함께 직업훈
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은 직업능력개발학교에서 신체적 또는 정
신적 능력을 고려한 직업훈련을 따로 실시한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는 국가가 설치한 국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와 도도부현이 후생노
동성 대신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도부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 두 종류가 있다.4) 훈련과정은 일
반 장애인의 직업능력 습득을 위한 일반훈련과정과 재직장애인 및 이직장애인의 변화된 직무능력
향상을위한단기훈련과정으로나눌수있으며,5) 훈련기간은직종에따라3개월부터3년까지이다.
중증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2
년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을 보면 국립 3,850명, 도도부현 380명으로 총 4,230명이고, 이 중 65%

4) 국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에는 중앙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 키비코겐 직업재활센터, 척추손상
종합센터 등이 포함된다.
5) 단기훈련과정은 199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국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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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2002

2001

국립, 현영, 일장협영
도도부현립 장애인직업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학교
능력개발학교
장애인직업훈련(a+b)
보통과정(a)
신체장애인훈련

합계

합계

3,850

380

4,230

4,230

2,370

380

2,750

2,750

1,465

1,505

1,465

정신적 장애인훈련

260

140

400

350

중도장애인훈련

645

240

885

895

단기과정(b)

1,480

1,480

1,480

재직자훈련

780

780

780

이전직자훈련

700

700

700

자료 : 내부자료.

가 보통과정 훈련생이고, 나머지 35%가 단기과정 훈련생으로 나타났다. 세부 과정을 훈련생이
많은 순서로 살펴보면, 신체장애인 훈련(34.6%), 중도장애인 훈련(20.9%), 재직자 훈련(18.4%),
이직자 훈련(16.5%), 정신적 장애인 훈련(9.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의 훈련현황을
2001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장애인 직업훈련생의 수는 변함이 없고, 보통과정 내에서 훈련생
수의 변화만 다소 있을 뿐이었다.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이 지급
된다.6)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구직자가 안심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중의 생활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구직자급여의 급여일수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
다. 도도부현으로부터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기타 중고연령수첩소지자, 45세 이상의 구
직자,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특정 불황업종에서 이직을 원하는 수첩소지자 중 공공직업안정소

6) 훈련수당은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수당은 훈련기간 중의
역일수(calendar day)로 지급되며 평균일액 3,930엔이 지급된다. 기능습득수당은 훈련수강일 1일에 대
해 평균 880엔(수강수당 600엔, 통소수당 280엔)을 지급한다. 기숙수당은 동거친족과 별거하여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월 1만 700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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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지시에 따라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이다.7)
또한 직업훈련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기계비, 운영
비의 지원이 있다.

나. 직장적응훈련

직장적응훈련은 장애인의 작업환경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도부현이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중증장애인 등은 1년 이
내이다. 직장적응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사업주에게는 훈련생 1인당
소정의 직업적응훈련 위탁비가 지급된다.8)

다. 단기 직장적응훈련

단기직장적응훈련은실제로종사하는일을경험시켜훈련대상자에게취업의자신을, 사업주에게
는대상자의기능정도, 적응성의유무등을파악시켜작업환경에의적응을용이하게하기위해도도
부현이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간 (중증장애인은 4
주간) 이내이고, 이때에도훈련생에게는훈련수당이, 사업주에게는직장적응훈련비가지급된다.9)

라. 직업준비훈련

직업준비훈련이란 장애인이 실제의 작업장면이 가능한 한 충실하게 재현된“직업준비훈련

7) 지급되는 훈련수당의 규모는 평균 월 14만 970엔이다.
8) 훈련수당은 월평균 14만 970엔이 지불되며, 직업적응 훈련위탁비는 훈련생 1인당 월 2만 4,100엔(중
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2만 5,100엔)이 지불된다.
9) 훈련수당은 일평균 4,810엔이 지불된다. 사업주에게는 직장적응훈련비로서 훈련생 1인당 일 960엔(중
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 1,000엔)이 지불되며, 직장실습 1회당 2만 5,100엔을 한도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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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업준비훈련 대상자의 추이
대상자
입소

미취직자

수료

수료율

취직자

복지시설
1996. 7
학교재학
등 입소*

기타

취직률
(재학자
제외)

1987

210

203

96.7

147

28

19

2

14

73.1

1990

603

571

94.7

411

76

61

13

41

73.7

1995

1,546

1,444

93.4

783

419

169

29

146

55.3

1997

1,745

1,646

94.3

904

443

227

26

145

55.8

1998

1,777

1,663

93.6

793

523

268

18

168

48.2

1999

1,735

1,646

94.9

771

556

256

23

129

47.5

2000

1,709

1,618

94.7

839

502

210

17

129

52.4

2001

1,720

1,617

94.0

650

565

321

25

56

40.8

2002

1,729

1,654

95.7

687

569

329

25

44

42.2

주 : * 여기서 복지시설 등 입소란 직업훈련기관, 근로지원기관, 복지적 근로, 복지∙의료적 케어 등에의 입
소를 말함.
자료 :

雇

『
,

雇

のあゆみ』
, 2003年 9 .

실”
에 다니며, 기본적인 노동습관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훈련이다.
즉, 직업준비 훈련실을 이용하여 실제의 기업과 같은 일과를 통해 직업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직
장의 룰, 작업수행능력, 적절한 태도, 대인태도 및 통근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준비훈련의 대상자는 정신적 장애인 등이고 훈련기간은 8주간을 1기
로 하여, 연간 4 내지 5기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
직업준비훈련은 1987년 210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지만, 1995년 이후 급속히 증
가하여 현재는 매년 약 1,700여명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수료율은 95%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취직률을 보면 1990년도까지는 7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2년에
는 42.2%에 머물고 있다.

마. 직업강습

직업강습은 OA기기의 조작기능 등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강습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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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A강습 대상자의 추이
미취직자
대상자

취직자

구직중

직업훈련 복지시설
시설 등 등 입소*

학교
재학중

기타

재학자를
제외한
취직률

1988

94

31

25

9

11

5

13

34.8

1989

313

129

88

25

21

15

35

43.3

1996

1,191

464

382

86

54

46

159

40.5

1997

1,248

481

447

84

51

30

155

39.5

1998

1,299

502

510

95

41

29

122

39.5

1999

1,199

491

480

82

47

28

71

41.9

2000

1,154

486

437

61

42

23

105

43.0

2001

1,152

399

525

73

89

14

52

35.1

2002

1,054

356

513

57

46

9

73

34.1

주 : * 복지시설 등 입소에는 취로지원기관, 복지적 취로, 복지∙의료적 케어가 포함됨.
자료 :

雇

『
,

雇

のあゆみ』
, 2003年 9 .

업상의 장애를 경감함과 동시에 직업적 자립에 대한 의욕을 환기시켜 고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실시한다. 직업강습의 대상자는 시각장애인, 뇌성마비자 등의 신체장애인이다. 강습기간을
보면 OA강습의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1기 6주씩 연간 2기 정도, 뇌성마비자 등에 대해서
는 1기 3주씩 연간 6기 정도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준비 강습의 경우는 연간 12회 정도 실시된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서 실시한 OA강습 대상자의 추이를 보면,
1988년 94명으로 시작하였지만, 1996년이 되면 대상자는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한다. 취업률
은 매년 35% 전후로서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정신지체장애인 직업 자립지원사업

정신지체장애인 직업 자립지원사업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역의 의
료, 복지, 기타의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직업준비훈련 등에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직업강습, 대인기능훈련, 복지작업장 및 민간기업의 작업체험지도,
체육지도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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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신지체 장애인 직업자립지원사업 실시상황
미취직자
대상자 수료자 수료율 취직자 취직률
복지시설등 학교
(a)
(b)
(b/a)
(c)
(c/b) 구직중
입소* 재학중

실시
기타

일수

1999

7

7

100.0

1

14.3

4

2

0

0

505

2000

29

27

93.1

6

22.2

11

9

0

3

1,966

2001

63

59

93.7

14

23.7

17

22

0

6

4,138

2002

97

83

85.6

19

22.9

33

30

0

1

6,094

주 : * 복지시설 등 입소에는 취로지원기관, 복지적 취로, 복지∙의료적 케어가 포함됨.
자료 :

雇

『
,

雇

のあゆみ』
, 2003年 9 .

기간은 1기당 16주씩 연간 2기에 걸쳐 시행한다.
지역 고용지원 네트워크(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직업 자립지원
사업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7명이었던 대상자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 97명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실시일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취업률은 22% 내외를 나타내고 있
어서 취업률의 증가가 요구된다 하겠다.

사. 취직준비 강습회

취직준비 강습회는 취직 전의 신체장애인에게 직업의 의미, 직업생활의 마음준비, 직장체험
등의 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 시범고용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장애인 고용기회 창출사업으로서 시범고용을 실시
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의 실시대상자수는 각각 2,181인과 2,661인이다. 이들의 기업규모
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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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업규모별 시범고용 실태
55인이하

56~99인

2001

1,088

253

274

136

130

300

2,181

2002

1,258

288

370

183

182

380

2,661

자료 :

雇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
,

雇

전체

のあゆみ』
, 2003年 9 .

시범고용실시자 중 계속고용되는 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보면 다
음과 같다.
<표 6> 시범고용실시자와 계속고용자수

자료 :

시범고용실시자수

계속고용자수

이행률

2001

2,181

1,730

79.3%

2002

2,661

2,123

79.8%

雇

『
,

雇

のあゆみ』
, 2003年 9 .

나. 지역개발 지원사업

지역장애인직업센터와 민간기업이 민간기업의 사업장을 직업재활 실시장소로 활용하여 장
애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직업전반에 걸친 지도, 지원을 통해 원활한 고용의 촉진 및 직업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실제 민간기업의 사업장에서 직업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지역
장애인직업센터의‘생활지원 파트너’
와 작업지도를 지원하는 기업의‘기능지원 파트너’
가일
체된 개별지도와 지원이다. 대상자는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는 1 내지 7개월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다. 산재 재활작업장

산재 재활작업장은 산재근로자로서 중증의 척추손상자 및 양 다리에 3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을 수용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생활, 건강, 작업 등을 관리하고 그 자립갱생을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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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이다.
1965년 9월 나가노 작업장이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1976년 3월 개설된 후쿠오카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총 8개의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다. 수용인원은 1개 시설당 50명, 전체 400
명으로 되어 있다.
산재 재활작업장은 작업에 견딜 수 있는 정신적 및 육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또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입소시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자립갱생을 원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업장에 입
소하는 사람은 건강관리와 함께 각종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사회와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작업장의 작업 과목은 지역산업 및 협력기업 등의 협력을 얻어 해당 작업장의 입소원에게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현재의 작업 과목은 약전부품(

), 카메라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조립, 제봉가공, 제본 등으로 되어 있는데 1993년에 후쿠오카 작업장에 컴퓨터를 사
용한 지도정보 입력작업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1994년에는 히로시마 작업장에서는 명찰작성
작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현재 일본에는 8개의 산재 재활작업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작업장의 입∙퇴소자
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재소자의 평균 재소연수는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987년에는 10.0년이었으나, 1996년에는 14.0년으로 늘어났다). 평균연
령도 50세를 넘는 고연령이며, 최고연령 입소자는 75세 전후로 나타난다. 총 입소자 1,101명 중
퇴소자는 836명으로 76%인데, 퇴소자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귀자가 7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 취직이 22%, 자영업이 12.6%를 차지했다.

가. 취직자금의 대출

대상자는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근로자로 취직을 원하는 자 중 자금의 대출을 받지 않으면 취직이 곤란한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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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출액은 최고 세대주 10만 6,680엔, 최저 독신자 6만 7,680엔이다. 무이자이며, 보증인은 원칙
적으로 취직할 기업의 사업주이다. 대출한 2개월 후부터 10개월 이내에 매월 균등으로 지불한다.

나. 신원보증

신원보증의 대상은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근로자로 취직한 신체장애인으로 적
당한 신원보증자가 없는 자이며, 보증액은 최고 20만엔까지, 기한은 사업주와 계약체결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이다.

다. 생활복지자금 대출

생활복지자금은 생업(자영업)을 운영하기위해 필요한 경비, 통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경비, 취
직준비금, 기능습득 등의 경비를 말한다. 이때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이 속한 세대에 대
한 생업(자영업) 유지경비는 신체장애인 갱생자금에서 대출한다. 또 통근과 통학 등을 위한 자
동차 구입비는 신체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대출제도, 주택의 증∙개축과 보수 등에 필요한 경
비는 주택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고액의 복지기기의 구입, 요양 중 또는 기능취
득 중의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다.

가. 특정구직자고용개발촉진지원금

고용개발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주가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장
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상용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또 지원금 지급 후에도 상당기간 고용하는 사
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규모는 고용 후 1년간 임금의 4분의 1(중소기업 사업주는 3분의 1)이고, 이
때 한도액은 고용보험기본수당 일액의 최고액에 300일을 곱해 얻은 금액이다. 중증장애인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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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경우는 고용 후 1년 6개월간 임금 3분의 1(중소기업 사업주는 2
분의1)을지원하고, 그한도액은고용보험기본수당일액의최고액에450을곱해얻은금액이다.10)

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융자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융자제도는 중증신체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5인
이상 단시간 고용하는 사업주가 사업시설 등의 설치와 정비 또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유리한 조건에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대출액은 대상공사비의 40% 이내이며, 연이율
은 2.2%로 상환기간은 20년 이내이다. 이것은 일본 투자정책은행에서 관할하고 있다.

다. 장애인고용유지조성금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이직은 하지 않더라도 고용을 계속하려면 사업주
가 무언가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가 중도장애인의 고용을 계속하
려면 작업시설 및 설비의 설치, 정비 등과 함께 직장복귀에 즈음한 직장적응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들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고용유지를 도모하
고자 하는 제도가 장애인고용유지조성금이다. 이 제도에 근거한 조성금에는「중도장애인작업
시설설치 등 조성금, 중도장애인직장적응조성금」
의 2종류가 있다.
중도장애인작업시설설치 등 조성금은 고용 후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이 된 근로자
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 중도장애인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설
비의 설치, 정비 또는 임대를 행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한다.11)

10) 여기서 중증장애인란, ① 1, 2급의 신체장애인, ②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그 정도가 중증인 자, ③ 45
세 이상의 신체장애인, ④ 45세 이상의 정신지체장애인이다.
11) 2002년도 현재 지급규모를 보면, 설치 등의 경우는 장애인 1인당 450만엔 이하, 1회계연도 1기업당
4,500만엔을 한도로 지급되며, 임대의 경우는 장애인 1인당 월13만엔이 3년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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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용계속원조사업에 근거한 조성의 실적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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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雇

『
,

雇

중증중도장애인직장적응조성금

のあゆみ』
, 2003年 9 .

중증장애인직장적응조성금은 중도장애인 중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45세 이상
의 신체장애인인 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직장적응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
급되는 조성금이다. 12)
장애인고용유지조성금의 지급실적을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199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피크였던 1995년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감소되었
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중도장애인작업시설설치 등 조성금제도와 중증중도장애인직장적응조
성금제도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12) 지급규모와 기간은 장애인 1인당 월 3만엔(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서는 월 2만엔)이 3년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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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이상 일본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이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
재활은 산재보험, 직업재활은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재근로자가 모
두 산재보험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기도 하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직업재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산재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장
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즉,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에서는
산재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산재근로자는 장애인 중의 하나로 그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
활체계는 일반 장애인을 위한 체계와 병립하여 운영하되 대상을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실
시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산재를 당했을 경우, 산재근로자는 병원 요양 이후 직업재활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장애인 직업재활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제도는 산재보험
에서 처음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일반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받고
자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산재보험을 시초로 하는 제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 장애인 직업재활체계의 경우, 제도 시행 주체는 아직까지 통합되
지 않았지만, 대상자는 산재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장애인 전체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직업재활사업은 일정기간 동안의 훈련 후 직장복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양 후에도 바로 직장복귀를 이루지 못하는 중증의 산
재근로자의 경우는 거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실제로 중증의 산재근로자 중 직업재활
로 이행하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적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산재’등과 같이 특정한 분야
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일반형 체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개별화’
를 통해서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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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고 있다. 즉, 일본의 직업재활부문에 있어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의료재활의 단계에
서부터 산재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특성에 맞는 직장복귀를 체계적으로 준비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 수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직업재활기관에서 직업재활 단기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일본의 산재보험체계에는 의료재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복귀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에 재활급여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보전적 성격의 현금급여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간단한 경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능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휴업
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그것을 결정할 권한은 각 지역의 노동감독서에 있다. 대기업이
아닌 종업원이 소수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간단한 경작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기업과 달리
곧바로 직장복귀가 반드시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휴업급여의 지급
을 얼마 동안 연장해 주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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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련된 조직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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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Ⅱ.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최윤영

독일의 산재보험은 산재의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며, 일단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
상보다 재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은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혼합체이다.
독일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서 징수된 부담금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
장참여 후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양한 재활사업의 재원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는 장애근로자에 대한 독일의 직업재활지원사업 체계의
성격과 구조를 확인하고 재활서비스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지원제도의 구축을 위한 개괄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Ⅰ. 산재보험의 재활시스템과 직업재활 목표

산재발생 후부터 다시 사회 재진출을 위한 최종 사회재활까지의 전체적인 재활서비스 과정

* 독일 브레맨대학교 장애인 복지와 재활학 박사, 현 성균관대∙한신대 외래교수(nullund@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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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재보험 재활사업체계의 연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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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VBG, Reha 2000, 2002.

을 아래 [그림 1]의 재활 연계망(Die Reha-Kette)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산재치료 후 최종적으로 다시 사회 재편입 내지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독일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은 초기 응급치료 및 급성장애 예
방과 치료과정의 의료재활과 직업생활의 재복귀를 후원하는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의 재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재활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초기 재활조치는 산업재해(근로사고, 출퇴근사고, 직업병)가 발생되면, 사
업장 내의 산재보호규정에 따른 응급처치 후에 적절한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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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이후 산재치료는 각각 전문화된 산재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에서 의
료재활이 시작된다. 의료재활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조치들이 함께 강구
되어지며, 다음 단계인 직업재활준비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직종과 직업에 따른 직업재활 조치
후 사회공동생활의 참여를 후원하는 사회재활 조치들이 마지막으로 강구되어진다. 단계별로
재활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재활 단계에서는 산재결과에 대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배양시켜 산재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의료재활사업 내용은 응급과 긴급처리에
대한 급성진행 예방, 건강회복과 호전 상태유지, 직업생활 재참여를 위한 준비에 대한 것 등이
포함된다.
직업재활 단계에서는 직업생활을 하는데 산재로 인한 결과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
과 조치를 취하면서, 필요시 직업생활의 복귀에 따른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재활의 내용
은 장애 극복에 대한 직업 준비과정, 사업장 내의 직업적응 준비, 원직장 및 직종 복귀에 따른 지
원, 직업교육 내지 추가교육 및 재교육 실시, 직업재활 후의 사후 추가조치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사회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후원∙지원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사회재활 단계의 내용은 주거시설 후원 및
지원, 장애 이동차량 후원 및 지원, 기타 그 밖의 후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재활은 장애인과 장애로 위협받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사회 재편입과 원
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의료, 직업, 사회재활을 포함하는 일련의 강구되어지는 모든 일괄 조치들
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재활의 총체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욕구와 실천의 측
면에서 재활을 학교 및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이라고 하는 각각의 테두
리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직업 그리고 사회재활은 각각 구분되어 독
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재활이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에 이른다.
재활의 개념과 장애의 극복처리 및 사회 속으로 통합되어지는 총체적인 과정은 [그림 2]와
같은 이론적 모형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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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활의 이론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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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erdes∙Weis(2000).

Ⅱ.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

산재보험조합, 노동청, 통합청 및 통합전문지원팀과 같은 재활기관들은 산재근로자 및 장애
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상호협조하며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산재보험조합, 노동청과
통합청 및 통합전문지원팀의 관계와 각 기관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통합청(Integrationsamt)

통합청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부합된 일자리에서 장기적인 노동생
활 참여를 보장하고 후원하는데 있다. 통합청은 장애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중간자적인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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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청과 재활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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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균형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의 통합청은 사회법전 11권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에 대한 부담금 징수와 사용, 중증장애인근로자 해고보호, 노동생활에 필요한 동
반지원조치1),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조 및 시설지원, 일도우미(Arbeitsassistenz) 주선 및 실
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노동청(Arbeitsamt)

노동청은 일반 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상담과 직업소개 및 고용주 지원사업 등을 전문
으로 한다. 해당지역의 노동청이 재활책임기관의 입장이 될 때 재활과 그 밖의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산재근로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조합이 재활책임기관이 되며, 노동청은 일자

1) 중증장애인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로서, 장애인 친화적인 기술설비 및 주
택, 추가자격교육 그리고 개인영업활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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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알선과 같은 기타 필요한 부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직업재활에 있어서 기타 재활책임기관
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통 노동청에서 재활책임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 통합전문지원(Integrationsfachdienst)팀2)

통합전문지원팀은 선천 및 후천적인 장애 때문에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전문지원이 요구되
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구직과 일자리 획득을 후원하고, 통합청과 노동청의 효과
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설치되었다. 통합전문지원팀은 사회사업가, 교육자, 심리학자, 의사 등의
전문인력을 팀으로 구성하여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통합전문지원팀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
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노동생활 참여를 후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노동청의 관
할지역에 각각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2002년 현재 통합전문지원팀은 전체 독일지역에 172
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18,000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통합전문지원팀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당 지역의 노동청, 통합청 그리
고 산재보험조합3)과 같은 재활기관 등의 업무를 보조하며 후원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통합전
문지원팀의 주요 업무는 중증장애인의 상담과 후원 및 일자리 중개, 고용주와의 상담과 지원업
무, 위기 개입 및 사후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서비스 비용의 지불주체

독일 산재보험조합은 산재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에

2) �109-115 SGB IX.
3) 산재보험조합에서도 통합전문지원팀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1 Abs. 3 Nr. 3 SGB IX). 해당
재활책임기관의 일력구조가 불충분하여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참여의 지원이 원할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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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즉,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모든 재활조치의 비용4)을 부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한 비용이 포
함된다. 첫째, 일자리 요구와 획득을 위한 원조, 둘째, 직업준비과정을 포함한 구직활동 및 일 시
험조치, 셋째, 전직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과 추가향상교육의 모든 비용, 넷째, 그밖에 소요되
는 수업료, 교재비 및 시험비, 직업재활 동안에 소요되는 교통비, 기숙사비 및 식대비 등이다.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사회법전 7권 35조(§35
SGB VII)에 기초하여 재활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가 직업후원
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 및 기타 직업재활시설에서 재활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 산재보험조합
은 개별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필요한 비용부담 인정승인(Kostenzusage des Reha-Traegers)을 하
여 해당 직업재활시설 및 기타 직업재활시설 제공자에게 소요되는 모든 재활비용을 부담한다.

나. 재활급여의 종류와 지급기간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
기에는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비5) 등이 포함되
며, 아울러 직업교육 중 생활유지를 위한 보조금도 포함하고 있다. 전일제 직업재활 조치에 참
가하는 동안 산재근로자는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이나
계속교육과 같은 직업재활조치로 인하여 소득의 공백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형태인 전환급여
(Uebergangsgeld)를 받을 수 있다.
전환급여는 산재근로자 기본생활보장의 성격으로 직업재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산재 이전의 소득과 가족상황 등이 고려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직업재활기
간 동안 임금의 68%를 매월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자녀 1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75%를
지급한다.6)

4) �23, 35 SGB VII 참조.
5) 교육수업료, 기숙사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6) � 50 SGB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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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교육급여의 시간적인 기간 제한은 산재보험을 다루고
있는 사회법전 7권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다루고 있는 사회법전 11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7) 일반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적인 계속교육은 2년 내에 실시되는 것
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직업후원장에서 실시되는 직업적인 계속교육은 보통 매일 수업방식
을 통하여 법적 기간인 2년 안에 완료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단지 직업적인 본 교육과정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활준비과정 및 장애극복을 위한 기본교육과정8)과 같은 준비조치들은 기간
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직업재활급여의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 기
간이 연장되거나 길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교육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확실한 노
동생활 참여의 진출이 보장될 경우에 산재보험조합에서 연장된 조치를 승인하게 된다.

산재근로자는 산재치료 및 의료재활 초기 단계에서 이미 산재보험조합의 직업도우미
(Berufshelfer)로부터 노동생활 재참여와 사회 재적응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직업
도우미는 개별 산재근로자의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생활 재참여 및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학 및 직업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노동청 및 고용주 그리고 그 밖의 재
활시설들과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산재치료 후 초기
상담부터 사회진출까지의 직업재활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진 단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재활급여의 승인을 위해서 우선 개

7) �35 Nr. 1 SGB VII, �37 Abs. 2 SGB IX.
8) 재활 적합여부 판정기간(일반적으로 3개월까지)과 재활준비과정이 해당된다. 예로써, 산재로 인한 시
각장애와 청각장애 등과 같이 본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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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업재활의 경로

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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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정평가

구직활동 및 작업 시범

오리엔티어링 조치

재활준비과정

개별조치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동반조치

직장 및
일자리획득 지원

사회진출

인적인 전제조건을 심사하는데, 그 내용은 재활급여의 수급 이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확실한지
의 여부이다. 즉, 재활조치(Reha-Ma�nahme)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개별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 및 직종에 대한 적성은 기본적으로 진단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정확한 개인의 적성판단을 위해서 전문의사의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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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진단서가 보충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이 어려울 경우 개인 적성 판단의 원활화를 위하여 구
직활동과 직업적성검사(Arbeitsprobung)같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업후원
장(Berufsfoerderungswerk)에서 많이 실시된다.9)
산재보험조합에서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급여를 승인10)하게 되면, 해당 보험조합의 직업도
우미는 산재근로자에 적합한 종합적인 직업재활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직업도우미는 필요시
의료와 심리에 대한 전문평가를 중개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주치의와 고용주 및 산재근로자의
상담과 협의를 통하여 재활조치를 수행한다. 산재보험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산재근로
자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업 내지 일자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재활사정 평가11)

재활사정 평가는 산재근로자 및 향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업욕
구를 평가하고 직업재활에 대한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재활수립 계획의 기초가 된다.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우선적으로 재활사정 평가를 통
하여 개별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조치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재활사정 평가의 내용은 지적인 업무능력 평가와 구직활동 및 직업적성검사에 따른 직업적

9) 산재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호는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재활급여시에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져야 하며, 산
재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요하게 된다. 산재보험조합은 개인적인 선호에 반대하여 재활급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산재근로자의 연령 및 지역노동시장의 여건 그리고 가족사항, 이동성 등이 고려되어진다.
10) 직업 재활급여 요구에 대한 승인은 산재보험조합에서 산재근로자의 적성과 개인적인 상황, 심리적합
여부, 노동시장의 여건 및 향후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승인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① 산재신고서, ② 산재보험전문의사 보고서, ③ 직업도우미 보고서, ④ 담당주치의사의 진단
서, ⑤ 고용주 내지 산재근로자의 통지 등이다.
11) 재활사정 평가는 산재보험조합의 직업도우미에 의해서 실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직업
재활기관인 직업후원장과 같은 기관에 의뢰되어 실시되기도 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재활사
정 평가 프로그램은 독일 직업후원장 사업공동체가 개발한 것으로서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통일된
규격기준에 의한 평가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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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합성 평가의 두 가지가 있다. 지적인 업무능력의 평가는 재활단체의 상담과정에 있는 재활
대상자를 대상으로 노동심리학적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안내, 첫 상담, 노동심리
학 2단계 및 성공진단 등의 내용에 대해서 1일 동안 평가가 이루어진다.
구직활동과 직업적성검사에 따른 직업적인 적합성 여부 평가는 재활단체의 상담과정에 있는
재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적인 미래에 대한 개발, 선호 및 적성여부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약 2주에 걸쳐서 안내, 상담(주제 및 개인에 따른 개별화된 상담, 직업학적인 안내 및 상담), 진
로설정 지원, 노동의학 2단계, 노동심리학 2단계, 직업 전문적인 직업적성검사, 성공여부 진단,
필요시 기술장비 지원 및 도구지원, 장애 및 병에 대한 극복처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산재
근로자의 치유과정 범위 안에서 또는 의료치료 및 재활 연결선상에서의 피재활대상자에 대한
부담감 실험 및 특정한 직업과 직종에 대한 적합여부 설명을 위한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한다.

다. 구직활동

직업재활급여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전 일자리를 다시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산재근로자는 동일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며, 해당 산재보험조합과
고용주는 이를 후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의 사업장에서 계속적인 직업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사업장의 새로운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지역의 노동청(Arbeitsamt)과 산재보험조
합의 직업도우미가 산재근로자와 함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
으로 해당 노동청에서 구직란의 정보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게 된다. 또한 산재보험조합에서 사
설 직업소개소와 장애인 편입 전문부서(Integrationsfachdienst)와 협의하여 일자리를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라. 직업재활 준비과정

직업재활 준비과정이란 직업재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문지식 및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능
력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준비과정에서 재활대상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게 되고, 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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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 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습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직업재활 준비과정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직업후원장에서 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소그룹 단위
혹은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직업재활 준비과정은 직업재활 훈련교육의 원활화를 위하여 예전의 학교교육과 같은 지식을
추가∙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기초학습능력의 재생 및 보충이 필요한 재
활대상자로서, 특히 언어 및 수학능력(집중력, 다양성 처리능력, 학습처리능력 등), 사회행동능
력(대화능력, 그룹행동능력, 책임 및 역할처리능력 등), 심리 및 감정영역(불안, 두려움, 우울증
등)에서의 학습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직업재활 준비과정은 실천 및 실습 지향적인 학습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업이 주
를 이룬다.12) 이 과정은 본 직업재활과정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을 위하여 3개월 내지 5개
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국어, 수학, 자연과학의 기초지식 습득, 직업관
련의 전문기초지식 습득,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원조(의사능력 및 팀 능력 배양 등), 개개인
의 학습기술 및 전술개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 직업재활 훈련과정

재활준비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존
직업유지를 위한 추가조치 및 전직을 위한 재훈련이 포함된다. 직업훈련은 규정에 따라서 2년
간 교육과정이 수행되며, 노동시장의 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유
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다.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해당 직업 및 직종
에 대한 실습지향적인 수업방식과 첨단장비를 겸비한 현대식 훈련시설을 통하여 원활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활자의 원활한 직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재활전문지

12) 프로젝트 수업의 목적은 향후 교육과정 및 실제 일자리 상황에 적절한 관계설정 능력을 부여하기 위
함이다. 내용은 주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의사소통능력 향상 등 직장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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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13)이 재활기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된다. 보통 산재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직업훈련과정은 직
업후원장에 위탁 실시되거나, 기타의 직업재활기관에서 실시된다.

Ⅲ.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자의 종류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은 응급조치와 이후 치료관리에 해당하는 재활 1단계 시설(PhaseⅠ)과,
노동생활 참여 조치를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위한 재활 3단계 시설(PhaseⅢ) 사이의 중간공
백을 연결해 주는 중간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PhaseⅠ은 산재에 대한 응급
처치와 의료치료를 위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고, PhaseⅢ는 의료재활을 마친 산재근로자가 노동
생활 참여를 목적으로 직업재활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중 중간에 해당되는 PhaseⅡ는 장애극
복과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단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의료재활 중 PhaseⅢ의 수행업무의 일부
분인 직업재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독일연방 전체에 PhaseⅡ에 해당하
는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은 19개가 있다.14)
이러한 목적에서 PhaseⅡ(의료재활과 직업재활 병행)에 해당되는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에서
는 사회법전 11권 26조에 의한 의료재활급여와 동법 제33조에 의한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직
업재활급여 제공의 두 가지 목적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향후 노동
생활 참여를 목적으로 의료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울러 병력과 장애종류에 따라서 노동생
활 참여를 위한 준비조치들이 이루어진다.
주요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 및 기타 장애 극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동반하면서, 노동
생활 재참여를 위한 이전 사업장의 동일 일자리의 재복귀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일자리로의 재

13) 직업재활을 후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환자에게 직업재활기간 동안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회편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4) BMA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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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조치들을 제공15)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생활
재참여를 위한 이러한 모든 조치가 불가능해질 경우 산재근로자 및 장애인은 다음 단계인
PhaseⅢ인 직업재활 단계로 이행된다.

(Berufsbildungswerk)
장애인을 일반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특별 시설에서 적합
한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서 직업교육장이 설치되었다.
독일연방에는 현재 51개의 장애인 전문 직업교육장이 설치되어 있고, 동시에 약 13,000명이
교육가능하며, 160여개의 직종에서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교육을 통하여 사회
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주로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일 시범과 같은 재활준비
과정과 추가교육 및 전직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산재근로
자와 성인장애인이 직업교육장에서 직업재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업후원장에
서 직업재활을 받게 된다.
직업교육장이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단계의 직업훈련시설이
라면, 직업후원장(Berufsfoerderungswerk)은 이미 직업에 종사했던 산재근로자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직업후원장은 주로 산재근로자 및 이미 직업에 종사했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
의 직업에 대한 계속교육에 해당하는 추가교육(Fortbildung)과 전업교육(Umschulung)을 담당한다.

15)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재복귀를 위한 장애에 대한 물리치료, 언어치료, 부담감 및 일치료 등 노동생활
의 재복귀를 위한 재활후원 조치들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미리 산재보험조합의 직업도우미
(Berufshelfer)는 산재근로자의 방문 상담을 하고, 재활상태에 따라서 원직장의 고용주와의 상담을 통
하여 직장 재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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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후원장은 1970년 성인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지원원칙에 따라서 독일 전역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 독일 전역에 28개의 재교육을 위한 직업후원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
인원은 약 15,000명이다. 여기에는 전체 약 180여개의 미래지향적인 직종들이 있으며, 장애근
로자 및 실업자는 이곳에서 재교육 내지 추가교육을 받고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 일반 노동시장
으로 진출하게 된다. 장애인 교육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업후원장에 투입되는
데, 예를 들면, 의사, 심리상담자, 사회사업가, 교사 등이 함께 성인장애인에게 원활한 직업훈련
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및 성인장애인은 해당 산재보험조합이나 노동청의 직업도우미 또는 재활 전문
상담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직업훈련장에 등록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산재보험조합
내지 노동청은 성인장애인의 직업후원장 입학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작성하여 입학을
대행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재활편입 계획서, 합의 평가서(일반적으로 해당 노동청의 전문
심리학자가 작성한다), 의사의 진단서(장애증상과 병력에 대해서 기록된다), 산재설문서(산재근
로자인 경우), 재활후원서(산재보험조합의 재활비용부담 인정서) 등이다.

(Werkstatt fuer Behinderte)
중증정신장애와 같이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반 노동시장의 진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6)은 장
애인 전용작업장에서 직업 및 일자리에 종사할 수가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직업활
동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과 사회참여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의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정도
에 맞는 자기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습득하게 되고, 아울러 개별 장애에 상응하는 작업

16)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을 말한다.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독일연방에는 약
660만명의 중증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에서 산재장애인이 종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
만, 다음의 사례를 들어 볼 수 있다(예 : 뇌의 심한 손상을 입은 산재근로자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
데,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하는데 현저한 능력장애가 생겨 직장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럴
경우에 장애인 전용작업장에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vgl. Zitz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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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연습과정을 거친 후 작업 교육을 받아 작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독일연방 전체에는 약 660
개의 공인된 장애인 작업장이 있으며, 약 195,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의 과정은 초기준비단계, 작업연습단계, 작업종사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초기준비단계에서는 적성여부를 판단하는 준비확정단계로서 4주 동안 진행된다.
다음 작업연습단계는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후원단계로서 최대 2년간 지속된다. 마지막으로 작
업종사단계에서는 정해진 일∙작업 수행, 일자리 획득을 위한 후원 및 중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 작업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알맞은 일자리를 작
업장 내에서 제공하고,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당 노동청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후원 조치에 의하여 작업교육에 대한 기
본과정과 부가과정을 장애인 작업장에 의뢰할 수 있다.
개별 장애인에 알맞은 작업장 선정을 위해서는 재활단체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전형심사
를 하여 개인 수행능력과 장애정도에 맞는 작업분야와 이에 따른 적합한 작업장을 선정하게 되
는데, 교육훈련 주문은 보통 2년 과정으로 실시된다.

Ⅳ. 직업재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산재근로자가 이론 및 실무교육 없이 노동시장으로 재편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조
합에서 단계적인 재활조치를 통하여 가능한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러한 조
치의 종류는 단계적으로 직업적인 적응(Anpassung)과 추가교육(Weiterbildung) 그리고 직업교육
(Ausbildung)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직업적인 적응

산재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자신의 이전 직업영역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직업적인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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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직업재활 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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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Zitzler(2002).

내지 경험을 잃어버린 경우, 이전의 직업이나 직종으로 재복귀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여 다시 직업종사를 가능케 하는 것을‘직업적인 적응’
이라고 한다. 많은 경우의 산재근로자
는 직업적인 적응을 통하여 이미 배운 직업이나 직종으로 재복귀가 이루어진다.
산재치료 후 이전 사업장으로의 재복귀와 새로운 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및 새 직종의 적응조
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직업적응조치는 직업생활 현장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의미있는 재활조치(Reha-Massnahme)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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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속교육

여기에는 직업을 위한 전문자격의 추가교육(Fortbildung)과 전직을 위한 교육(Umschulung)이
해당된다. 추가교육은 이미 숙련된 직종에 종사했던 산재근로자에게 동일직종의 새롭고 더 전
문화된 부분의 지식습득을 통하여 일자리 획득을 후원하는 것이고, 전직교육은 산재로 인하여
이전의 직업이나 직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된다.17)

다. 직업교육

직업교육은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로서 산재근로자의 직업적인 재편입을 위한 재활조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전에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노동생활
참여가 계속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이 주어진다.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고용부담금18)을 해당 통합청(Integrationsamt)
에 납부해야 하며, 반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산재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도 지급된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조합으로부터 산재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중

17) 이러한 추가교육과 전직을 위한 교육은 동일사업장 또는 수공업 상공회의소 내의 견습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직업후원장에서 제공된다.
18) 사업주가 중중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에 따라 의무고용 위반에 대한 부
담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2002년 사업체 내 의무고용률이 3%에서 5% 이내일 경우에는 한 명당 매달
105유로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2%에서 3% 이내일 경우에는 한 명당 매달 180유로, 그리고
2% 미만일 경우에는 한 명당 260유로를 부담금으로 매달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부담금은 중증장애
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원에 특별히 사용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장참여 후원을 위해서 쓰여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77,78 SGB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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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장애인의 급여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되며, 일반적으로 급여의 50%를 1년간 지급받게 된다.
또한 특별한 경우 중증장애인 급여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급여의 70%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는 3년까지 지급된다.
또한 고용주가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는 산재보험조합
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직업훈련기간 동안 매달 80%의 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10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에게 해
당 직업종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자격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19)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정도에 맞는 직업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실질적인 직업생활을 후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조성할 경우,
사업주는 통합청으로 부터 부대시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 산재장애인 고용에 따른 보조금

산재보험조합에서는 산재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자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고용
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때는 기본적으로‘경제성’
과‘절약성’
의 원칙이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노동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50%를 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고용주에게 지불되며, 또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의 전체 사회보험비용도
지불되어진다.
보조금 지급기간은 보통 6개월간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2년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인 50%를 넘을 수도 있다.20)

19) �235a SGB III
20) 산재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금속공 K씨는
사고로 인하여 대퇴 경부 골절상을 입어 1년이 넘게 노동력을 상실했다. 그런 사이에 K씨가 다니던
사업장에서는 이미 다른 금속공을 채용하게 되어 K씨를 해고하게 되었다. 재활이 완료된 후 K씨는 이
전의 사업장으로 재복귀하기를 강력히 원했다. 이에 산재보험조합은 고용주에게 K씨 급여의 50%와
고용주분담금인 사회보험비용을 우선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6개월간은 급여의 30%를 보조
하는 것으로 하여 K씨를 원직장으로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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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재근로자 작업장 실습(Probebeschaeftigung)에 대한 지원

산재보험조합은 일반 기업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작업장 실습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에게 실
습기간 동안의 산재근로자 고용에 따른 전체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
까지이다. 작업장 실습기간 동안 고용주는 산재근로자가 해당 직무와 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판단하게 된다.21) 실습 이후 정식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앞의 경
우처럼 고용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 작업장 기술 장비 변경설치에 따른 지원

산재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에 장애에 맞는 기술 장비를 변경설치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일
자리 요구와 획득을 위한 원조수단으로 간주되어 그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기도 하
며, 전문적인 후원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근처의 직업후원장과 같은 재활시설의 상호협력하에
사업장 내에서 직업재활이 실시되기도 한다.
사업장 내 직업재활의 주요 목적은 직업후원장에서의 훈련이 불가능한 산재근로자에게 적합
한 직종이나 직업에 맞는 일자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재근로자는 직업생활을 위
한 사회진출 방법으로 전형적인 직업교육시설인 직업후원장을 택해왔다. 그러나 직업후원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활대상자가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만큼(일반적으로 2년) 주거를

21) 사례-산재근로자 B씨는 현재 실업자인 상태이다. 새로운 사업장의 고용주는 B씨의 고용에 있어서
작업 적합여부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산재보험조합에서는 3개월간의 시
험고용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B씨의 작업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게 된다(Zitz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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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해당 직업후원장의 기숙사에 묶여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사업장
내 직업재활은 개인적∙가정적 이유로 거주를 변경할 수 없는 재활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장 내
에서 직업재활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직업후원장의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더불어 거주지역 내
에서의 직업재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훈련 기간은 보통 2년으로서 해당 상업∙수공업회의소의 졸업자격 시험을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활훈련의 효과
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각기 선택된 직업 및 직종에 필요한 직업 이론적인 교육내용은, 교육 2년차에 해당 지역의 직
업학교에서 실시하며, 실습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실시된다. 성공적인 직업전환교육
을 위하여 직업후원장과 같은 전문재활기관의 지원하에 심리∙사회적인 후원과 개인 장애에
상응한 개별 지원이 실시된다.
사업장 내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한 노동생활 참여와 함께 지속적
인 사회 재편입이 그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사후관리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후관리의 내용은 직업 및 일자리 알선∙중개, 재활자 및 고용주 상담, 직장생활 편입문
제 해결, 기타 재활기관 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장 내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거주지역 내의 재활, 사업장 내에서의 재활, 자유로운 직업계
획, 지역 내 재활기관과의 협조, 개별적인 진행과 상담관리, 높은 재활 성공률 등을 의의 및 성과
로 들 수 있다.

직업재활의 방법 중에는 산재근로자가 스스로 자영업종을 택하여 노동생활 참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점포 및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산재보험조
합으로부터 자립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시키기 위한 보조금(Ueberbrueckungsgeld)22)의

22) �57 SGB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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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금의 형태는 자립을 위한 산재근로자에게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의 일환으
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직업생활을 후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생활 급여인 보조금은 초기시작단계의 생계비와 사회생활 보장의 형태로
보통 6개월간 해당 산재보험조합에서 지원하게 된다.

Ⅴ. 독일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독일 산재보험조합의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원활한 노동생활 및 사회생
활 참여를 후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공동체 생활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재활사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산재근로자를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시키고, 개개인의 선호와 능력에
적합한 사회구성원의 자리를 확보시키기 위한 것이다.23) 이를 위한 기본 원칙은 첫째, 사회 속
으로 통합(Integration in die Gesellschaft)시키고, 둘째, 가능한 한 신속히 개입(moeglichst
fruehzeitige Intervention)하며, 셋째, 산재근로자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원
조(individuelle Hilfe)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산재근로자의 재활사업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은 무엇보다도 산재예방과 함께 재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즉, 산재
에 대한 보상에서 연금지급보다는 재활훈련 및 이에 따른 급여를 우선시한다. 또한, 산재근로자
에 대한 향후의 간호보다는 재활을 먼저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재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도 중
요하지만, 가능한 재활을 통하여 직장복귀 및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다. 재활을 강조하는 것은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의 상태로 사회공동체의 삶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산재발생 후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을 시행할 때 개별 상황에 주어진 가능성과 필요성
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초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상황과 장

23) 10 SGB I. 일반적인 목적은 �29 Abs. 1 Nr. 3 SGB I에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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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고려한 개별적인 원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독일연방에서는 일반 장애인과 산재장애인의 특별한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재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재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산재발생 결과에 대한 결과주의(Finalitaet)
의 원칙에 따라 근로사고 및 출퇴근 사고에 따른 적절한 재활조치 및 보상에 필요한 대책을 강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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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Ⅲ.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최 기 춘*

프랑스의 직업유지 및 직업복귀정책의 대상으로는 두 가지 근로자 유형을 상정할 수 있는데,
장애를 당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근로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 유형과 선천적 장애이
든 산재로 인한 중도장애이든 장애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업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근로자 유
형이 그것이다. 프랑스의 관련 법률은 신규로 장애를 당한 근로자와 이미 장기간 장애를 겪고
있는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특정의 직업유지정책과 직업재활정책이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전국장애인고용지
원기금관리협회(AGEFIPH:Association de gestion du fonds pour l’
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handicape es)」
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의 원조를 받게 된다.

Ⅰ. 직업유지와 직업복귀정책의 주체와 정책시행의 역할분담 체계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 주체는 국가, 사회보험공단 그리고 AGEFIPH(전국장애인
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이다. 이 세 주체의 역할은 각각 법적, 제도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강
제하는 것,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적 회계를 담당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공단이나 AGEFIPH가 이 사업과 관련한 장애근로자와 기업의 요구에 구

* 연세대학교 통일 연구원 연구교수(kic-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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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에 비해, 국가는 그러한 절차의 진행에 대한 확인, 감독의 역할을
한다. 비록 세 주체들의 역할은 다르지만 정책집행 과정에서 서로 일관성과 보완성의 원칙을 유
지하고 있다.
국가는 1981년, 1992년의 법률, 특히 1987년의 법률 등과 같은 법적 의무사항의 규정을 통하
여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유지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고, 종업원 20인 이상의 기업이 정해
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 의무사항에 대한 근로
자들의 기업견제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토대로 한 구체적 사업시행은「장애근로자
직업재분류와 기술적 지도위원회(COTOREP:Commissions techniques d’
orientation et de
reclassement professionnel)」
가 담당하고 있다. COTOREP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주도하고 직업
훈련 과정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노동환경 개
선을 담당하는 조직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수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고용촉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AGEFIPH(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는
다양한 영역, 즉 고용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경제관련 정보, 안내와 훈련, 상이한 유형
의 장애노동력에 적절한 직업소개 등의 영역에서 장애근로자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GEFIPH는 장애근로자에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안전한 작업장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
기 위하여 기금을 갖고 있고 장애로 인해 삭감된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도 조성해 놓고 있다. 이
러한 국가와 AGEFIPH 사이의 역할 분담은 국가의 적극적인 AGEFIPH에 대한 협력을 통해 상
당한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공단은 대체로 산재나 직업병을 겪은 장애근로자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일반적인 비산업관련 장애근로자들의 직업복귀, 직업적응과 직업유지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지방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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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법의 규정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은 반드시 법이 지정한 수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희생자, 직접적 산재는 아니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고에 의한
장애연금의 수혜자인 경우, COTOREP(장애근로자 직업재분류와 기술적 지도위원회)로부터 자
격을 인정받은 장애근로자 그리고 군인장애연금 수혜자 등이 법이 규정한 수혜대상자이다.1)
또한 산재보험 수혜자로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상체계에 대한 수혜자들, 그리고
특수직업에 관한 직업유지와 복직정책에 대한 수혜자들은 정책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둘째, 현재 산재산재근로자로서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자(근로활동의 중단기간이 1년 미만
일 경우에 해당)
셋째, 실직수당 수혜자(혹은 실직수당 수혜를 받다가 중단된 지 1년 미만이 된 자)

해당 행정기관에 의해 장애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직업복귀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87년법’
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수혜자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군인장애연금 수혜자
둘째,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피해자
셋째, 장애연금 수혜자(산업현장에서 장애를 당했지만, 산재와 직접 관련된 장애가 아닌 경우)

1) 이렇게 규정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기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
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의 이행은 종업원 2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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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COTOREP(장애근로자 직업재분류와 기술적 지도위원회)로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영구적 장애정도가 10%가 안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비율 이행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사항은 COTOREP도 지원자
가 장애로 간주되지 않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근로능력이 완전히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에
대한 진단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책과 프로그램에 의해 수혜를 받게 된
다. 장애 상태에서 고용되었든, 산재로 인해 새로 장애를 당하게 되었든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
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쉽게 직업유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직무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 등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직업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2)
또한 장기적인 질병, 혹은 불치병(암, 에이즈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도에 따라 장애인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COTOREP로부터 장애인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Ⅲ. 신규 산재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정책

1981년에 제정된 산재관련 법률조항과 1992년에 제정된 산재와 무관한 장애연금 수혜자들
에 대한 법률에서는 새로 장애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이 직업유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들에 따라서 기업은 산업재해를 당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사고 이후 병

2) 이들 중 산업 현장에서 장애를 얻게 된 사람(예컨대, 머리부상에 의해 정신장애를 얻은 근로자)은 더 복
잡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장애상태가 불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COTOREP의 건강진단을 포기할 경우 그는 AGEFIPH로부터의 혜택이나 원조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일을 배우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업유지의 문제보다 취업하는 것 자체에
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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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 등 근로자들은 법(제L 122-32-2항의 노동부문 참조)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여부는 산재담당의사가 의학적 검진 이후 내리게 되는 다음
과 같은 판정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
①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정될 경우, 산재장애근로자는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되거나 비슷
한 직업영역으로 복귀할 수 있다.
② 산재장애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고용주는 이전의 위치에 상응하는 다른 직무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③ 산재장애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소관기구에서 직업재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④ 직업복귀가 어떤 방식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된다. 이 경우 산재로 인한 노
동 불가능자로 분류되고 산재보험의 수혜대상이 된다.
⑤ 산재근로자가 의료검진 1개월 이후까지도 여전히 직업복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정지되기 전까지 해당 지위에 상응하는 임금
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공법(loi publique)에서는 특정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새로이
잃어버린 공민들이 기존의 직장과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1984년 1월 11일 법).

프랑스의「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AGEFIPH)」
는“장애인의무고용비율-벌과금
안(quota-levy scheme)”
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을 기금으로 하여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직
3) AGEFIPH(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의 지원사업은 이외에도 기업과 노조에 대하여 장애근로
자 직업유지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산재장애인 직업적응 준비와 직업복귀를 위한 지
원팀(EPSRs)」
을 도( )단위로 운용하면서 장애근로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며, 그리고 지역 의료보
험사무소(CRAM)의 장애근로자에 대한 공적 서비스와 산재담당의사들의 관련 역할을 모니터하여 장
애근로자에 대한 전반적 지원상황의 확인, 감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에 걸친
AGEFIPH의 지원사업은 프랑스의 지방단위인 도(De artment)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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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재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AGEFIPH의 직업유지 지원사업은 산
재장애에 기인한 낮은 생산성과 이로 인한 낮은 수입에 대한 임금보전, 장애근로자에 적합한 근
로환경으로의 개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애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지원
금과 직업 재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

Ⅳ. 일반적인 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정책

가. 장애근로자의 직업유지에 대한 의무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벌과금 안( )
‘1987년법’
은 종업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고용비율을 6% 이
상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내
장애근로자의 직업유지를 보장하는 의무사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만약 장애근로자들이 해고된
다면, 그들은 법적 의무에 따른 적정 피고용주수에서 제외되므로 최소한 다른 장애인을 고용해
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1987년법’
은 기업이 단체협약을 통한 합의에 의하여 위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다년간에 걸쳐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의무적 적용 범주는 단독 기업이거나 혹은 자회사를 포함한 특정 기업집단 단위로서도 가능하
다. 따라서 조정에 대한 합의의 주체는 기업단위나 계열사까지 포함한 그룹단위에서 단체협약
의 주체인 사업주와 노조이며,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통하고 노동부의 행정적 승인에 의
해 조정계획이 인정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프랑스 기업의 경우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유지 문제를 단체협약의 주요 의제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6%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와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본비율과 의무수준에 미달되는 수에 비례한 자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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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불이행 기여금 산정 기준
기업규모

비율

SMIC(시간당)

1명 결원당

20~199인

300 X

7.61유로

2,283유로

200~749인

400 X

7.61유로

3,044유로

750인 이상

500 X

7.61유로

3,805유로

주 : 2004.7.1.에서 2005.6.30까지의 SMIC(시간당)은 7.61유로임.

<표 2> AGEFIPH의 2003년 수입과 지출
(단위 : 유로)
항목
기업 기여금
수입

지출

지방의회 재정지원금

금액

비중

3억 8,800만

91.9%

3,240만

7.7%

기타

160만

0.4%

총액

4억 2,200만

100%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직접 지출

2억 7,000만

64%

장애인 지원 기관 보조금

1억 1,350만

27%

장애인재활지원 인력에 대한 지출

1,090만

2.5%

AGEFIPH 운영예산

2,750만

6.5%

4억 2,200만

100%

총액
자료 : AGEFIPH(2004).

여금이 부과된다.
6%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납부되는 기업 기여금은 2003년의 경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EFIPH(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의 수입액의 91.9%에 이
르러, AGEFIPH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가장 중
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2) 장애근로자 직업유지를 위한 기타 의무
1991년의 법률은 장애인의 공공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노동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데, 이는 1990년 7월 12일에 발표된 법에서 규정한 비차별 조항에 의해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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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건강이나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물론 산재담당의사에 의해 무능력이 확증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장애근로자 직업유지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
1) AGEFIPH에서 지원하는 정책:「고용과 직업유지 프로그램 및 직업유지보조금」
장애근로자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은 지원주체에 따라 AGEFIPH(전국장애
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AGEFIPH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을 들 수 있다. 앞에서 AGEFIPH(전국장애인
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의 장애근로자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장애근로자 직업유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노조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은
기업의 신규고용가능 규모와 장애근로자 직업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동시적 분석에 기초한‘고
용과 직업유지 프로그램’
의 개발을 통하여 제시되는데, 궁극적으로 장애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의도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방법의 제시’
와 함께‘재정적 인센티브’
가 주어질 때 기업에 대한 더욱 적극
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GEFIPH는 기업에게 장애근로자 직업유지를
유인하기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직업유지보조금’
으로 사용한다.‘직업유지보조금’
은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근로자의 직업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또는 장애
근로자의 적절한 직업복귀 방식이 결정되기 전, 혹은 실행되기 전에 그의 직무를 대신 수행해야
하는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방법
은 기업의 산재발생 후 산재근로자의 직업유지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데 유인책이 될 수 있고, 고용계약의 파기를 피할 수 있으며, 기업으로 하여금 필
요한 대응 계획을 시행하는 데 원조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프랑스 전국적으로 매년
천명 내외의 개인과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효과를 주었고, 산재장애근로자 10명 가운데 9명이
직업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직업유지보조금’
에 대한 체계적 청구권은 확립되어 있
지 않다. 보조금은 AGEFIPH(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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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프랑스의 산재장애근로자 보
상체계 속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이 감소하게 될 경우, 생산성 손실에 상응
하는 AGEFIPH의 기금이 기업에게 임금보전 형식의 보조금으로 지급된다.‘장애근로자임금보
전보조금’
을 통하여 기업에 대하여 장애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에 대한 재정적 부담 없
이 장애근로자의 고용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2)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CIE’
한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으로는 1995년 8월 이후 시행되었던 것
으로‘CIE(Contrat initiatif d’
emploi : 선도적 고용계약)’
라 불리는 지원정책이 있다. 이 지원정책
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근로자들의 취업에 유효했다. 선도적 고용계약은 비고정기간
계약 혹은 12�24개월까지의 고정기간 계약인데, 대상은‘1987년법’
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장
애근로자들이다. 장애인과 CIE를 체결하는 기업은 장애근로자 1인당 월 400유로의 지원을 받
게 되고 해당 피고용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납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
러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정책은 AGEFIPH(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의‘재적응지원
금 사업’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비고정기간 계약 혹은 고정기간 계약에 대하여 한 고용계약당
6,000유로 정도)과 함께 효과가 집중될 수 있었다.
국가와 AGEFIPH의 동시적인 지원정책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1995년 8월 CIE(국가정책에 의한 선도적 고용계약)정책의 시행 이후 1996년과 1997년에
24,000명의 장애인들이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지원을 통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고
용계약 중에서 75%가 CIE의 원조와 AGEFIPH 보너스의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4)

4)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AGEFIPH의 원조를 받은 계약 중 62%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종업원수 20인 이하의 기업에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시기 동안 오히려 감원이 일반적인 경향
이었던 대기업은 장애인에 대한 신규고용보다는 장애근로자들의 직업유지에 고용정책의 초점을 맞추
었던 것이다(ILO, 20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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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근로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랑스의 경우 장애로 인해 계속적인 노동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
은 다양한데, 기업, 산업담당의사, 직업소개센터, AGEFIPH(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
등 지원 주체간의 역할이 체계화되어 있다. 장애근로자는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
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에 더하여 기업 내∙외부의 여러 기관을 통하여 권리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노동법 제L. 241-1조 제f항의 노동 부분에 의하여 기업은 산업담당의사가 시행하는 직업적
건강서비스를 장애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적 건강서비스는 기업규모에 따라 하나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거나 혹은 여러 개의 기업에 의해 합동으로 운영된다. 산업담당의사는 신규
고용의 경우와 복직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평가한다. 또한 기업은 장애인이 기업 내에
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 직무에 상응하는 대체직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 장애근로자의 신규고용과 직업복귀를 지원했던 직업소개센터는 장애근로
자의 직업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나. 장애근로자의 이직과 자기사업 설립에 대한 지원정책

직업소개센터는 장애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될 경우 다른 직업을 알선하는 역
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원주체인 전국의료보험공단도 장애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의료보험공단의 장애근로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직업유지
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AGEFIPH(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는 장애근로자가 창업을 시도할 경우에
그 과정 전반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AGEFIPH는 사업설립 준비과정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조언을 해주고, 사업설립 비용의 일정부분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들은 최대 12,000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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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약 1,700만원 정도)에 달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업설립과 관련한 법 절
차, 제도적 이해, 해당 사업의 시장조건 등과 같은 영역에서 기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 이후에도 2년 동안 새로운 사업의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을 받게 된다.5)

다. 직업유지 및 직업복귀와 관련된 보상
1) 직업재훈련기간 동안의 보상과 급여
직업재훈련기간 동안 산재장애근로자는 회복기간까지 계속해서 일일급여나 연금을 훈련 수
입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직업재훈련에 참가한 산재장애근로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
건을 갖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표준 직업훈련 수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법 L432-9항의 두 번째 항목에 의하면, 산재장애근로자는 전국의료보험센터
(CPAM)가 지급하는 일일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급여나 연금은 훈련 수입을 고려한
직업적 재훈련을 통해 받는 최소한의 임금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공단에서는 직업훈련 강사가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과 식사, 숙
박, 교통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직업유지 코스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재훈련과정 수료 보너스
산재장애근로자 중 재훈련 코스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훈련 코스 이후 한 달간 사회보장법
R432-1항에 따라 전국의료보험공단에 수료 보너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와 관리위원
회에 의해서 정해진 이 보너스의 기준은 적어도 일일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일일 임금수준 상한
의 3배에서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6) 이러한 보너스를 지급받는 데에는 여러 조건들이 전제되어

5) 1995년의 경우, 장애근로자들이 설립한 기업은 이러한 방식의 지원으로 인하여 다른 기업들보다 더 오
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장애근로자가 설립한 기업들 중 92%는 1년 이상 경영이 유지되었고, 62%는
(전국 평균 57%) 4년 이상 유지되었다.
6) 참고로, 199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된 수료 보너스는 4,119프랑에서
10,984프랑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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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예컨대 반드시 전체 코스를 수료해야 하며, 훈련원장의 수료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창업지원금 신용대출
산재장애근로자는 신용에 의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사회보장법 R 433-10-2항
에 의해 규정된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설립에 쓰여야 하고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대출금은 일일급여를 계산에 사용되는 일일 임금수준 상한의 180배를 초과할 수 없다.
AGEFIPH(전국장애인고용지원기금관리협회)에서 지원한 창업지원금은 2002년에 254만 유로,
2003년에 289만 유로에 달했다.7)

4) 고용주와 함께 수행하는 재훈련에 대한 지원
COTOREP(장애근로자 직업재분류와 기술적 지도위원회)는 산재장애근로자의 재훈련을 고
용주와 함께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법 L 432-9참조).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근로
감독관과 노동부 담당부서의 감독승인을 받은 후, 고용주나 전국의료보험공단과 산재장애근로
자와 고용주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을 통하여 훈련기간뿐 아니라, CPAM(전국의료보험
센터)와 회사에서 받는 임금수준을 구체화한다.
고용주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산재장애근로자의 건강이 좋아지지 못했을 경우, 계
속해서 일일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고용주로부터 지급되는 돈과 CPAM의
보조금은 산재장애근로자가 직업훈련소에서 받는 최소한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다.

Ⅴ. 프랑스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첫째, 프랑스의 장애근로자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은 명문화된 법적 규정에 의해 관련 당사자
들(장애근로자, 기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주체 등) 모두가 보편적 의무, 권리로 인식하게 됨으로
써 이후 시행되는 구체적인 관련 제도가 능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7) AGEFIPH(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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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근로자 직업재활정책의 정당성을 공유하고 제도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 직업재활서비스 운영주체의 체계적 역할분담이 비교적 정교하게 이루어
져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재활서비스의 시행과 기업으로부터의 기여금 징수를 전담하
는 기관(AGEPIPH)이 설립되어 관련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일관성 유지가 용이하게 되고 있다는
것과 장애근로자에 대한 상태를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기관(COTOREP)이 설립되어 장애등급, 장
애유형의 분류는 물론이고 장애유형별로 적절한 직업을 평가, 판정하여 장애유형별로 적절한 직
업훈련과정을 알선하는 역할까지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프랑스는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동시에 제도화하고 있다. 즉,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의 실효성 확보가 제도화
됨과 동시에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구조도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해당 기업을 대기업에 한
정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의 비율도 낮다. 따라서 고용의 실효성이나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보장
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앞으로 의무고용의 범주를 점차 확대하고 의무고용의 비율을 높이는 한
편 고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프랑스의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의학적, 기능적 서비스, 다양한 직
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즉 의료재활 프로그램, 근로환경 조정, 기업에 대한 유인적 성격을 갖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고용계약, 그리고 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근로자와 기업 쌍방에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높은 직업복귀율을 기
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면서도 유기적인 프로
그램 결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관련 연구기관, 산재보험 담당기구 등으로 구
성된 직업재활사업 전담팀의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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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I

금재호*

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의 특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법해
석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을 임금으로 간주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입을‘임금’
으로 표현하는 대신‘소득’
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소득’
이라 함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회사 또는 고객
이 지불하는 금품(이하‘수입’
이라고 한다)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하고 특수형태 근로종
사자 본인이 부담하는‘비용’
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소득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3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의1)
결과를 분석하면 <표 1>과 같이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가장 높아 월평균 214만 3천원을 기록하
고 있다. 다음으로 레미콘 운송기사가 160만 5천원, 학습지 교사 148만 5천원,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128만 5천원으로 가장 낮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또는 수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keum@kli.re.kr).
1)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조덕 외(200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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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명)
월평균 소득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수

레미콘 운송기사

160.5

43.44

58.3

300.0

252

골프장 경기보조원

128.5

19.99

75.0

208.3

280

보험설계사

214.3

126.95

40.0

820.0

242

학습지 교사

148.5

51.93

66.7

416.7

251

<표 2> 수입 지급의 형태
(단위 : %)
고정급

성과급

고정급+성과급

레미콘 운송기사

0.8

97.2

2.0

골프장 경기보조원

0.0

100.0

0.0

보험설계사

3.1

79.5

17.4

학습지 교사

11.5

41.9

46.6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성과급 중심의 소득체계이다. <표 2>와 같이 레미콘
운송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이 성과급의 형태로 소득을 올리고 있
으며, 단지 학습지 교사만이 고정급 11.5%, 성과급 41.9%, 고정급+성과급 46.6%로 고정급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횟수(라운딩 횟수, 관리과목의 횟수, 신규 가
입보험의 횟수, 레미콘 운송횟수)와 그 내용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두 번째로 수입의 지급은 성과급 지급을 중심으로 <표 3>과 같이 레미콘 운송기사와 보험설
계사, 학습지 교사의 경우 매월 1회 지불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단지 골프장 경기보조원만이 매
일 또는 라운딩이 끝났을 때마다 수입을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표 4>의 수입액과 소요비용을 보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
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레미콘 운송기사의 경우 연료비, 차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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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입의 지급 방식
(단위 : %)
매월 1회
레미콘 운송기사

매월 2회

매주 1회

매일

수시로

98.4

0.4

-

1.2

-

0.0

0.4

1.4

34.6

63.6

보험설계사

84.9

15.1

-

-

-

학습지 교사

98.0

1.6

0.4

-

-

골프장 경기보조원

<표 4> 수입액과 소요 비용
(단위 : 만원, %)
총 수입액(A)

지출비용(B)

지출비용의 비중(100*B/A)

레미콘 운송기사

378.64

218.12

57.6

골프장 경기보조원

128.51

-

-

보험설계사

270.58

54.72

20.2

학습지 교사

148.51

-

-

지비, 자동차보험료, 차량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의 57.6%만이 순수한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지출된 비용은 월평균 218만원에 달한다.
또한 보험설계사도 월 수입액의 20.2%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중‘시책비 및 영업비’
‘봉
,
사용품 지원비’
,‘전화비’
,‘사무실 운영비’등 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월평균 16.75만원이
고, 개인적인 업무관련 비용이 월평균 37.97만원에 달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 교
사의 경우 개인적 지출비용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레미콘 운송기사 또는 보험설계사만큼
은 아니지만 일정액수의 개인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5>와 같이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수입이 계절적 변동을 보이고 있다. 레미콘
운송기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계절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고 응
답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도 60% 이상의 응답자들이‘그렇다’
고 대답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모두 정하여진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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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절적 변동 여부
(단위 : %)
예

아니오

레미콘 운송기사

97.6

2.4

골프장 경기보조원

99.3

0.7

보험설계사

61.4

38.6

학습지 교사

63.6

36.4

<표 6> 출∙퇴근시간의 형태
(단위 : %)
출∙퇴근 형태

레미콘 운송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학습지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설계사

교사

출∙퇴근시간 모두 정하여짐

1.2

1.6

2.1

1.4

24.3

4.4

출근시간만 정하여짐

1.2

0.8

-

-

65.3

51.8

퇴근시간만 정하여짐

-

-

-

-

0.4

0.8

일정한 시간(예약시간)에만 근무

1.2

1.2

95.4

96.1

7.7

27.7

96.4

96.4

2.5

2.5

2.3

15.4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

때문에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파악이 쉽지 않았고 따라서 근태관리가 곤란하다. <표 6>과 같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근로종사자들이‘출근시간’
만 정하여져 있
어 아침 출근시에만 회사에 보고한 뒤 각각의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골프장 경기
보조원은 거의 전부가 예약시간에 따라 정하여진 시간만 근무한다. 레미콘 운송기사의 경우에
도 정해진 시간이 없이 일거리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정확
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의 객관적 입증이 어렵고, 회사에서도 근태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보
다는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수입 자료는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
다.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수입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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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중규모 이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총 수입액에 대한 자료가 충실한 편이다. 개인적 지출
비용도 상당수는 회사의 장부에 기록되어 그 규모의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교통비, 판촉비
등 일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진다.

Ⅱ. 소득결정의 기준 선택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임금을‘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임금’및‘통상근로계수를 적용
한 특수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의 소득산정도 기존 산재보험제도와의 일관성 및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산재보험의 임금산
정방식을 최대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임금’및‘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
의 4가지 산
정방식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이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근로자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근태관리가 어렵다.
또한‘평균수입(=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입의 총액을 그 기
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
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출∙퇴
근시간 및 근로일수, 그리고 업무의 참여도가 일반화∙표준화되어야 하나 서비스의 창출을 실
제로 투입한 근로시간 및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질병,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난 3개월 동안 서비스 창출 노력
을 평상시보다 소홀히 하였다면,‘평균수입’
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해당 근로자의 잠재
적 기회비용을 낮게 반영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근로하여 평상
시보다 높은 수입을 올렸다면 근로자의 잠재적 기회비용을 높게 반영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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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정기간 동안(예, 사유발생 이전의 3개월간) 근로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
력을 기울였는지 알기 힘들어‘평균임금’
과 유사한‘평균소득(=평균수입-평균비용)’
의 개념
을 적용하기 어렵다. 여기에서‘평균비용’
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 개인이
지불한 비용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된다.

가.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2)
1) 개념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하여 산정하는
가공의 임금소득 기준이다.
평균임금의산정시취업후3월미만도이에준하도록하고있고이렇게산출된금액이당해근로자
의통상임금보다저액의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할수있는보완장치를두고있다

2) 산정방식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취
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
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
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

2) 근로복지공단(2003),「산재보험 보상업무」
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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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
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
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
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3)고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임금으로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일(또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수입에 대한 자료가 정확한 편이다. 또한 근로종사자간 소득
의 격차가 심하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실제 근
로일수나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의 개념인‘통상임
금’
과 유사한‘통상소득’
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은 근로자간 능력과 노력의 차
이를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통상소득을 사용하는 방법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부적절하다.

가. 통상임금의 의의와 산정4)
1)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연월차수

3) 대법원 97누14798 1997.11.28. 선고.
4) 근로복지공단(2003),「산재보험 보상업무」
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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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
나 산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
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재보상 기초인 평균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통상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
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서
‘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모든 근로자에게’지급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고정적
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2) 산정방식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 외에 시간외근
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 이에 법정수당을 시간단위로 하여 산정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
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①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②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한 시간)로 나눈 금액
④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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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②호 내지 제④호에 준하
여 산정된 금액
⑥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①호 내지 제⑥호에서 정한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①호 내지 제⑥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노동부장관의 고시로‘기준수입’
을 정하고 이를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 때의‘기준수입’
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들의‘월평균 수입’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종사자들의 업무실적과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기준수입’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의 편의는 도모하지만 통상소득과 같이 근로자간 형평성의 문
제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기준으로 기준수
입을 사용하는 방안도 부적절하다.

가. 기준임금의 의의와 적용5)
1) 기준임금의 정의와 필요성
기준임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 근로복지공단(2003),「산재보험 보상업무」
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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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2000. 7. 1부터 4인 이하 전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
우 빈번한 휴∙폐업과 임금자료 등이 제대로 비치∙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산정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기초로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되는데 영세사
업장 또는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의 폐업∙도산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
여 미리 정하여진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신속하게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할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임금 대신 기준임금을 적용하되 적용대상, 적용임
금,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와 보험급여의 신속 공정한 지급이 보장되고 기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와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준임금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
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이하‘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4조 2, 신설 1999. 12. 31).
①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행령 제2조의 2)
1.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연도에 기
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의 산
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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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비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유사점

상이점

일용직 근로자

∙자의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고 근태관리가 어렵다
∙계절에 따라 소득이 변동

임금체계

∙성과급 중심

∙고정급 중심

지급기간

∙매월 1회 수입을 지급

∙매일 또는 수시로 지급

(골프장 경기보조원 제외)
지급기준

∙서비스 횟수

∙근로시간

비용발생 여부

∙개인적 비용 발생

∙개인적 비용 없음

근거자료 유무

∙수입의 근거자료가 명료

∙임금의 근거자료가 미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일자에 있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표 7>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단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창출의 대가
를 지급받는 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창출된 서비스의 횟수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수입에 대한 근거자료가 명확한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많은 경
우 소득의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결정의 통상근로계수를 응용한‘수입계수’
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의 수입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 평균임금 산정과 통상임금 산정에서의 장점들
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입 산정방식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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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상근로계수의 개념과 산정6)
1) 개념
평균임금제도는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보
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
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
상하는 경우 실제의 근로소득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산정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은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통상근로계수 적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에 당해 사
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로서 일당과 1일 근로시간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업장의 사정 등에 의하여 일용근로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1일 근로시간보다 적
거나 많은 시간 동안 일하고 일당과는 다르게 그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의 임금을 받았
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그 받은 임금 전액을 그 날의 일당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여
져 있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2) 적용대상
근로계수를 도입할 특수직종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
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는 1일 단
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

6) 근로복지공단(2003),「산재보험 보상업무」
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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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만, 당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란 사업의 업종, 규모 및 개인의 직종, 근로기간 등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거
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일
용근로자와 근로조건∙형태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용근로자에 가까워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3) 적용방법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및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당
은 ① 임금지급 방법, ② 직종,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③ 일당 및 임금지급액의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보상업무규정 제4조 제1항).
통상근로계수 적용대상인 경우 적용방법은 총 4개 유형이 있으며 각각 적용하는 경우가 별도
순서대로 정해져 있으므로 산정방법에 유의하여야 하며 근로실적이 있고 일당도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근로실적이 우선 적용하게 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항).
2000. 7. 1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통상근로계
수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종전의 방법으로 적용하고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2000. 7. 1 이후
재해자부터 이 방법을 적용한다.
① 제1순위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월간 실제 근로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존재하는
경우(최소한 1일 이상 근로한 경우가 해당됨)

산식 : 당해 1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 실근로일수 통상근로계수

이 경우의 임금은 순수한 일당 개념으로서 현행과 달리 실제 근로한 일수만 반영되므로 1일
생활임금(실근로소득)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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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에는 모든 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개념이며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된 임금을 말한다.

※ 통상근로계수 :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별도 고
시(단일 또는 복수도 가능) 22.3일 12월/365일 0.73

② 제2순위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
나 일당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출근초일 재해)
산식 : 일당 통상근로계수

일당은 구두계약 또는 간이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금액으로 모든 수당이 포함된 생활임금
이 된다.

③ 제3순위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산식 : 당해 사업 동종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통상근로계수

④ 제4순위 : 제1순위�제3순위까지의 방법에 의거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산식 :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종사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 산정한 금액 통상근로계수

여기서 당해 지역의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 확인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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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의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부를 통하여 확인하고, 적용기간은 동 단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2. 건설업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용기간은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Ⅲ. 소득의 산정방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입은 다른 임금근로자와 다른 형태를 지닌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임금산정 방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평균임금’
‘통상임
,
금’
‘기준임금’
,
, 및‘통상근로계수’
의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그나마‘통상근로계수’
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입이 지니는 특성에 가장 근접하여 있다.
그러나‘통상근로계수’
의 개념을 그대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입 산정에 적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표 7>과 같이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
태관리가 어려우며, 계절에 따라 임금 또는 수입이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임금
(또는 수입) 체계나 지급 기준, 임금 근거자료의 유무 등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일용직 근
로자는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존의‘평균임금’
이나
‘통상임금’
의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제3안의‘통상근로계수’
를 응용한‘근로수입계수’
를사
용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입을 판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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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수입계수

근로수입계수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지수로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개월 동안의 서비스 횟수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종사자들의 평균 서비스 횟수
를 가중 평균한 값이다.
근로수입계수의 계산방법을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난 3
개월간 총 서비스 횟수를 A,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종사자들의 3개월간 평균 서비스 횟수
를 B라고 할 때, 근로수입계수(R)는 다음과 같다.

근로수입계수(R)=

1
(α* A+β* B), α+β=1, α≥0, β≤0
3

(1)

이때 레미콘 운송기사는 레미콘 운송 횟수,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라운딩 횟수,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 횟수, 그리고 학습지 교사는 기간 중 맡은 과목수를 서비스 횟수로 한다. 전체 근로종
사자들의 3개월간 평균 서비스 횟수(B)는 근로종사자의 성별, 연령별, 근로기간별로 달리 결정
할 수 있다.
근로수입계수의 산정에 직종 전체 근로종사자들의 평균 서비스 횟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첫
째, 산재보험 보상에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일시적인 근로노력의 변
화에 의한 소득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횟수가 직종 전체의
평균 서비스 횟수보다 낮은 것은 그 근로종사자의 능력이나 활동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사업체∙개인의 상황 때문에 서비스 횟수가 낮을 가능성이 있
다. 서비스 횟수가 직종 전체의 평균 서비스 횟수보다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특수한
상황에 의해 그 기간 동안 서비스 횟수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산재보험의 보상에 반영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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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평균 수입(계절조정 없음)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지난 3개월간의 서비스당 평균 수입(=
총수입액/A)에 근로수입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월평균 수입 =

3개월간 총 수입액
* 근로수입계수
3개월간 총 서비스 횟수

= 3개월간 서비스당 평균 수입 * 근로수입계수

만약 α=1이면 근로종사자의 수입은‘평균임금’
과 유사한 개념이 된다. 즉, α값이‘1’
일 경우
월평균 수입=3개월간 월평균 총 수입액

근로수입계수와 월평균 수입은 α와 β값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의
1
경우와 같이 우선 α=β= 로 설정한다. 차후 이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현 사업장의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산정제외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월평균
수입’산정방식에 준하여‘수입’
을 산출한다.‘기준수입’
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이를 적용
하는 방안도 있으나‘기준수입’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월평균 수입’
의 비연속성이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즉, 두 사람의 근로종사자가 동일한 능력과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기간의 차이가 있어 한 사람은‘근로수입계수’
에 의해‘월평균 수입(a)’
이 결정되고, 다른
사람은‘기준수입’
에 의해‘월평균 수입(b)’
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이 때, (a)와 (b) 사이의 차
이가 크다면 이는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비연속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단,‘월평균 수입’
의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월평균 수입’
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수입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를 한다.
①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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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이를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③ 수습중의 기간
④ 노동조합 전임기간
⑤ 쟁의행위기간
⑥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다. 계절조정을 거친 월평균 수입

레미콘 운송기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소득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습지 교사 및 보험설계사는 계절적 요인은 약하나 실적에 따
라 소득의 변화폭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료의 징수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징수의 측면에서는 계절조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급여의 경우
계절적 수입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산재의 발생시기에 따라 보험급여액이 달라지는 문
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기 위하여 월별로 직종 전체의 평균 수입액을
계산, 이를 이용하여 월별 가중치를 계산하며, 월평균 수입의 산정에 월별 가중치를 반영한다.
월평균 수입에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산정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계절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은 보험급여 금액 자체가 계절
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요양기간 중 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산재보험의 중요한 기능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월평균 수입’
의 산정시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은 계절적
변화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동일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생계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월평균 수입’
의 산정에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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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임금이 실제소득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발생시켜 산재
요양중인 환자가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동기가 낮아지고, 반대로 산정된 임금이 실제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을 때에는 타산재보험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산재환
자의 생계유지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개인적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레미콘 운송기
사의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와 자동차보험료 등 자료가 있어 정확한 금액이 파악되는 비용과 기
름값,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정확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교통비, 피복비, 장비소요비용 등
과 같이 비용의 객관적 파악이 어렵고, 소득에 비해 비용의 규모도 크지 않다. 보험설계사의 경
우에는 근거와 자료가 명확한 회사공제액과 선물비, 교통비 등 객관적 파악이 어려운 개인적 비
용으로 구성된다. 즉, 보험설계사의 경우 흔히 발견되는 자신 및 가족명의의 보험료는 산재요양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러한 개인적 비용의 산출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비용은 근거자료가 있어 회
사나 근로복지공단이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으로 구성된
다. 즉, 레미콘 운송기사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자동차보험료,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회사공제액
과 같이 근거와 자료가 명확한 비용이 있는가 하면, 교통비, 기름값, 차량유지비, 선물비 등과 같
이 회사의 관여가 없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지출되어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비용이 있다.
또한 <표 8>과 같이 레미콘 운송기사와 보험설계사의 경우 개인적 비용지출의 규모가 상당
한 규모이고, 개인간 업무지출 비용의 편차가 큰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적 비용산출의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1안 : 개인별로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안: 이 방안은‘소득’
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행정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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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월평균 업무지출 비용
(단위: 만원)
레미콘 운송기사

보험 설계사

최소 지출액

40.0

0.0

최대 지출액

425.0

250.0

평균 지출액

218.1

38.0

60.7

36.2

표준편차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 : 비용률(γ
)을 사용하는 방안: 수입액과 업무관련 개인 지출비용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
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수입의 일정비율이 비용인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월평균 소득=월평균 수입-개인적 비용
=월평균 수입-γ*월평균 수입)
=(1-γ
)*월평균 수입, γ
: 비용률

이 경우, 수입액과 개인 지출비용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면 레미콘 운송기사의 경우 0.770, 보
)만 알면 자동적으로‘월평균
험설계사의 경우 0.629이다. 이 방법은‘월평균 수입’
과 비용률(γ
소득’
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계산의 용이성)이 있어 행정비용이 낮고 수요자의 편의성이 높
다. 또한 보험급여 산정과 보험료 징수 모든 업무에 동일한‘소득’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안 :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비용률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 자동차보험료, 차량 감가상
각비, 회사공제액 등 근거자료가 명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계산
하고 교통비, 선물비, 피복비 등 근거자료가 불명확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률을 적용하
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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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 월평균 수입-개인적 비용
= 월평균 수입-(자료가 명확한 비용+자료가 불명확한 비용)
= 월평균 수입-(자료가 명확한 비용+γ
*월평균 수입)
= (1-γ
)*월평균 수입-자료가 명확한 비용, γ
: 비용률

이 방법은 근로자의 지출비용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보험료 징수시 자동
차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의 지출 내역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결론적으로 개
인적 비용의 산정은 제2안의 비용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파악을 위해 직종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자료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전체 근로종사자들의 3개월간 평균 서비스 횟수(B)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근로수입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절조정치의 계산 및 직종별 비용률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개인 근로자별로 파악되어야 할 자료로는 개인 종사자의 지난 3개월간 총 서비스 횟
수(A)와 지난 3개월간의 서비스당 평균 수입이 있다.
더불어 위의 식에서‘전체 종사자들의 3개월간 평균 서비스 횟수’
,‘계절조정계수’
, 그리고
)’
은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값들을 추정하도록 한다.
‘비용률(γ
<표 9> 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
필요한 자료

사용 용도

1. 지난 3개월간 총 수입액

월평균 수입 계산

2. 지난 3개월간 총 서비스 횟수

월평균 수입 계산

3. 전체 종사자들의 3개월간 평균 서비스 횟수

근로수입계수 계산

4. 계절조정계수

계절조정된 월평균 수입 계산

5. 비용률(γ
)

월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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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

3개월간 총 수입액
1
*( *0.5*3개월간 총서비스 횟수
3개월간 총 서비스 횟수
3

+ 0.5*전체 종사자들의 3개월간 평균 서비스 횟수))*(1-비용률)*계절조정계수
=

3개월간 총 수입액
* 근로수입계수*(1-비용률)*계절조정계수
3개월간 총 서비스 횟수

=월평균수입*(1-비용률)*계절조정계수

(2)

예외적 상황으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발생하는 것처럼 고정급의 비중이 상당
히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분리하여 성과급은 식(2)와 같이
계산하고, 고정급은‘평균소득’
의 개념을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속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식(2)에 준하여 소득을 결정하고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
상소득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통상소득’
을 대신 사용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2003),「산재보험 보상업무」
.
윤조덕 외(2004),「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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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Ⅱ

김호경*

Ⅰ. 서 론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요율체계는 각 국가별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 있어서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공통점은 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
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위험률에 입각한 요율산정
의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평균 요율의 단위가 되는 요율집단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약 600여종 이상의 세분화된 산업종류에 대한
업종별 평균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별로 적용되는 평균 요율뿐만 아니라 개별 기
업의 과거 경험치에 의한 할인∙할증요율체계도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과거의 경험치 또는 위험률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요율을 부과하
는 요율산정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고용주로 하여금 산재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주로 하여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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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비용을 줄여주는 역
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의 확보는 산재보험 비
용-효율성의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Ⅱ. 산재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산재관련 보상청구 신청과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주의 태도에 대한 선택을 이론
적인 모형 내에서 설명함으로써 완전한 정보의 존재시 산재관련 비용은 보험요율과 동일함을
보이고 이러한 내부적 합리성의 조건이 성립할 경우 고용주는 보험요율을 절감하기 위하여 안
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견지에
서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재보험의 요율체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합리성
을 확보한다면 이는 기업주 스스로 산재비용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의 노력을 유발시킬 수 있
는 기본 요건이 되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요율체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산재(청구)비용과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주의 선택문제를 이론적
인 테두리 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무비용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경제하에서 요
소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이 0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러한 외부효과가 없는 완전경쟁세계
에서 노동자는 재해와 비재해라는 두 가지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
정할 수 있다. 노동자를 동질적인 선호를 가진 위험회피자라 가정할 때, 이 노동자는 일련의 임금
소득과 재해확률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의 조합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러한 완전경쟁세계에서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서로 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
다고 가정해 보자. 각 기업은 재해감소를 위한 비용 증대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설비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까지 할 것이다. 더 높은 재해확
률을 가진 기업은 추가적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하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 동기에 의해 임금-재해확률 집합을 제공하며,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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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로부터 효용극대화 집합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완전정보 및 완전경쟁적인 경제하에서는 정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주체간의 이윤 및 효용극대화 행동은 안전설비 및 재해건수의 최적화와 이에 수반되는 위
험프리미엄 또는 보상차등화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세계에 완전 경험요율을 적용하는 산재보험을 도입한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임
금에 부가되어 있는 위험프리미엄을 가지고 스스로 보험을 구매하거나 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수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산재보험을 선택하거나 간에 무차별한 선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은 임금비용의 감소에 의해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경제하에서 기업은 최적수준의 안전설비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임금비용의
감소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차등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의 노동시장은 앞에서 논의한 이러한 이론적인 세계의 조건을 모두 충
족시켜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실제 세계에서는 협상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를 획득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한다. 비왈라스적인 경
제하에서는 노동자는 기업을 고르는데 있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보상차등화에 따라 위
험을 감수하는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개념적으로는 매우 간단하나 실제 산재보험의 가격결정은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다. 직업에 따라 각각 다른 질병 및 재해에 대한 기대비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하지
않고, 불충분하지도 않으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도록"이라는 일반적인 보험가격 결정의 원
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은 직업의 종류 및 직능적인 위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
로 적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여규정의 변경에 따라 요율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일반적인 가격결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기대손실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형평성 및 효율성의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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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
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산업간, 기업간의 상호보조(corss-subsidization)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으
며 이는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요율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별로 정도와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산재보험의 요율체계는 대체로 업종별 등급요율과
경험요율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이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 종
류별로 차등적인 등급요율을 적용하고 이에 더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험적인 위험률에 따른 경
험요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산재보험 요율체계란 산재보험제도를 둘러싼 비용구조에 있어서 유인일치적 조건
(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을 만족시킴으로써 기업 스스로 재해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요율체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산재보험 요
율체계하에서 기업은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고 또 자신의 산재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안전설비
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의 보상체계가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안전설비의 효과에 대한 공공정책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다. 산재보험의 경험률은 고용자의 안전설비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일부 기업에 대해 보
험수리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고용자들의 안전설비에 대한 유인을 감소
시키며 이에 따라 직업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안전설비에 대한 경험요율의 효과에 대해서는 2건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Ruser(198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안전설비의 효과를 발견한 바 있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안전관리 인
센티브에 대해 검증하였다. Ruser는 이 연구로부터 (산재)급여수준의 증가가 노동자의 재해비
용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추론하고 있다. 업종별로 정해지는 평균 요율인 메뉴얼요율을 적용받
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업규모의 한계로 말미암아 경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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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안전설비를 함으로써 (산재)보험비용을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완전경험요율
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산재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보험요율이 개별 기업의 경험
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user는 (산재보험)급여수준, 기업규모 및 기타 변수들
을 통재한 후 그의 가설 － 경험요율을 더 많이 적용받는 기업일수록 재해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하다 － 을 검증하였다. 그의 주된 검증은 기업규모-산재보험급여간
의 상호작용 변수에 대한 부호였다. 만일 대규모 기업일수록 더 강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가진
다면, 이 변수는 부(-)의 부호를 가질 것인데 이는 보험급여의 증가는 사고빈도에 더 적은 영향
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Ruser는 개별 노동자에 대해 모든 재해(건수), 재해근로일수(lost
workday injuries), 근로일수 손실(lost workdays) 등의 사고빈도수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Ruser는 41개 주의 25개 제조업종에 대한 1972�1979 기간 동안의 횡단면 및 시계열 데이터
를 수집하였으며, 이로부터 GLS를 사용하여 축약형 계수(reduced form coefficient)의 점 추정치
(point estimate)를 구하였다. Ruser는 모든 변수를 산술적인 형태로 넣었으며 오른쪽 항의 변수
로 임금과 시간당 생산을 포함시켰다. 기업규모-급여의 상호작용변수의 부호는 음(-)으로 나
타나 그의 가설은 유지되었다.
한편 Chelius and Smith(1983)는 유의한 수준의 효과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그들의 연구결과
가 "고용주의 행동이 경험률에 대해 완전히 무작위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Chelius and Smith는 다른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노동자의 행동은 (산재)급여수
준에 영향을 받으며, 한계안전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일산업 내의 기술
과 규제가 동질적이며,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Chelius and
Smith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경험요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경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
들보다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이 높은 주에서(고용주들이 산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일 것
이므로) 더 낮은 재해건수를 가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1) 이들은 이 가설을 37개 주에 걸
쳐 15개 제조업종에 대한 1979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들은 중규모집단과 소규모

1) Chelius and Smith(198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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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공장에 대하여 재해율의 차이를 평균 기대산재급여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들의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 급여변수는 음(-)의 부호를 가져야 한다. 60번의 비교에서 약 절반이
넘는 음(-)의 부호를 얻었으나 5번 정도만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elius and Smith는 분석을 위한 내생변수를 형성함에 있어 기업 대신 공장에 대한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의 가격이 기업수준에서 결정
되기 때문이다. Chelius and Smith는 일부 산업의 경우 대기업 소유의 공장이 상당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급여변수를 샹향편이적(bias the benefit variable upward)으로 만들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최대규모의 공장에 대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1,000인 미만의 기업들은 완전한 경험요율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적은 규모의 기업
집단은 매우 부분적으로만 경험요율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에 (산재)급여수준에 대해 강한 음
(-)의 부호를 상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Chelius and Smith는 1976년의‘근로자 보상을 위한 고용주의 비용(Empolyer Expenditure for
Employee Compensation)’
이라는 국가적인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기업에 속해 있고 소
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4개 산업을 발견하였으며, 이들 4개 산업의 급여변수의 부호
가 16번의 비교 중 10개의 음의 부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들은
안전관리의 효과가 무작위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청구빈도와 심도가 산재보험의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2) 청구빈도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고용자의
위험보유 또는 청구신청의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Worall and Butler(1985)에 의하면, 급여의 인
상은 산재보험 비용을 적어도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각
청구비의 일상적인 증가, 청구기간의 증가에 따른 청구비용의 증가, 청구빈도의 증가 등이다.

2) 빈도관련 연구: Bartel and Thomas(1977), Butler(1983), Butler and Worrall(1983), Chelius(1977, 1982,
1983), Ruser(1985), Worrall and Appel(1982). 심도관련 연구: Butler and Worrall(1985), Worrall and
Appel(1982), Worall and Butler(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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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인센티브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Ruser(1985)를 제외한 빈도에 관한 다른 연구결과는 급여인상의 청구건수 또는 재해율의 증
가에 대한 순영향을 수치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순효과는 피고용자의 위험보유 및 산재발
생시 청구와 고용주의 청구비용을 줄이려는 상호 상쇄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피고용자
측의 효과가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산재보험이 사업주 스스로 산재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
도록 하는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가질 경우 산재보험의 운영은 더욱 비용-효율적이 될 수 있다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설립초기에 설정된 요율체계로서 위에서 논
의한 이러한 합리적인 요율체계의 틀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러 선행연
구들은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경우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통
해 산재보험(또는 산재관련 비용)의 유지 및 운영비용의 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이러
한 산재보험 운영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및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시스
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의 산재보험 요율의 산정방식 및 관리체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
다. 이러한 선진화된 산재보험 요율산정 방식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개
선방향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민영산재보험을 주로 운영하고 있
는 미국의 경우와 정부주도의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산재보험의 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
에 대해서는 자가보험의 형태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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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는 경험요율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경험요율이 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동 업종의 모
든 회사에 대한 기대사고 및 청구건수를 반영하는 명목보험요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매우 적으며, 따라서 초기요율인 매뉴얼요율은 경쟁에 의해 하향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러한 조정은 배당금의 지불과 보험자측의 가격조정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약 85%의 사업장들은 너무 규모가 적어 경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하나 이러한 사
업장들에 속한 노동자의 수는 약 10%에 불과하다. 1980년에는 제조업에서 평균임금을 받는 3
명의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험요율이 적용되었다. 약 90%의 피고용자를 고
용하고 있는 15%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험요율이 적용되었다.3) 경험요율의 정도는 기업의 규
모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큰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경험요율만을 적용한다. 완전한
경험요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보험료는 시장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자신의 보험수리
적 (기대)청구에 대한 경험치를 반영한다. 이러한 양 극단적인 경우(메뉴얼요율과 완전경험률)
의 사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손실 및 기대손실 경험치의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매뉴얼
요율을 조정한다. 이 가중치는 기업규모의 함수로서 매뉴얼요율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는 0이고 완전경험요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1이다. 매뉴얼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
되는 조정요인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간의 경험치를 이용한다. 보험료 산정방식이 기업
의 규모에 의해 변동됨에 따라 안전(설비)유인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미국의 가격결정과정은 3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즉, ① 우선 주별 평균 가격이 산출되
고, ② 다음으로 각 산업별 조정이 이루어진 후, ③ 개별 기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3) NCCI(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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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뉴얼요율(Manual Rating)

첫번째 단계는 주별로 요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의 요율수준하에서의 총수입
보험료를 현재의 지급수준하에서의 총 기대손실 및 비용과 비교함으로써 주별 평균보험료 수
준을 산정한다. 이러한 평균보험료의 변동분은 다음의 두 단계에 의해 약 600개의 산업종류에
대해 나누어진다.
첫째,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의 3개 대산업별로 각 업종을 구분하고, 평균보험료의 변동분을
이들 3개 대산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분배한 후, 이를 다시 각 대산업하의 개별 업종으로 배분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되는 보험료를 (업종별)‘메뉴얼요율’
이라 한다.
매뉴얼요율은 각 업종별 단위위험노출량(unit exposure: 임금 100달러당)당 평균손실 및 운영
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재)급여는 주별로 차이가 나며, 재해의 분포(빈도 및
심도)는 직업형태별로 다르므로 적용되는 요율 또한 이에 따라 매우 격차가 심할 것이다.
매뉴얼요율이 설정된 후 개별 기업의 요율은 추가적인 일련의 의무적이며 자발적인 프로그
램의 적용을 통해 조정된다. 형평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강
제적인 경험요율과 요율할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나.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매뉴얼요율에 대한 가장 첫번째 조정은 NCCI의 강제적인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Plan:
ERP)이다. 연도별 매뉴얼보험료가 주별 최저치를 상회하는 모든 고용주에 대해 ERP는 조정계
수를 산출하여 매뉴얼요율에 곱해 준다. 조정계수란 기본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최근 3
년 동안의 고용주의 실제손실과 업종 내의 전형적인 고용주에 대한 기대손실에 대한 가중평균
이다. 고용주의 경험치에 부과되는 가중치는 대규모 고용주일수록 비례적으로 증가된다. 자기
요율(self- rating point)을 초과하는 매뉴얼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용주의 경우 완전히 경험요율
을 적용받게 되므로 보험료는 전적으로 해당기업의 경험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반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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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용주의 경험치에 대해서는 낮은 신뢰도(low credibility) － 낮은
통계적 유의성 － 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주로 해당업종에서의 다른 고용주의 경험치
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10�15%의 고용주는 NCCI의 경험률을 적용받기에 충분한 기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이들 경험률을 적용받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
다. NCCI의 경험률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현재 임금 100달러당 매뉴얼요
율이 2.50달러인 고용주들의 경우 임금총액이 100,000달러를 초과한다면 ERP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조업에서 주당 평균임금을 받는 정규근로자 4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업종별로 주어진 평균 매뉴얼요율에 대해 경험요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다. 보험료 할인(Premium Discounts)

경험요율에 의한 조정을 한 후의 매뉴얼보험료는‘표준보험료’
라 부른다. 두번째의 강제적인
요율산정 프로그램인 보험료 할인프로그램에서는 보험생산과정의 고정비용과 대규모 위험의
관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표준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NCCI의 할인계획(Discount Plan)은 연간 5,000달러를 초과하는 표준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용
주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여기에는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인지 또는 비주식회사인지에
따라 두 가지 할인계획이 가능하다.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에 의해 사용되는 할인규모는 통
상 보험료가 5,000달러에서 100,000달러 사이인 경우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1,000,000달러를 초과하는 보험료인 경우에는 14%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비주식회사의 경우
할인율은 3�7%인데 이는 비주식회사의 경우 계약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ERP와 할인계획(Discount Plan) 외에도 몇 가지의 자발적인 요율산정 프로
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요율이 산재보험 보상의 기대비용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
도록 조정해 주고 있다. 이들 각 프로그램은 개별 고용주의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가격결정 시스
템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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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ing)

소급요율이란 개별 피보험자의 가격(요율)을 예정된 최저 및 최고 한도 내에서 그들의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일련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율은 물론 주
어진 범위 내에서 변동하나 각 보험계획은 기본적으로 보험자의 관리 및 간접비용과 계약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보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급요율은 경험요율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다. 이는 보험계약하에서 발생한 손실에 따라 가
변적 비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는 경험률과 반대로‘미래적(prospective)’
이라
할 수 있다. 경험요율은 개별위험의 과거경험에 따른 예측치를 기초로 조정된 보장비용을 계약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마. 요율조정(Deviation)과 예정요율(Deviations and Schedule Rating)

요율조정(Deviation)이란 개별보험자들이 주보험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표준보험료에 있
어서의 일정률(flat percentage)의 조정이라 할 수 있다. 요율조정은 모든 주의 보험자에 의해 보
장되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를 할증시키거나 할인시킬 수 있다.
요율조정은 통상 표준보험료를 10�25% 정도 감소시키며, 산재보험이 주정부에 의해 독점운
영되고 있지 않는 45개 주 중 약 3/4에서 허용되고 있다.
예정요율(Schedule Rating)이란 피보험자의 표준보험료에 대해 비용절감 또는 특정리스크를
발생시키는 활동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할인(debits) 또는 할증(credits)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예정할인을 유발시키는 전형적인 사유로는 위험한 장비에 대한 기계안전장치의 도입이나 또는
피고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정 등이다. 요율조정에 반하여 예정요율은 피보험자에게 담보되
는 모든 리스크에 대해 적용할 필요는 없다. 예정요율은 45개 주 중 약 절반정도에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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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자 배당(Policyholder Dividends)

요율의 할인 및 할증효과는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Ⅳ. 독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독일의 산재보험은 사회법 제VII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산재보험이 강제적으로 적용
되고 있으며 고용주보험제도(Berufsgenoss- enschaften: BG)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의 모든 사업장은 자동적으로 BG의 회원이 되며, 각 고용주는 당해 사업장의 위험등급에 따라 개
별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료는 회사의 급여총액에 대한 비율의 형태로 산정된다.
재정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부과방식(pay-as-you-go)을 취하고 있다. 연금지급을 위한 급여
액의 경우도 적립방식(fully funded)에 의한 재정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경
우 이미 산업재해 및 이에 대한 연금지급이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35개 BG는 전체 3,880만명의 취업자 중 약 3,100만명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
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및 근로자가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4%, 자영업자가 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나머지 760만명은 공공기관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이들에 대해
서는 비산업 BG 재해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HVBG란 산업별 BG의 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BG들끼리 및 다른 사회보장기구와
의 재무적 상호이전을 위한 협의기구이며 그 본부는 Sankt Augustin에 소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보험금 납부와 안전관리 활동 등이 산업별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
일의 경우 전체 산업을 35개 산업별 조합(VCS)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률, 예산, 요율
등은 개별 산업별 조합(VCS)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개별 기업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할증 등
도 각 직업조합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98
산재보험포럼 <<

[그림 1] 산재보험의 적용현황

재해자

준산재보험
대상 : 학생
자발적 보조인력

산재보험

산 업

농업 및 기타

사업종류

사업장

사업종류

사업장

사업장

사업종류

사업장

가.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 보험요율

독일의 산재보험 요율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임금총액에 대한 납부기초율의 곱에 의해 산
정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다. 납부기초율이란 전사업장 임금총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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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예산총액으로서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비용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산
업에 대한 기초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개별사업장 보험료＝사업장별 임금총액×납부기초율×

1
1,000

여기서 납부기초율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되며 산출과정에서 지출예산총액은 총수입보험
료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납부기초율＝

지출예산총액
×1,000
전사업장 임금총액

지출예산총액＝총수입보험료

나. 위험등급을 고려한 보험요율체계

하지만 실제 개별기업에 대한 요율산정시에는 이러한 전산업에 대한 일정한 기초율에 더하
여 각 사업장별로 일정 위험률에 대한 등급이 주어진다. 독일은 35개의 BG에 의해 전산업이 약
600�700개 정도의 위험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 위험등급은 독일의 산재보험 요율
산정에 있어서의 특징 중 하나로서 이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총액에 비해 얼마나 많은 보험수급
이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 예로 도소매 산업의 BG는 동 산업에 속한 전사업장
을 26개의 위험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등급은 매 6년마다 과거 5년 동안
의 경험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재산정된다.

1) 위험등급
집단별 위험등급분류는 기본적으로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지급금의 비율에 기초하여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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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예는 집단별 위험등급의 산출방식과 산출의 실제 예를 보이고 있다.
<표 1> 집단별 위험등급의 산출방식
업종

산재비용

임금총액

위험등급

1

4,000

4,000

1.0

2

6,000

3,000

2.0

3

8,000

2,000

4.0

4

9,000

3,000

3.0

<표 2> 집단별 위험등급 산정의 실제 예
업종

보상금 지급액

임금총액

위험등급

음

식

189,644.0

81,159.0

2.3

섬

유

99,028.4

62,069.4

1.6

4,310

441.7

9.8

자동차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납부금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된다.

개별기업의 납부금＝사업장별 임금총액×위험등급 납부기초율×

1
1,000

여기서 납부기초율은 위험등급에 의해 조정된 수치이다.

납부기초율＝

지출예상총액 1,000
Σ (기업 i 의 임금총액 기업 i 의 위험등급)
i

(위험을 고려한) 납부단위＝Σ (기업 i 의 임금총액 기업 i 의 위험등급)
i

101
>> 2004년 겨울

즉, 이는 위험등급에 의해 임금총액을 조정한 후의 납부단위액이라 할 수 있다.

2) 요율산정의 기본원칙
이러한 보험요율 산정체계를 통하여 ① 이해가능하고, ② 종합적이며, ③ 투명한‘합리적인
요율산출’
을 시도하고 있다.

3) 고정비용
이와 더불어 고정적인 사업비는 전업종에 대해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으며 이는 총수입보험
료의 규모를 변동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산정하고 있다.

4) 개별사업장의 요율에 대한 할인∙할증
개별사업장 요율에 대한 할인∙할증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및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즉, ① Bonus/Premium 또는 Surcharges/Fines는 각각 또는 이 둘의 조합은 합리적
인가? ② 재분배의 크기는 적당한가? ③ 관찰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등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위험등급에 대한 고려 유무와 더불어 평균비
용 또는 점수제도는 합리적인가? 어떤 종류의 재해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직업관련 질병에 대
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Ho'herer Gewalt
(Superior force)에 의한 재해 등에 대한 고려를 할 것인지? 영세기업에 대한 제외문제 및 특별한
사건에 대한 제외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결정을 위한 연구조
사가 상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표 3>과 같은 요율의 조정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요율체계의 효율성을 유지한 결과 독일에서는 업종별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의 노력
이 증가하는 등 요율체계의 합리성 제고에 따른 고용주 스스로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유인이
증가되고 있다. 즉, 요율체계의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에 따른 위험관리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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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험요율의 조정내용
위험기준 요율
- 업종관련 요율(5년 관찰치 기준)

할인절차
-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대한 고려

�재해율 추이에 따른 지속적인 조정

�2년간의 관찰치에 기초한 고려

�과거 5년간에 걸친 지급금 고려

�all or nothing의 원칙(주어진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교통재해 및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Ⅴ. 시사점
미국과 독일은 각각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형태로 산재보험이 발달해 온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산재보험의 운영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주정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6개주4)를 제외하고는 민영보험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민영보험과 주정부에 의한 보험계
획과의 경쟁적인 구도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산재보험의 요율을 약 600여종의
업종구분에 따라 평균적으로 산정되는 매뉴얼요율 체계와 더불어 여러 형태의 개별요율 체계
에 의해 주로 할인해 주는 요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요율체계의 사회적 연대성에 관해서는 미
국은 이러한 연대성의 적용을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민영보험과 주정부 보험간
의 경쟁적인 구도에 의한 산재보험 운영방식하에서는 정부와 민영회사간에 불량리스크에 대한
수입보험료 비례의 공유 등의 형태로 연대성이 적용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35개의 고용주보험제도(BG)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전산업이
약 600�700종의 위험등급으로 나뉘어져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위험등급별 보험요율이
할당된다. 독일에서는 요율체계의 사회적 연대성의 관점에서 해당요율이 평균요율에 비해 일

4) 네바다,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의 주에서는 민간보험사에 의한
산재보험의 운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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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도(약 4�5배)를 초과한 요율대상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비용을 전체 업종으로 분산시켜
주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요율에 대한 할인∙할증체계에 대한 연구 및 개선을
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제도를 살펴볼 때, 산재보험 요율의 산출 및 적용을 위한 기본적 체제는 비록 다
르지만 이들 선진국에서의 공통적인 사항은 기본적인 요율체계에 있어서의 업종 또는 등급분
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민영보험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산재보험에 대
한 개별 경험요율체계가 더욱 잘 발달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체제하의 독일에서는 사회적 연대
성의 적용원칙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우리나라 산
재보험 요율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종분류 체계의 합리성 제고 및 개별요율 체계의 정교성
제고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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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Ⅲ

이인재*

Ⅰ. 서 론
최근 들어 사회 전반의 정보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새로운 지급
결제수단의 출현으로 기존의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잘 정비된 수납체계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금수납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산재보험이 도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1) 고용∙산재보험의 수
납체계에 관한 연구는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그동안 기금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현행 수납체계의 실무상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으로는 허재준(2001)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기존의 논의들은 현행 수납체계의 유지
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고용∙산재보험의
수납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단순한 개선방안 강구의 수준을 넘어 현행 수납체계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의
수납체계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수납체계에 관련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eeinjae@kli.re.kr).
1)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4년,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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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수납체계의 수립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Ⅱ.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의 이론적 분석

현행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납체계를 구
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납체계는 ① 보험정보 수집의
주체와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 ② 보험료 산정의 주체 ③ 보험료의 선납∙후납 여부 ④ 보험정
보 및 보험료 수납정보의 전달매체 등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 이들 요소가 어떻게 결
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특정 수납체계의 성격이 결정된다.

가. 보험정보 수집의 주체와 수집되는 정보의 양

수납체계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보험정보 수집의 주체와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이다.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보험 운영자는 이 정보에 근거하
여 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운영자(근로복지공단)가 알고 있거나 취합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사업주)에 관한 정보가
실현가능한 수납체계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누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수집)하고 또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수집)하는가 하는 점이다. 2)
우선 보험 가입자에 관한 보험정보 수집의 주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업주가 자신에 관한 보험정보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
2) 본 연구는 수납체계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허재준, 2001)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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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업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할 경제적 유인을 가
지고 있지 않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불성실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보험정보 수집체계에서는 신고 회피와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문제가 된다. 한편 보험 운영자가 보험 가입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보험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진신고에서와 같은 정보 은폐의 문제는 사라지지만 정확한 보험정
보 수집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험정보 수집의 주체는 두 방식의 상대적
비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얼마나 수집할 것인가 하는 보험정보의 내용과 양의 문
제도 보험운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현행처럼
적용단위 사업장에서 지출된 임금의 총액과 사용근로자수만을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
의 임금 및 고용정보를 개인별로 신고하게 하여 개인별 임금정보에 기초한 DB를 구축할 것인
가가 문제된다. 이 논의는 지금까지 현행 자진신고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주의 신고 회피
를 줄이고자 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다음에 논하는 보험료 산정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 보험료 산정의 주체

수납체계를 특징짓는 두 번째 구성요소는 보험료 산정의 주체이다. 이는 보험 가입자(사업주)
가 보험료를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보험운영자(근로복지공단)가 보험료를 산정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사업주가 보험료 산정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
의 양이 매우 적고 또한 보험료 산정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업주에 의한 보험료
신고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정보(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임금 내역, 보험료율,
상시근로자의 정의, 중소사업자 해당 여부 등)를 사업자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허재준, 2001). 반면 보험 운영자가 보험료 산정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의 신고를 통해, 또는 보험 운영자의 자체 수집을 통해 파악된 보험 가입자에 관한 정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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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보험운영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상의 수납체계의 두 가지 특징적 요소, 즉 보험정보 제공의 주체와 보험료 산정의 주체를 조
합해 보면 선택 가능한 네 가지의 수납체계가 도출된다. 이것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자진신
고∙납부제도는 사업주가 보험정보와 보험료를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반대
로 전면적인 부과고지제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정보를 수집하고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
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진신고에 근거한 부과고지제도는 사업주가 보험정보
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된 정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 마지막으로 실사에 의한 자진납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가지고 있고, 사업주 역시 스스로 자신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들 중 어떤 것을 새로운 수납체계의 기본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
안들 중에서 정보의 수집 및 보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의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보비용이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일종으로서 정보
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효율적인 수납체계가 충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는 정보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보험운영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보
험 가입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보험 운영자가 이를 수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는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도
보험료의 산정 절차가 복잡하여 보험 가입자가 이를 산정해 내는 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면
보험 운영자가 이를 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험 운영자의 보험정보 수집비용이
크고 보험료 산정 절차가 간단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제도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면적
인 부과고지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 운영자의 보험정보 수집비용이
<표 1> 보험정보 수집과 보험료 산정의 주체에 따른 수납체계의 분류
보험정보수집의 주체
보험료 산정의 주체

보험 가입자
(사업주)

보험 운영자
(근로복지공단)

보험 가입자(사업주)

자진신고∙납부제도

실사에 의한 자진 납부제도

보험 운영자(근로복지공단)

자진신고에 근거한 부과 고지제도

부과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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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보험료 산정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에 근거한 부과고지제도가, 그 반대의 경우
에는 실사에 의한 자진납부제도가 보다 효율적이다.

다. 보험료의 선납∙후납 여부

수납체계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보험료의 선납∙후납 여부이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의 경
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보험연도 초에 납부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보험연
도 말 혹은 다음 보험연도 초에 사후적으로 실제 지불된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납부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납방식에서는 보험료가 실제 지불된 임금총액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반
드시 사후적인 확정∙정산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납방식에서는 투명하고 간명한 보
험료의 확정∙정산 절차가 요구된다. 후납방식에서는 실제 지불된 임금총액을 근거로 보험료
가 산정될 것이므로 사후적인 확정∙정산의 절차가 필요 없다.
선납제도의 경제적 근거는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보험 계약의 성
실한이행을담보한다는데있다. 고용∙산재보험은국가와사업주간의제3자(근로자)의위험인수를
위한계약의형태를취하고있다. 사업주는고용하고있는근로자를위해보험료를납부할의무가있
고,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이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법에 규정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그런데 계약에는 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따른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채무의 불이행이 자신에
게유리할경우언제든지계약을파기할경제적유인을가지고있다. 따라서계약에는통상적으로계
약당사자들의성실한채무이행을담보하기위한여러가지수단이마련되어있는것이보통이다.
채무이행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산재보험은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산
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보험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국가의 채무불
이행 확률이 매우 낮다. 또한 강제적용에 기초하여 소급적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의 특성상,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의
위험인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근
로자의 위험을 인수한다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채무이행, 즉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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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납제도는 사업주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하는 효과적
인 수단이다. 보험료를 후납하게 한다면 일단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법상의 가입의무를 이
행한 사업주가 보험연도 말에 가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후납
제도는 특히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불분명한 휴∙폐업 사업장에서의 보험료 미납
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
(opportunistic behavior)의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선납제도가 후납제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3)
선납방식은 자진신고∙납부제도와 잘 부합한다. 보험료 산정에 많은 정보가 요구되지 않지
만 보험 운영자가 이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일단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신고하게
하고 보험회기 말에 이를 정산하도록 하는 선납방식은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커다란 불편을 주
지 않으면서도 사업주의 보험료 축소신고 여부에 관한 보험 운영자의 사후적인 조사를 용이하
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는 반대로 후납방식은 부과고지에 잘 어울리는 제도이다. 보험 운영
자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번거로운
확정∙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 보험정보 및 보험료 수납정보의 전달매체

수납체계의 마지막 구성요소는 보험정보 및 보험료 수납정보의 전달매체이다. 보험 운영자
와 보험 가입자 사이의 보험정보의 흐름을 무엇을 통해 매개하는가는 수납체계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보험 가입자가 정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험 운영자가 산정된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전달매체를 이
용하는가의 여부는 보험운영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3)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이란 거래의 당사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완전한 정
보 또는 왜곡된 정보 등을 이용, 거래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위반하여 행하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
행위를 말한다. 기회주의적 행동은 계약이나 경제 조직에 있어 통제(governance)의 문제를 야기한다.
계약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을 포함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방지를 위한 여러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Williamson(1983, 198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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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보험료의 고지∙납부와 관련한 전자매체의 사용 여부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수
납체계 구성에 있어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종래에는 보험정보의 신고나 고지가 주로
우편 또는 인적 배달에 의한 물리적 방식(physical presentment)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컴퓨터
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자우편(e-mail)과 전자사서함 등의 전자적 고지(electronic presentment)
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보험료의 납부방식에 있어서도 납부고지서, 수납장표 등을
이용한 우편납부, 지로납부, 직접납부 등 물리적 납부(physical payment)와 함께 자동이체, 폰 뱅
킹, 인터넷 뱅킹 등의 전자적 납부(electronic payment) 방식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납체계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것이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서비스 또는 EBP(Electronic Bill Presentment or Electronic Bill Payment)서비스의 개념
이다. EBPP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고지(presentment)와 납부
(payment)를 하나의 프로세스(process)로 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EBPP서비스는 납부자가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각종 공과금 및 요금의 청구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계좌이체, 신
용카드 등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기반의 고지 및
납부서비스를 말한다(박재석∙김태형, 1999; 장진성, 2003). 기본적인 EBPP서비스는 ① 징수
기관이 이메일을 통해 고지 사실을 통지하고 ② 납부자는 징수기관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③ 인터넷상에서 전자지급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④ 납부자 거
래 금융기관을 거쳐 징수기관 거래 금융기관으로 결제 정보가 전송되고 ⑤ 징수기관 거래 금융
기관은 결제 정보를 확인한 후 징수기관에게 결제 완료를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4)

4) EBPP서비스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에
서는 그 활용도가 아직 미미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료, 도시가스 이용료, 그 밖의 각종 사용료
등의 수납에 EBPP서비스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EBPP서비스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언제, 어디서
나, 모든 종류의 고지를 한 자리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일괄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납부가 가능
한 통합성,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모두 갖춘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납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시공 제약의 극복)에서, PC, PDA, ATM 등 가장 편리한 채널을 이용하여(통합성), 자신이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를 원클릭으로 처리하고(일괄성), 납부자
의 개인통합자산관리시스템 등과 연계(연계성)된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진성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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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P서비스는 고지와 납부 중 한 가지만 전자적 수단에 의해 실행되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수
단에 의해 처리되는 고지∙납부 형태를 의미한다. 징수기관이 청구서를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우송하고 납부자는 은행창구에 가는 대신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불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
다. 또한 고지와 납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EBPP에서와 같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EBP서비스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징수기관으로부터 이
메일 청구서를 받고, 자신의 주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
해 징수기관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지불하는 방식은 고지와 납부가 분리된 프로세스로 일
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전자고지보다는 전자납부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현이 용이하
고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BP서비스는 Electronic Bill Presentment의 의미보
다는 Electronic Bill Payment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지(신고)∙납부에 있어 전자매체의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납체계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 따르면 전통적인 물리적 고지(신고)∙납부 방식에 의존하는 수납
체계 이외에도 전자적 수단을 고지(신고)나 납부의 어느 한쪽에만 이용한 수납체계 및 양자 모두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수납체계의 구성이 가능하다. 과연 어느 방식을 수납체계의 근간으로 삼을
<표 2> 고지(신고)와 납부 형태에 따른 수납체계의 분류
납부형태
물리적

고지(신고)형태
물리적

전자적

우편 + 장표

전자적
EBP(전자납부)
우편＋계좌이체

EBP(전자고지)

EBP

이메일

이메일＋계좌이체

웹사이트＋장표

EBPP(전자고지∙납부)

무선단말기

인터넷 납부

주 : EBP는 Electronic Bill Presentment(전자고지) 또는 Electronic Bill Payment(전자납부)의 약자이며,
EBPP는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전자고지∙납부)의 약자임.
자료 : 장진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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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는 사회의 정보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전자적 고지(신고)∙납부 방식의 광
범위한 활용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의 정보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면 보험운영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전자매체의 활용은 고지와 납부에 소요되
는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의 수납체계를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현행 수
납체계의특징은①자진신고②자진납부③보험료의선납④물리적고지∙납부제도로요약된다.
현행 고용∙산재보험의 수납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업주에 의한 사업장의 임금총액
의 신고와 사업주에 의한 보험료 산정이라는 자진신고∙납부제도에 있다. 사업주는 매 보험연
도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임금총액을 추
정하여 보험료 신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보험료를 자진납부해야 한다. 단,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
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한다(고용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이렇게 사업주가 신고하는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는 사업주가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5) 보험료율은 정부가 매년 결정하여 공포하므로6) 실제로 사업주에게 신고하

5) 즉, 개산보험료는다음과같은간단한공식으로산출된다. 개산보험료당해연도추정임금총액보험료율.
6))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
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고용정
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용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
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법에 의해 소요되는 기타
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한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114
산재보험포럼 <<

도록 요구되는 정보는 당해 사업장의 임금총액 추정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고용∙산
재보험은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산정 역시 비
교적 쉽게 계산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와 성격은 수납체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자진신고∙납부제도를 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하는 데 드는 비용인 신고비용(reporting cost)이, 근
로복지공단에는 보험료의 신고가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데 드는 비용인 감사비용
(audit cost)이 발생한다. 부과고지제도에서는 사업주의 신고비용은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복지
공단이 개별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지급액을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비
용인 조사비용(examination cost)과 부과비용(assesment cost)이 발생한다. 만약 자진신고∙납부
제도에서의 신고비용과 감사비용의 합이 부과고지제도에서의 조사비용과 부과비용의 합보다
훨씬 적다면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진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효
율적인 수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정
보제공 주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경제원칙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측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정보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현행 자진신고∙납부제도는 수납체계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의 수납체계의 두 번째 특징은 보험료의 선납 및 확정∙정산제도이다.
사업주는 당해 연도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한 경우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위에서 설명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보험관계가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분할납부
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은 사업주의 일시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일시납부
한 사업주에 대해서 5%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확정∙정산된다.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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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다(고용보험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확정보험료란 매 보험연도
의 초일(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전날까지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7) 만일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초과 금액을 반환받고, 납부
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험료의 선납 및 확정∙정산제도는 현행 고용∙산재보험의 자진신
고∙납부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업주에게 개략적인 보험정보만을 요구하고 이에 기
초하여 보험료를 신고하게 하는 체계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를 일단 선납하도록 하고
후에 실현된 정확한 보험정보를 토대로 보험료를 확정적으로 신고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부과고지체계
에서는 확정∙정산의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보험료를 보험연도 초에 미리 징수할 이유도 없다.
마지막으로 보험정보 및 보험료 수납정보의 전달매체 측면에서 보면 현행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는 물리적 고지∙납부에 크게 의존하는 수납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험관계 및 보험료
신고의 경우 사업주의 약 70% 정도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다. 근로복지
공단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활용되고 있고,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 등 전자문서교환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체계8)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
다.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는 대부분 물리적 방식, 즉 고지서의 우편 송달이 그 주를 이룬다.
보험료의 납부 역시 수납장표에 의한 납부라는 물리적 방식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창구를 통한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사무조합(고용보험 172개

7) 즉, 확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산출된다. 확정보험료＝실제 지급한 임금총액×보험
료율.
8) 전자문서교환(EDI)은 우편이나 인편 등을 통해 주고받던 각종 문서를 컴퓨터 통신으로 교환하는 새로
운 통신 형태를 의미한다. EDI의 효과로는 문서작성상의 오류방지, 업무처리기간의 단축, 운영인력의
감축 및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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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험료 납부방법에 따른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금융기관

전체

기타방법

창구수납

소계

카드납부

전자납부

사무조합

전체

5,458,951

4,567,114

891,837

482,000

35,226

374,571

고용보험

2,743,326

2,318,227

425,009

234,600

16,380

174,119

산재보험

2,715,625

2,248,887

446,738

247,400

18,886

200,452

비율(%)

100%

83.7%

16.3%

8.8%

0.6%

6.9%

자료 : 근로복지공단(2002년 12월 현재).

<표 4> 국민연금 등의 전자고지 및 납부이용 실적
(단위 : 건)
전자고지 및
납부(EBPP)

장표 고지 및 인터넷 납부(EBP)
금융결제원 웹사이트 납부

은행 웹사이트 납부

국민연금

9,607

-

-

건강보험

2,027

-

-

보험료

16

1,791

1,968

물품대금

48

26,356

20,639

도시가스

3,333

30,675

29,800

사용료

17,738

38,411

30,280

부금

8

383

449

회비

-

9,968

6,382

학자금

-

430

196

신문대금

2

22,622

18,029

32,779

125,622

107,743

전체

자료 : 금융결제원 내부자료(2003년 1월 한 달간의 이용통계임).

소, 산재보험 171개소)을 통한 납부가 전체의 90% 차지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으
로 전자납부(인터넷 뱅킹, ARS) 방식과 신용카드 납부가 도입되었지만 보험료 납부 금액에서

117
>> 2004년 겨울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의 전자매체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비단 고용∙산재보험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전
자적 매체를 이용한 보험료 수납비율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신고
와 납부에 전자매체를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업주가 선택할 문제이다. 다만 앞으로 전자매
체를 이용한 EBP서비스와 EBPP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증할 것이 확실시되고 수납행정의 효
율화의 측면에서도 전자매체의 활용의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매체를 이
용한 수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전자적 수납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배
가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행 수납체계는 ① 자진신고 ② 자진납부 ③ 보험료의
선납 및 확정∙정산 ④ 물리적 고지∙납부라는 네 가지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수납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현행 수납체계의 특징들을 새로 정립될 수납
체계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분석되어야 할 것이 앞
의 <표 1>에 제시된 대안적인 수납체계들의 경제적 효율성이다. 특히 수납체계의 효율성과 관
련하여 이슈가 되어 온 것은 현행의 자진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중 어느 것이 우월한
제도인가 하는 것이다.
자진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모두 수납체계의 운영에 관련되는 거래비용이 발생한
다. 고용∙산재보험 관계를 국가와 사업주간의 보험계약 관계로 의제한다면,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한 비용으로서는 정보비용(information cost), 집행비용
(enforcement cost), 수납처리비용(cost of collecting payments) 등을 들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에서의 정보비용이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험정보의 수집 및
보험료의 산정에 수반하는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이다.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비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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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격은 수납체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진신고∙납부제도에서는 사업주가 보험
정보 제공의 주체가 되므로 사업주의 신고비용(reporting cost)이 정보비용의 주를 이룬다. 이는
사업주가 임금총액을 추정하고 자신의 보험료율을 숙지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를 근로복
지공단이 요구하는 일정한 형식에 맞춰 작성∙신고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부과고지제도에서
의 정보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부과할 보험료
를 산정하는 데 드는 부과비용(assesment cost)이다.
집행비용이란 사업주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강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법 집행
의 방식은 어떤 수납체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부과고지제도에서는 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을 파악하고 이들이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미납자에 대한 강
제조치를 취하는 조사비용(examination cost)이 발생한다. 반면 자진신고∙납부제도에서는 법
집행기관이 사업주가 신고한 보험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적게 신고한 보험료를 추
징하거나 미신고 사업장을 찾아내어 보험료를 징수하는 감사비용(audit costs)이 발생한다.
자진신고∙납부제냐, 아니면 부과고지제냐 하는 제도의 선택은 선험적 기준에 의한 일률적
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징수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비용요인들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부과고지제도는 보험료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보험료의 징수에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정보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자진신고∙납부제에서는 보험료의 수입이 줄어
드는 반면, 제도운영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저렴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진신고∙납부제냐 아
니면 부과고지제냐의 선택은 부과고지제도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거래비용이 부과고지제도에
서의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보다 큰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제도가 바
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험료의 추가 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가
부과고지제도의 운영에 수반되는 높은 거래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부과고지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는 부과고지제도가 거래비용은 많이 들지만 보험료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
도인 반면, 자진신고∙납부제도는 보험료의 수입은 적지만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라는 점
에서 오는 당연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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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가입 사업장

미가입 사업장

평균

번거롭고 귀찮음

42.0

16.0

29.0

실제 도움이 안됨

19.0

36.0

27.5

3.0

5.0

4.0

필요성을 모름

벌칙집행력 부족

20.0

32.0

26.0

기타

16.0

11.0

13.5

주 : 표본수는 200개임.
자료 : 임동진,「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규제순응도조사」
, 2002.

일반적으로 부과고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자진신고∙납부제도에 수반하는 거래비
용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에서는 보험 운영자가 모든 보험가입 대상자를 빠짐없
이 조사하여 사업주의 회계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인 사
업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 운영자는 보험가입 대상자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감사하여 벌금을 부과하면 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보다 거래비용이 클 가
능성이 높다. 만약 적정한 집행방식을 통해 자진신고∙납부제도에서의 신고율을 일정수준 이상
으로 유지한다면,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자진신고∙납부제도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부과고지제도보다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부과고지제도가 자진신고∙납부제도가 보
다 효율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보험료 자진신고비용이 매우 높다고 가정해
보자. 높은 신고비용으로 인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높은 신고비용은 사업주의 보험
료 신고∙납부의 유인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부과고지로 인한 보험료 수입액의 증가가 상대적
으로 커진다. 둘째, 높은 신고비용은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거래비용절감이
라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이익을 상쇄한다. 결국 보험료 신고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자진신
고∙납부제도보다는 부과고지제도를 택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된다.
실제로 사업주의 특성에 따라 신고비용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실증 자료
가 존재한다. 임동진(2002)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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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사업주의 29%가 고용보험 가입∙신고의 절차나 내용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다(표
5 참조). 특히 가입∙신고 절차를 경험해 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42%가 절차나 내용이
복잡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영세사업주들의 보험료 신고비용이 예상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만약 영세사업주, 특히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의 신고비용이 매우 크다면 이들에게는 자진신고∙납부제도보다는 부과고
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자진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신고비
용이 높은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전제로 한 부과고지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납체계의 개편방안이라고 생각된다.9)

Ⅲ. 현행 수납체계의 개편방향
이상의 분석에서 명확해진 바와 같이 현행 고용∙산재보험의 수납체계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현행 수납체계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 및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자진신고하
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한 보험정보를 직접 수집할 경우 수반되는 정보비
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자진신고에 따르는 신고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산정시
요구되는 정보를 비교적 단순한 정보인 추정 임금총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진∙
신고납부제도는 대체적으로 보험 운영과 관련된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의 거래비용을 최소화
하여 보험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사업주가 보험료를 보험연도 초에 선납하게 하고, 다음 보험연도 초에 이를 다시 확정하

9) 자진신고∙납부제도에 근거하면서 영세사업장에 대해 부과고지를 도입하는 이원적인 체계가 오히려
보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경
우 보험료 부과를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예를 들어, 산업별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에 기초 일률적으
로 부과하여 사후에 정산하도록 한다면 부과고지제도에 따른 보험 운영자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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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산하게 하는 것은 당연적용제도10)와 자진신고제도에 따르는 보험료의 미납이라는 사업주
의 기회주의적인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고용
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고용∙산재보험법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된다. 보험료를 후납하게 할 경우 사업주는 우선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이 인수된
후에는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하거나(분납의 경우) 아예 납부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자진신고∙납부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후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와 보험료를 신
고만 하고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수가 증가하여 기금 수입액이 감소될 것이다.
현행 수납체계의 원칙이 효율성에 근거한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곧 현행 수납
체계가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에
의거하고 있는 현행 수납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조한 자진신고율의 문제이다. 보험가입 대상 사업주들을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부과고지제도와는 달리 현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수납을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 및 납부에 의존하고 있다. 자진신고∙납부제도에서는 보험료
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이 사업주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감사비용(audit costs)이 발생하므로 전사업장을 감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신고 사업장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결국 현행 자진∙신고납부제도의 부과고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은 신고율의 제고와 미신고 사업장의 효과적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 여부
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수납체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보험료 신고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사업주가 보
험료 신고시에 처리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양이 임금총액과 보험료율로 비교적 간단하기는 하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비용이 상

10) 고용보험법 제9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고
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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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개산보험료의 선납과 보험료의 확정∙정산에 따른 확정보험료
의중복신고의문제도소규모영세사업장의신고비용을높이는추가적인요인이라고할수있다.
새로운 고용∙산재보험의 수납체계는 수납행정과 관련된 각종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
편∙정립되어야 한다. 경제적효율성의관점에서비추어볼때다음과같은개편방향을제시할수있다.
첫째, 새로운 수납체계는 자진신고∙납부제도에 기초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 정
보를 개인별로 신고하게 하여 개인별 임금정보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부과고지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막대한 행정비용을 들여 가며 보험료
를 부과고지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정보는 정보를 가장 적은 비
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가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수납체계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산정
하는 현행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험료의 선납과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의한 확정∙정산제도 역시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좋다. 최근 고용∙산재보험의 적용근로자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산재보
험의 경우 피재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유도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보험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11) 따라서 새로운 수납체계는 사업주의 보험
료 납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선납제도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료의 신고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의 발생(표 6 참조)
은 자진신고∙납부제도가 지니고 있는 불가피한 비용의 하나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업종, 사업규모, 사업주의 인적 특성 등을
포함한 미신고 사업장의 특성에 대한 실증연구12)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미신고 사업
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신고∙미납부시의 가산금 부
과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과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11) 고용보험의 재정추계에 관해서는 허재준∙김동원∙성재민(2002), 산재보험의 중장기 재정추계에 관
해서는 김호경(2001) 참조.

123
>> 2004년 겨울

<표 6> 보험료 신고율
(단위 : 개소, %)
고용보험

신고내역

산재보험

신고대상

신고

신고율

신고대상

신고

신고율

790,608

535,774

67.8

919,912

607,494

66.0

자료 : 근로복지공단(2003. 3. 11. 현재).

<표 7> 규모별 적용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체

점유비율

5인 이상

282,516

353,534

636,050

34.8

5인 미만

543,015

648,729

1,191,744

65.2

전체

825,531

1,002,263

1,827,794

100

자료 : 근로복지공단(2002. 12. 31. 현재).

넷째, 사업주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신고비용을 낮추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경우(표 7 참조) 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율 등
의 정보를 숙지하고 보험료를 신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단 개산보험료를 부과고지하고 사업주가
다음 연도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확정∙정산하도록 하는 형태의 변형된 부과고지제도 도입
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12) 미국의 소득세 수납체계는 우리의 고용∙산재보험의 수납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자진신고∙납부제
도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의 개산보험료와 비슷하게 원천징수(withholding)의 형태로 소득세를 선납하
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국세 행정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8.3%에 달하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고 신고한 납세자의 약
40% 정도가 과소 신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회피 및 과소 신고에 관한
연구는 Andreoni∙Erard∙Feinstein(1998)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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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재보험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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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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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재진료비 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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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간호(보상)급부의 한도액 인하

Ⅴ. 적용대상: 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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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재보험률 개정 관련 자료

2. 각종 질병 인정기준 개정

3. 노재진료비 산정기준 개정

4. 간호(보상)급부의 한도액의 인하
5. 법인대표자 등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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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개정 노동재해 보험률표

노동재해 보험율표
‘개정
(
후’
는 2003년 4월 1일부터)
노동재해 보험률

사업 종류의
분류

사업의 종류

임업

어업

광업

건설사업

제조업

현행

개정 후

현행 목재벌출업

1,000분의 133

1,000분의 59

현행 그 외의 임업

1,000분의 39

해면 어업(정치망 어업 또는 해면 어류 양식업 제외)

1,000분의 56

1,000분의 52

정치망 어업 또는 해면 어류 양식업

1,000분의 42

1,000분의 40

금속 광업, 비금속 광업(석회석 광업 또는 드로마이트
광업을 제외) 또는 석탄 광업

1,000분의 89

1,000분의 87

석회석 광업 또는 드로마이트 광업

1,000분의 57

1,000분의 53

원유 또는 천연가스 광업

1,000분의 9

1,000분의 7

채석업

1,000분의 71

1,000분의 69

그 외의 광업

1,000분의 35

1,000분의 32

수력발전 시설, 수행도 등 신설 사업

1,000분의 133

1,000분의 129

도로 신설 사업

1,000분의 31

1,000분의 29

포장공사업

1,000분의 19

1,000분의 17

철도 또는 궤도 신설 사업

1,000분의 34

1,000분의 30

건축사업(기설 건축물 설비공사업 제외)

1,000분의 20

1,000분의 17

기계 장치의 조립이라고 또는 설치의 사업 1,000분의 14
1,000분의 15기설 건축물 설비공사업

1,000분의 19

1,000분의 16

그 외의 건설사업

1,000분의 26

1,000분의 23

식료품 제조업(담배 등 제조업 제외)

1,000분의 9

1,000분의 7

담배 등 제조업

1,000분의 7

1,000분의 5.5

섬유 공업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1,000분의 6.5

1,000분의 5.5

목재 또는 목제품 제조업

1,000분의 23

1,000분의 21

펄프 또는 지 제조업

1,000분의 9

1,000분의 8.5

인쇄 또는 제본업

1,000분의 6

1,000분의 5

화학공업

1,000분의 7.5

1,000분의 6

유리 또는 시멘트 제조업

1,000분의 8.5

1,000 분의 7.5

콘크리트 제조업

1,000분의 18

1,0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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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보험률

사업의 종류의
분류

사업의 종류
도자기제품 제조업

제조업

운송업

개정 후

1,000분의 18

1,000분의 17

그 외의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1,000분의 26

1,000 분의 25

금속 정련업 (비철금속 정련업 제외)

1,000분의 8

1,000분의 7

비철금속 정련업

1,000분의 10

1,000분의 8

금속재료품 제조업 (주물업 제외)

1,000분의 11

1,000분의 10

주물업

1,000분의 20

1,000분의 18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양식기, 칼날, 수공도구 등 제외)

1,000분의 16

1,000분의 14

양식기, 칼날, 수공도구 또는 일반 철물 제조업 (도금업 제외)

1,000분의 12

1,000 분의 10

도금업

1,000분의 10

1,000분의 8.5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선박 제조 또는 수리업 및 계량기, 광학 기계, 시계 등
제조업 제외)

1,000분의 8.5

1,000 분의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000분의 5.5

1,000 분의 5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선박 제조 또는 수리업 제외)

1,000분의 7

1,000분의 5.5

선박 제조 또는 수리업

1,000분의 23

1,000분의 22

계량기, 광학 기계, 시계 등 제조업(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제외)

1,000분의 5.5

1,000 분의 5

귀금속 제품, 장신구, 피혁 제품 등 제조업

1,000분의 6

1,000분의 5.5

그 외의 제조업

1,000분의 10

1,000분의 8

교통운수사업

1,000분의 6.5

1,000 분의 5

화물취급사업(항만화물취급사업 및 항만하역업 제외)

1,000분의 15

1,000분의 13

항만화물취급사업(항만하역업 제외)

1,000분의 20

1,000분의 17

항만하역업

1,000분의 35

1,000분의 31

1,000분의 5.5

1,000 분의 5

농업 또는 해면 어업 이외의 어업

1,000분의 13

1,000분의 11

청소, 화장 또는 과축의 사업

1,000분의 14

1,000분의 12

빌딩관리업

1,000분의 6.5

1,000 분의 6

창고업, 경비업, 소독 또는 해충 구제의 사업 또는

1,000분의 6.5

1,000분의 6

1,000분의 5.5

1,000분의 5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열공급의 사업
수도 또는
열공급의 사업

그 외의
사업

현행

골프장의 사업
그 외의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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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및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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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전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총공사”
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공작물(최
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
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
업일체를 말한다.
2.“총공사금액”
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
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
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
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원수급인”
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
하는 자를 말한다.
4.“하수급인”
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
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
를 말한다.
5.“총공사실적”
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
②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
에 불구하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
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
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
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
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 2(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4조의 2 제1항에
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
이라 한다)의 이전 등
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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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제2조 삭제<2004.10.29>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
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한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②법 제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통상
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
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하고, 단시간근로자, 근
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
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일급근로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
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
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
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주택건설사업
자”
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
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6. 생략
②생략
③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
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
용을 받는다.

제2조 삭제<2004.10.29>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
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
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
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
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
사금액(이하“총공사금액”
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
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개정 2004.10.29>
4~6.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
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
용을 받는다.<개정 2004.10.29>

135
>> 2004년 겨울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
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6.27, 2003.5.7>
1. 생략
1의 2.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3. 생략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
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10.29>
1. 현행과 같음
1의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개정 2004.10.29>

제13조 (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사업주”
라한
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
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2004.10.29>

제14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
급인이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2004.10.29>

제15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제2항 제4
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997.12.31,
2000.6.27, 2003. 5.7>
1. 사업주가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
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 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
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
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
연도 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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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
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⑤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
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요건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
아 이 법을 적용하며,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7.12.31>
제16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신
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각 성립일 또는 소
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
계소멸신고(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
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
업주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
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
지 산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2000.6.27>
③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
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2004.10.29>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1.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개정 2004.10.29>

제32조의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3
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
에 해당하는 신체장해”
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말한다.

제32조의 2 삭제<2004.10.29>

제5장 보험료
제52조 (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
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제5장 근로복지사업<개정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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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
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 납부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3. 기타 보험료 대행납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기타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 삭제<2004.10.29>

제52조의 2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법 제58조 제1항
전단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
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52조의 2 삭제<2004.10.29>

제53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
위) ①법 제5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
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
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사업주단체 등이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0.6.27>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사업주단체 등의 전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당해 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단체 등과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
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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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2004.10.29>

제54조 삭제<2004.10.29>

4. 사업주단체 등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5.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단체 등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 사본
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정관 또는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
시되어 있을 것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 등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
여 증명될 수 있을 것
3. 보험사무의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
이상 있을 것
③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 등(이하“보험사무조합”
이라 한다)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인가
받은 사항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각각 공
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55조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 보험사무
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받거나 보험사무의 위탁이 해
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56조 (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①공단은 보험사
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
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정
당한 사유없이 보험연도 중 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
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조합
및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 2 (청문) 공단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제55조 삭제<2004.10.29>

제56조 삭제<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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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57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공
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
중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 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
우에는 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
부금을 각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 중에 폐지신
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
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금액은 보
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80 이
상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
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6.27>
1.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
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
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
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
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
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당
해 사업주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
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2000.6.27>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⑤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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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삭제<2004.10.29>

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제
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징수비용교부
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
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의 규정
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
설 2003.5.7>
제58조 (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 등의 신고 등) ①보험사
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을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
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사무조합이 보험료신고서의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
처리한 후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공단에 납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7>

제58조 삭제<2004.10.29>

제59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법 제6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
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6.27>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의 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위탁관계서류
4. 징수비용 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5. 보험가입자에게 행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
지서류 및 영수관계서류
6. 국고수납대리점 등과 체결한 약정서

제59조 삭제<2004.10.29>

제60조 (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
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0조 삭제<2004.10.29>

제61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
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
서“주된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
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제61조 삭제<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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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62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 법 제64조에
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
업을 말한다. <개정 1998.6.24>
1.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 이상
(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을 제외한
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 중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제62조 삭제<2004.10.29>

제63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
정)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금액에 대
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
의 금액은 그 연도(이하 이 조에서“기준보험연도”
라
한다)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
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
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
한 금액
제63조 삭제<2004.10.29>
기준보험연도의
3
3년전
×
보험연도의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확정보험료액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
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
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
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
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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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
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신설 2000.6.27>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일로 본다. <신설 2000.6.27>
제64조 (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64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8
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
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보험료율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삭제<2004.10.29>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가입자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
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2004.10.29>

제66조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 ①법 제65
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
이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개정 2000.6.27>
③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
산보험료차액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 삭제<2004.10.29>

제66조의 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법 제65
조 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자”
라 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당
해 보험연도 중에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는 보험관계성립일 당시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66조의 2 삭제<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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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
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개정 2000.6.27>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
간이 6월 미만인 사업
3.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
액(이하“증가개산보험료”
라 한다)의 납부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업기간 또는 당해 보험연도가
만료되는 사업
③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
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
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
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
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의 개산보험료
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각 기별로 등분한 금액으
로 한다.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
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1997.3.27, 2000.6.27>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
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
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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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삭제<2004.10.29>

제69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
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
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
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삭제<2004.10.29>

제70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66조 제
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70조 삭제<2004.10.29>

제71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 삭제<2004.10.29>

제71조의 2 (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67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라 함은 공단이 보험가입
자에 대하여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
출된 자료가 현저히 신빙성을 결하여 보완을 요구하였
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7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특례) ①법
제68조 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
당하는 건설공사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
한다. 다만,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 결정
의 특례를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법 제68조 제1항의 경우에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
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액은 연도 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
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부터 연도 말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보험급
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제71조의 2 삭제<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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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
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1.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2.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도 지급해야 할 보험급
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
의 다음날
③법 제68조 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별표 8의 증감률을 말한다.
④공단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하 또
는 인상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74조 (보험료 등 과오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
법 제69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
라함
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
험료 기타 징수금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
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
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개산보험료 및 법 제67
조 제1항 및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
서 과오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③공단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
과오납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④법 제6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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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삭제<2004.10.29>

제75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70조 단서에서“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
한다. <개정 1997.12.31>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기
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제76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①공단은 법 제71조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
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로 징수한다.<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60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6.27>
③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가산금,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하는 금액 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보험금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
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77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
가입자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 삭제<2004.10.29>

제76조 삭제<2004.10.29>

제77조 삭제<2004.10.29>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
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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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한다. <개정 2000.6.27>
②법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
의 징수는 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
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
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
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간
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
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
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
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
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
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6.2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
한다. 다만, 징수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27>

제78조 삭제<2004.10.29>

제79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74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삭제<2004.10.29>

제79조의 2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
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
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제79조의 2 삭제<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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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79조의 3 (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
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
음할 수있다. <개정 2000.2.14>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
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본조신설 1997.12.31]

제79조의 3 삭제<2004.10.29>

제79조의 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
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
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② 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79조의 4 삭제<2004.10.29>

제79조의 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74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
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
한 것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0.2.14>
[본조신설 1997.12.31]

제79조 5 삭제<2004.10.29>

제80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
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
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

제80조 삭제<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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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공단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기타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
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
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 2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공단은 법
제7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
험료 등(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본조신설 2000.6.27]

제80조의 2 삭제<2004.10.29>

제81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
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
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세
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분
임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3.5.7>

제81조 삭제<2004.10.29>

제82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①공단은 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
또는 승인이 된 때에는 사업장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
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82조 삭제<2004.10.29>

제82조의 2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개정 2004.1.29>)
①~④ 생략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
거나 해당 장해급여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
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⑥ 생략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
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150
산재보험포럼 <<

제82조의 2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①~④ 현행
과 같음
⑤공단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
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장해급여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
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⑥현행과 같음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
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직원 중에서 기금출
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
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1.29>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과 수
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이
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
정 2004.1.29>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이사 및 기금
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
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
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
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
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
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
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
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
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
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ㆍ기금출납공무원
ㆍ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
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출
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
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재
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
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
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90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
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
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
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
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0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
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
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
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
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
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
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
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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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
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
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
를 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7조 (보고 등)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근로
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113조 (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
여 보험급여 또는 반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13조 (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
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113조의 2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제
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 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65조 내
지 제66조의 2,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법 제
10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
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제113조의 2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 지급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 2 내지 제33조, 제36
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법 제
10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29>

제113조의 3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
4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
라
함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
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제113조의 3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05조
의 4 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헙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주
2.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
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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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생략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

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14일 이

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

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

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

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 2004.12.31>

153
>> 2004년 겨울

산재보험 통계
I. 산재보험 적용현황
<부표 1>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현황
사 업 장

근 로 자

(단위 : 개, 명)
사 업 장

[부도 1]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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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II. 산재보험 징수현황
<부표 2> 연도별 산재보험 징수현황
(단위 : 원, %)
전 체
징수결정액

수납액

보 험 료
수납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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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의 계속
기타징수금
징수결정액

수납액

기 타 수 입
수납률

징수결정액

주 : 징수결정액에 불납결손액 포함.
2004년부터는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금만 통계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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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

수납률

[부도 2] 연도별 산재보험 총징수결정액 및 총수납액 현황

[부도 3] 연도별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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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재보험 수지율
<부표 3> 연도별 산재보험 수지율
(단위 : 원, %)
보험료 등 수납액

보험급여

주 : 2003년부터는 기타 가산금 중 체납처분비, 부당이득금, 3자 구상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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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율
수지율

[부도 4] 연도별 산재보험 보험료 등 총수납액 및 보험급여액 현황

[부도 5] 연도별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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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재보험급여 현황
<부표 4> 연도별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지급 현황
(단위: 명, 건, 원, %)
전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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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건

체
금 액

요 양 급 여
증감률

수급자

지급건

금 액

장 해 급 여

휴업급여
수급자 지급건

일 시 금
금 액

수급자 지급건

연 금
금 액

수급자 지급건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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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의 계속
유 족 급 여
일 시 금
수급자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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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연금

연 금
금 액

수급자 지급건

금 액

수급자 지급건

금 액

장의비
수급자 지급건

상병보상연금
금 액

수급자 지급건

금 액

장해특별급여

간병급여

수급자 지급건 금 액 수급자 지급건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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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도별 산업재해율 현황
<표 5>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률
(단위 : 개, 명, %)
적용사업장수 대상근로자수

재해자수

주 : 1)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2)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
3) 강도율=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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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