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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은 먼저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공적보험의 보상 책임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
년에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개정되었으나 1976년부터 일반 국민보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1988년에야 일반 국민보다 사업장 근로자에게 먼저 시행되었고, 사
업장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적용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7
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일반 국민에 앞
서 사업장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사회보험제도 도입기에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구보다는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
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7년 이른바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
민주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사회보험
제도 개선, 정책결정 및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요구가 증
대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스마르크에 의하
여 1880년대부터 근로자건강보험(1883), 산업재해보상보험(1884),
생산직근로자 노령연금법(1889)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 달래기의 양면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
러나 그 이전에 이미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많은 자조기구
를 설치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였고, 후에 정부가 이들 모델에 기초
하여 사회보험입법(1880년대) 등 사회정책을 입안․실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성립된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
시기는 이전의 전제국가에서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 결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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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조가 변화하였고, 노동조합이 사회보험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주요 정치 영역은 사회정책이었
으며 노사의 자치운영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3제
국시대(1933～1945)에는 노동조합이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사회보
험은 정부가 임명한 관리자에 의한 운영으로 대체되었다. 제2차 세
계대전 패망 후 연합군에 의한 군정통치를 거치면서 1949년 노동조
합이 복원되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보험의 노사 자치
운영원칙이 사회법전(SGB: Sozialgesetzbuch)을 통하여 명문화되
었다. 독일통일(1990) 이후 구동독 주민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을 구
서독 주민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은 사회보험의 자치운영 과정을 통하여 이를 가능토록 하였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1920년대 근로자 질병보험법의 제정(1922)․
시행(1927)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연금 제도의 창설(1942)이 있었으
나 군부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의 준비․수행으로 보편화되지는 못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군정 통치기에 미군정에 의하여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과 실업보험법이 1947년 제정되었으며 1949
년에는 후생연금제도가 재건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은 재건기로 사
회보험법 제정에 대하여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후 노동조합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사회보험제도의 심의회 또
는 국회․정당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주장하였으며, 사회보험
제도의 재고․조정기(1975～1995)에 노동조합은 경제성장이 침체
된 가운데 임금인상과 생활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회보험의 구조개혁기(1995～현재)에 노동조합은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요구, 산재보험의 민영화 반대, 연금지급 개시연령 65세 인
상안 반대 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에「렌고 21세기 사회보장비전」
을결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독일 및 일본의 사회보험 발전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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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향후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운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보험 개혁의 주도적 역할 수행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보장에 대
한 입장 및 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은 먼저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공적보험의 보상 책임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 11월에 제
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
나 10여 년이 지난 1977년부터 일반 국민보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에게 우
선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민연금법도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15년이 지
난 1988년부터 일반 국민보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었고, 사업
장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1993년 법 제정 후 1995년부터 적용되었으
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일반 국민에 앞서 사업장 근로자
에게 먼저 적용되었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
으로서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다른 한편으로는 산
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업장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 예방,
일상생활에서의 질병, 퇴직 후의 노후생활에 대비한 노령연금 등의 필요
성 정도가 일반 국민들보다 시급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의 도입․시행 및 발전과정에 노동조합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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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동안 임금인상
및 기존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이 향후 사회보험․사회
보장 부문에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 과정에서는 일본 및 독일의 사회보험을 벤
치마킹하였다. 예를 들면,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본의
노재보험법(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그리고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
법은 독일과 일본의 실업보험법을 참조하였다. 일본의 사회보험법 도입
과정에서는 독일 사회보험법을 참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에 참조가 된
일본과 독일을 본 연구의 비교 대상 국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
구는 사회보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독일(1880년대부터)과 이보다는 훨
씬 뒤에 시작된 한국(1960년대부터), 그리고 독일의 영향을 받아 독일보
다 늦게, 한국보다는 일찍 시작된 일본(1920년대부터)의 사회보험정책을
노동조합 운동과 연계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한국, 독일, 일본)를 통하여
한국 노동조합운동에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과 일본을 한
국과의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한 이유는 독일에서 비롯된 사회보장 모델
(사회보험 중심 방식)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달, 발전해 온 각국의 제도
적 유사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1).

1) 이호근(2007)은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험 중심 방식의 사회보장 모델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호근, 2007: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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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론

1. 연구의 방법론
본 연구는 크게 한국, 독일 및 일본의 사회보험 발전과정 및 이 발전과
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국가 간 비교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두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는 한국, 독일 및 일본의 시대 구분별 또는 정권 담당 주체 시
기별 사회보험 발전과정과 이에 대응한 각국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하
여 본 연구의 연구진이 문헌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독일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한 한․독․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노․사․학계
의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였다.
후반부는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사회보험 발전과정과 노동조합
의 역할 비교를 통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의 한계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은 산업화의 역사 및 과정, 그리고 정치․사
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상이하여 국가 간 비교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을 도출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노동조합 관계
자들의 포커스 집단 면담을 통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내지는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4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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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와 개별 사회보험과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
4대 사회보험과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김진수․유길상(1997)의
「사회보험과 노동운동」
의 연구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을 포함
한 공적 노후보장 체제와 근로자 노후보장, 의료보험의 근로자 현황과 개
선과제,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재보험
을 제외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의 개선방안
과 제도운영에 근로자 참여방안에 관한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서는 공적연금에서의 근로자 참여제도, 의료보험정책 결정 및 운영에의
근로자 참여방안을 다루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사회보험제도 제정 및 개
정과정에 어떠한 역할 또는 정책 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
고 있다.
개별 사회보험과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윤조덕(1999)의「산재보험
과 노동운동-우리나라와 독일의 비교-」
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 비교, 노동운동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 개선활동으로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산재보
험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과 재활, 보상과 서비스의 폭과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독일 산재보험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 노사자치제도를
점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에 관한 연구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보험정책 발전과
정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부문인 산업안전과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에 관
한 연구로는 윤조덕(1995), 윤조덕(1999), 윤조덕․김영문․한충현(2007)
의 연구가 있다. 윤조덕(1995)의「산업안전과 노동운동」연구의 주요 내
용은 한국과 독일의 노사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에의 참여, 우리나
라 노동조합의 사업장 안전보건에의 참여제도 및 금속노련 계열 사업장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실태조사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금속노
련 계열사업장 노조의 안전보건활동 실태조사 분석을 하였으나 금속노조
의 정책활동으로서의 안전보건활동은 다루지 않고 있다. 윤조덕(2000)의
「산업안전과 노동조합」연구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산업안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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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참여활동,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NGO)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참
여활동, 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에의 참여를 분석․정
리하였다. 윤조덕․김영문․한충현(2007)의「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
여: 한국과 독일 비교」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사업장 차원의 산업안
전보건을 위한 노사참여기구에 관한 제도와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태조
사 분석을 함께 하였으나 한국과 독일의 제도를 비교하는 데 주안점을 두
어 세부적인 제도 개선 제안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의 노동조합 참여에 관한 연구로는 조흠학 외(2006)의
「사회보험 운영의 노사참여에 관한 연구」
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과
캐나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노사참여제도의 내용과 양국 간의 비교
를 통한 우리나라의 노사참여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보험 중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
험에의 노사참여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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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 사회보험․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한국복지제도의 시기별 전
환의 특징으로는 경제적 호황기에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장이
이루어져 온 것을 들 수 있다(표 2-1 참조).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경제
개발계획 초기인 196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의 복지제도 도입 및 확대
기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후반에는 현재까지 규
모와 효과가 가장 큰 의료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도입․실시되었고, 1990
년대 중후반 사회보험의 도입 완료와 민간 복지의 강조 그리고 경제․정
치적 환경변화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점을
전환적 변화로 보지 않을 수 없다”(박순일, 1997 : 49).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관련된 복지제도 도입․확장에 관한 분석뿐만
아니라 아울러 정치적 상황과 연관된 분석도 의미가 있다. 1960년대 초반
의 사회보험입법(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가 1962년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를 확립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한다”는 기본 대책을 갖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현실에 적합한 사회보장제
도의 조사․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입법을 도모하였다2).
1962년부터「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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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의 복지, 경제, 그리고 정치발전 단계
경제발전
성장과 분배의 미정착
경공업 중심

복지제도의 변화

정치의 변화

생보제도, 산재보험
입법

․군사정권 하의 경제
개발
1960년대:
․정권의 정통성 확보
도입기
를 위한 사회보장정
책 필요
1인당 GNP $500～1,000
의료보험 및 보호 도 ․독재정권(유신) 연장
1970년대 외연적 성장의 한계, 잉여 입
및 이에 대한 저항
중반:
노동 소멸, 국제수지 흑자,
증대
전환 1단계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 부
동산․증권 투기 붐
1)
1인당 GNP $2,000 ～3,000 의료개보험화, 국민연 ․파업 등 사회갈등에
기술집약적 산업, 해외노동 금 도입, 노인․장애 대한 정권 안보와 복
1980년대 유입 시작, 부동산 및 증권 인복지서비스 강화 시 지수요에 대응
투기 붐, 과잉소비생활 진 작, 주택정책 강화
․신군부 정권에 대한
중후반:
거센 저항은 정부가
전환 2단계 입 및 상대적 빈곤의 증대
민주화 선언을 하도
록 함.
2)
경제기회비용의 증대 ․민간정부의 정치경제
1인당 GNP $10,000대
지속적 성장 진입을 위한 로 복지투자의 위축, 개혁 우선
1990년대
산업구조의 질적 개편-경 복지수준 및 내용 등
중반:
쟁력 중심 경영, 고임금 질 추구, 지역연금과
전환 3단계
및 노동수입 증대
고용보험 도입, 민간
복지의 역할 강조
1990년대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 생산적 복지, 참여복 ․외환위기 이후 사회
후반,
기, 이의 극복을 위한 구 지
안전망 내실화 필요
2000년대 조조정, 외국자본투자, IT
성 증대
초반:
산업의 발전
․복지제도의 확충
전환 4단계
주 : 1) 일본의 1970년 1인당 GNP는 $1,948이어서 그들의 복지 원년이라고 일컫는
1970년대 초는 $2,000대의 소득수준이었음. 이 시기를 연금 및 의료보험 급
여의 증대, 사회부조의 강화 등으로 복지의 강화기였음.
2) $10,000대는 미국의 1970년대 후반으로서 복지병이 주요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이고, 일본은 1980년대 중반으로서 복지의 완숙기에 도달한 시기
로 볼 수 있음.
자료 : 박순일(1997 : 52)을 기초로 하여 보완.

2) 노동부,『산재보험 40년사』, 200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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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의 입법 준비 및 입법 시기인
1962～1963년도의 기업 환경은 그다지 좋지는 못하였다.3)
또한 1970년대 중반은 유신정권의 극심한 독재에 대한 학생, 지식인 및
노동계층의 저항이 일어난 시기이며, 1973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며, 1963년 제정되었으나 시행하지 못한 의료보험법
을 1976년 개정하여 1977년에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은 신군부 정권의 독재에 대한 학생, 시민, 노동자 등
의 저항이 1987년 6․29, 이른바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고 이후
사회 전 영역에서 민주화가 확장된 시기이며, 1973년 제정되었으나 시행
되고 있지 못한 국민연금법을 1988년에 사업장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표 2-1 참조).
사회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을 연대순으로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이 제일 먼저 도입․시행되었
고,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나 1976년에야 직장 근로자를 대
상으로 우선 실시되었으며,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1988년
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
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일 제
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1953
년에 제정되었고, 최저임금제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영세민의 생활보
호를 위한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최저생계 100% 보장계획
은 1990년대 하반기에 입안되었다.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아동복지
법(1961),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모자복지법(1981),
영유아보육법(1991), 청소년기본법(1991)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
3) 1963년 10월 8일 군사정부하의 국가재건위원회의 상임위에서 산재보험법안에 대
한 위원들의 정책질의 내용 중에 민간 기업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바탕이 없고
취약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부담이 어려울 것이며, 또한 500인 이상 큰 기업도 월
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고 하면서, 산재보험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노동부,『산재보험33년사』, 199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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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사회보험․복지제도의 연도별 전개 요약
생활보호․
취약계층
기 타
근로자보호
복지서비스
공무원연금법 제정 근로기준법(53),
아동복지법 제정(61)
선원, 군인, 재해
․시행(60), 개정(62), 생활보호법 제정(61),
구호법 제정(62)
의료보험법 제정(63), 직업안정법 제정(61)
미시행, 산재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63)
제정(63) 및 시행(64)
산재보험 적용확대 생활보호법 시행령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 직업안정법개정
(66-69)
개정(69)
족(66)
제개정(67)
국민연금법 제정(73)
사회복지사업법 제정(70) 모자보건법 제정
미시행,
(73)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73)
의료보험법 전면개
특수교육진흥법제정(77) 직업훈련기본법
정(76) 및 시행(77),
제정(76),
공교의료보험법 제
직업훈련촉진기금
정(77), 시행(79)
법 제정(76),
월남귀순용사특별
보상법 제정(78)
산업안전보건법 제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81), 노인복지법 제정
정(81)․시행(82)
(82),
(81), 심신장애자복지법
진폐법 제정(84)
제정(81)
의료보험한방(87), 최저임금법제정(86) 모자복지법 제정(89), 아 남녀고용평등법
농어촌(88), 도시(89) 및 실시(88),
동․노인․장애인복지법 제정(87),
약국보험(89) 확대, 부랑인 선도시설 운 제정(89), 장애인고용촉 기능장려법 제정
국민연금제 실시(88) 영규정(87)
진법 제정(90)
(89)
고용보험법 제정(9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영유아보육법(91), 청소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95), 농어촌 제정(91),
년기본법(91), 고령자고 제정(93), 국민건
국민연금 실시(95) 중소기업근로자복지 용촉진법 제정(91)
강증진법 제정(95)
진흥법(93)
의료보험 급여확대 최저생계 100% 보장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 사회보장기본법
(96), 도시자영자연 계획(96-98)
제정(97), 공공보건의료 제정․시행(96)
금(98)
에 관한 법률 제정(00)
국민건강보험재정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보건의료기본법
전화특별법 제정(02),
활법 제정(00),
제정(00), 한의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육성법 제정(03),
제정(07),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암관리법제정(03),
기초노령연금법 제
정(04), 저출산․고령사 건강가정기본법
정(07)
회기본법(06)
제정(04)
사회보험

19601965
19661969
19701975

19761979

19801985

19861990

19901995
19962000

20012007

자료 : 남세진․조흥식(1995: 92～94) 등을 기초로 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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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위한 법(1990)과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1997), 장애인고용촉진및직
업재활법(2001),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2006)이 제정․시행되었다.

제2절 사회보험제도 확충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
리고 국민연금제도의 확충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제도의 확충
산재보험제도 확충을 적용 및 보상 측면에서 살펴보자.
가. 적용확대 추이

산재보험이 처음 도입․시행된 1964년 광업과 제조업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당시 적용 사업장은 64
개소에 피보험근로자는 81,798명이었다. 다음해인 1965년에는 적용대상
업종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추가하였으며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도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적용대상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업종의 근로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50인 미만의 중․소기
업 사업주에게도 임의가입을 허용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를 사용하지 않는 운송업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다(표 2-3 참조). 2006년 말 현재 산재보험 적
용 사업장수는 1,429,885개소이며, 피보험자는 12,528,879명이다.
적용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
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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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산재보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적용확대 추이
1964
1965
1966
1967

기업규모
5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인 이상
100인 이상

1968

50인 이상

1969

50인 이상

1971

30인 이상

1973

16인 이상

1974

16인 이상

1975

16(5)인 이상

1976

16(5)인 이상

1982

10(5)인 이상

1983
1986
1987
1988
1991
1992
1996

10(5)인 이상
10(5)인 이상
10(5)인 이상
5인 이상
5(10)인 이상
5인 이상

1998

5인 이상

2000

1(5)인 이상

2001
2005

1(5)인 이상
1(5)인 이상

5인 이상

업종 관련 비고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 추가
유기사업(연간 25,000인 이상)
유기사업(연간 13,000인 이상)
(연간 13,000인 이상) 농업․임업․수렵업․어업, 교육․시험․연구
또는 조사사업, 의료보건업, 종교․사회복지사업, 기타 정치․사회․
문화단체, 국가 및 지자체 사업 제외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설비업, 통신업 신설(제외 사업에 건설
공사 단위의 계약금 총액이 2천만 원 미만의 사업 추가)
(연간 8,000인 이상) 제외사업: 농업․임업․수렵업․어업, 도매업․
소매업 및 부동산업, 서비스업(예외: 경비․노무용역업, 세탁업, 영
화제작업․라디오방송업․TV방송업․영화관․경마장 및 골프장,
위생서비스업, 수선업, 국가․지자체 사업
(연간 4,200인 이상) 제외사업: 농업․임업․수렵업․어업, 금융업․
보험업․증권업․도매업․소매업 및 부동산업, 서비스업(예외: 경
비․노무용역업, 세탁업, 영화제작업․라디오방송업․TV방송업․영
화배급업․영화상영업․연극제작업․경마장 및 골프장, 위생서비스
업, 수선업, 국가․지자체 사업,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계약이 1천
만원 미만인 공사)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건설공사 제외) 또는 계절 사업으로 연간 4,200인 이상의 근로
자 사용 사업 포함
광업,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은 5인 이
상
벌목업 추가, (연간 2,700인 이상),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금액
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농산물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추가
베니어판 제조업 등 14개 업종 5인 이상
목제품 제조업 등 20개 업종 5인 이상
전자제품 제조업 등 16개 업종 5인 이상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10인 이상 확대
광업, 임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5인 이상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개발업
해외파견자(임의적용)와 현장실습생(강제적용)의 적용특례 실시, 금
융․보험업 추가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종 중 회
원단체 추가,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 추가
자영업자 임의가입(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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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
가사서비스업,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나. 보상수준 향상

산재보험제도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
급여 등 8 종류가 있으며, 또한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는 민사대불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제도 시행 첫 해인 1964년에는 산재로 인한 10일
초과 요양인 경우에만 지불하였다.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71년 7일
초과 요양인 경우로, 그리고 1982년 이후 오늘날까지 3일 초과 요양의 경
우에 적용하고 있다(표 2-4 참조).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제도 도입기인 1964년에는 평균임금의 60%를 지
급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10%포인트가 인상된 70%를 지급하고 있다.
장해연금은 1971년 제도 도입 당시 장해1급에게 1일 평균임금의 240일
분(연평균임금의 65.8%), 그리고 장해3급에게 188일분(51.5%) 지급하였
으며, 이후 급여수준을 향상하여 1989년부터는 전체적으로 5%를 인상하
여 장해1급에게 329일분(90.1%), 장해3급에게 257일분(70.4%), 그리고 장
해7급에게 138일분(37.8%)을 지급하고 있다. 장해급여일시금은 제도 도
입기인 1964년 1급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 10급은 50일분을 지급하였으
며, 1971년에는 1급은 1,340일분, 14급은 50일분으로 상향되었으며, 1989
년에는 전체적으로 10% 인상하여 1급은 1,474일분, 14급은 55일분을 지
급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1971년 제도 도입 당시 유족 1인에게 연소득의 30%, 그리고
유족 4인에게 45%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급여수준을 상향하여 1982년부
터는 유족 1인에게 연소득의 52%, 그리고 유족 4인에게는 67%를 지급하
고 있다. 유족급여일시금은 제도 도입기인 1964년에는 평균임금의 1,000일
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급여수준을 상향하여 1989년부터는 1,300일분

제2장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13

<표 2-4>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2007
급여
종류

수급요건

현재의 급여수준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3
일 초과 요양의 경우, 요양비를 지불(3일 이내에
치유되는 부상, 질병일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재
해보상)

요양비 전액

휴업급여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3일 초과 휴업기간 중 지
급(요양급여와 같이 ‘3일 이내’는 예외규정을 둠)

1일당 평균
임금의 70%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유 후 장해가 남아있
연금 으며 그 정도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4～7급
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329일분
(1급:90.1%)
～
138일분
(7급: 37.8%)

위와 같은 사유이며 장해등급 8～14급인 경우.
일시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1,012일분
(4급)
～
55일분
(14급)

장해
급여

급여수준 향상
1964:10일 초과 요양의 경우 해당
1971:7일 초과 요양의 경우 해당
1982:3일 초과 요양의 경우 해당
1964:요양으로 3일 초과 휴업의 경우 해당
1971:요양으로 7일 초과 휴업의 경우 해당
1982:요양으로 3일 초과 휴업의 경우 해당
1964:평균 임금의 60%
1989:평균 임금의 70%
1971:1급 240일분(65.8%), 2급
213일분(58.3%), 3급 188일분(51.5%)
1977:1급 297일분(76.4%)～3급 219일분(60.0
%)
1982:1급 313일분(85.7%)～7급
131일분(35.9%)
1989:1급 329일분(90.1%)～7급
138일분(37.8%)
1964:1급 1,000일분～10급 50일분
1971:1급 1,340일분～14급 50일분
1989:1급 1,474일분～14급 55일분

1971:유족1인 30%～유족4인 45%
연소득의 47%
1977:유족1인 45%～유족4인 60%
(유족1인)을 기본으로
연금
1982:유족1인 52%～유족4인 67%
1인당 5% 증가:
2000:연금의무화(예외적으로 일시금 50%
유족
재해근로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상한한도 67%
지급)
급여
으로 지급
일시금
장의비

상병보상
연금

1,300일분

1964:평균임금의 1,000일분
1989:평균임금의 1,300일분

1964:평균임금의 90일분
1989:평균임금의 120일분
1983:상병보상연금제도신설(1급 313일분, 2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근로자가 폐질자
급 277일분, 3급 245일분)
장해급여 1～3급과
로 판정된 경우, 요양급여와 함께 지급(휴업급여
1989 : 전체적으로 5%인상
동일
와 병급 불가)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
분)
재해근로자 사망시 지급

120일분

간병급여

․2000년 신설
치료종결 후 수시간병, 상시간병이 필요하며 실제 상시간병: 38,240원/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개정하여 고시
로 간병받는 자
수시간병: 25,490원/일

특별급여

라이프니츠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시 재해근로
방식으로 산정한 특별
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더하여 민사배
급여액을 보험급여에
상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지급
추가 지급

자료 : 노동부,『2005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pp.2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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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1983년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폐질등급 1급은 평균임금
의 313일분, 2급은 277일분, 3급은 245일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급여수
준을 상향하여 1989년부터는 전체적으로 5%를 인상하여 1급 329일분, 2
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을 지급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 확충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을 적용 및 사업 측면에서 살펴본다.
가. 적용확대 추이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시행된 1995년 7월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 30
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1998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사업은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34
억 원 이상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후 적용대상 사업장을 꾸준
히 확대하여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1인 이상 사
업장, 그리고 건설업은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표
2-5 참조). 2006년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1,176천개소이며 피
보험자는 8,540천 명이다(한국노동연구원,『2007 KLI 노동통계』
, p.41).
적용제외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
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
가사서비스업,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이다(고용보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유사자영업자)
가 적용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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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1995.7.1.～ 1997.1.1.～ 1998.1.1.～ 1998.3.1.～ 1998.7.1.～ 1998.10.1.～ 2004.1.1.～
1996.12.31. 1997.12.31. 1998.2.28. 1998.6.30. 1998.9.30. 2003.12.31.
현재
3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직업능력 70인 이상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개발사업
건설업
3억
3억
40억 원 44억 원 34억 원 34억 원
2천만 원
(총공사금액)
4천만 원 4천만 원
주주 : 건설업은 3개 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기준임.
자료 : 노동부,『고용보험 10년사(1995-2005)』, 2006, p.36.

나. 고용보험사업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사업은 그동안 1997년 외환위기로 인
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기업의 대량 고용조정 등의 경험을 하면서 그 사
업의 내용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였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사업 등 7개 사업, 산전후휴가․육아휴
직급여 등의 산전후휴가급여 등 2개 사업, 직업능력개발급여의 근로자지
원 5개 사업과 사업주 지원 3개 사업, 고용안정급여의 고용창출 5개 사업
과 고용조정 3개 사업 및 고령자 등 고용촉진․안정지원 6개 사업, 그리
고 기타 고용안정 6개 사업 등 총 37개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6 참조).

3. 건강보험제도 확충
건강보험제도의 확충을 적용 및 급여범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가. 적용확대 추이

197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적용으로
시작한 공적 의료보험은 오늘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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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고용보험 세부사업 내용
사 업
실업급여

① 구직급여, ② 훈련연장급여, ③ 개별연장급여,
④ 조기재취업수당, ⑤ 직업능력개발수당,
⑥ 광역구직활동비, ⑦ 이주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①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②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지원)
① 근로자수강지원금, ② 근로자학자금대부․지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④ 우선선종직종훈련지원,
⑤ 전직실업자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지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② 유급휴가훈련지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④ 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고용안정사업(고용창출)
①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② 교대제전환지원금,
③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④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⑤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전직지원장려금, ③ 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사업(고령자등 고용촉진․안정지원)
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②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③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④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⑥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고용안정사업(기타고용안정)
① 고용관리진단지원, ②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점포지원,
③ 고령자 등 고용환경개선지원,
④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비 지원,
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지원,
⑥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원

자료 : 노동부,『고용보험제도』, 2007. 4(노동부 내부자료).

발전하였으며, 그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요약된다(최원영,
2007 : 3～4).
제1단계(1977. 7. 1～1998. 9. 30) : 조합방식

이 시기는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 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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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1개) 및 의료보험연합회(1개)에 의하여 의료보험이 조합방
식에 의거하여 운영된 시기이며, 지역․직장인을 위한 의료보험법과 공
무원을 위한 공․교의료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제2단계(1998. 10. 1～2006. 6. 30) : 조합 + 부분통합방식

이 시기는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과 의료보험연합회(1개)에 의하여
의료보험이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이 혼재되어 운영된 시기이며, 직장인을
위한 의료보험법과 지역인, 공․교직원을 위한 국민의료보험법이 적용되
고 있었다.
제3단계(2006. 7. 1 이후) : 완전통합방식

이 시기는 국민건강법보험에 의하여 지역, 직장 및 공․교직원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친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전 국
민의 8.80%만이 적용되었으나 1980년 24.20%, 1990년 93.90%, 그리고 오
늘날에는 97.0% 내외에 적용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그 수혜자가 되고 있
다(표 2-7 참조).
나. 급여범위의 확대

건강보험급여의 보장성 수준을 평가하는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를 포
함한 본인 부담률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즉 보장률을 입원부문 보장률과
외래부문 보장률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입원부문 보장률에서 명목보장률은 1995년 79.7%, 2000년 78.4%, 2005
년 80.4%로 80% 수준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실질보장률은 1995년
54.2%, 2000년 61.0%, 2005년 57.5%로 명목보장률과의 격차가 약간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외래부문 보장률에서 명목보장률은 1995년 54.0%,
2000년 56.4%, 2005년 59.4%로 상승하고 있으며, 실질보장률은 1995년
38.0%, 2000년 30.4%, 2005년 58.4%로 최근 수년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
다(최원영, 2007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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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건강보장 적용대상자 확대 현황
건강보험제도
전체

직장가입자

공무원․
교직원
적용 조
인구 합
(%) 수

지역가입자

45.30
49.80

254
227

임의조합

-

조
합
수
521
521
612
432
170
409
373

적용
인구
(%)
8.60
10.30
12.90
13.10
30.70
37.80
37.10

조
합
수
513
513
603
423
144
154
145

1999
1차 96.40
통합

141

36.00

140

2000
1차
통합

96.7(단일보험자 방식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8.10
8.60
11.90
10.80
10.70

조
합
수

의료
급여

적용
인구
(%)
8.80
10.50
21.20
24.20
43.20
93.90
97.60

1977
1978
1979
1980
1985
1990
1995

적용
인구
(%)

기타

1
1
1
1

적용
인구
(%)
0.20
0.20
0.20
0.20
2.90
-

조
합
수
8
8
8
8
33
-

60.4(공․교공단과 지역조합 통합)

의료
급여
(%)
5.60
5.60
8.00
9.10
3.10
3.60

3.30

원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통계연보』, 2005.
자료 : 최원영,「건강보험 30년의 평가」,『건강보험포럼 2007 여름호』, p.5.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의 확대 과정을 요약하면 <표 2-8>과 같다.

4. 국민연금제도의 확충
국민연금제도의 확충을 적용과 급여수급자 측면에서 살펴본다.
가. 적용확대 추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 가
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6
조). 또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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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건강보장 적용대상자 확대 현황
급여항목 확대
1983
1987
1989
1992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자궁내 장치, 불임수술(정관 또는 난관 수술)
한방 의료보험 도입
약국 의료보험 도입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이식)
CT(컴퓨터 단층촬영) 보험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휠체어, 목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등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
장애인용 상․하 의지, 보조기, 의안, 콘택트렌즈 등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경감
의약분업시행(2000.7.1)
산전진찰
가정간호
만성질환 관리료 신(1.1)
다발성 골수종, 림프성․골수성․단구성 백혈병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20% 하향 조정
본인부담상한제 실시(6개월/300만원)
정관 및 난관 복원술
암환자 및 다운증후군 등 62개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MRI 보험급여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만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중증질환(암, 심장, 뇌질환), PET(양전자단층촬영) 건강보험 적용
입원환자식대 급여(2006.6.1)

원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통계연보』, 2007.
자료 : 최원영,「건강보험 30년의 평가」,『건강보험포럼 2007 여름호』, p.9.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동법 제8조), 사업자 가
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동법 제10조).
1988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은 시행 첫해에 58,583
개 사업장의 4,431,039명의 근로자가 가입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당해 연도에 농어촌 지역 가입자 1,890,187
명을 포함하여 총 7,496,623명이 가입하였으며, 도시 지역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된 1999년 말에는 도시 지역 가입자가 8,739,152명을 포함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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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1,889명이 가입하였으며, 2006년 현재 총 17,739,939명이 가입하고 있
다(표 2-9 참조).
<표 2-9>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사업장 가입자

총
가입자
1988.12
1992.12
1995.12
1996.12
1999.04
1999.12
2000.12
2001.12
2005.12
2006.12

4,432,695
5,021,159
7,496,623
7,829,353
16,268,779
16,261,889
16,209,581
16,277,826
17,124,449
17,739,939

사업장
58,583
120,374
152,463
164,205
174,496
186,106
211,983
250,729
646,805
773,862

가입자
4,431,039
4,977,441
5,541,966
5,677,631
4,992,716
5,238,149
5,676,138
5,951,918
7,950,493
8,604,823

지역가입자
계
1,890,187
2,085,568
11,113,148
10,822,302
10,419,173
10,180,111
9,123,675
9,086,368

농어촌
1,890,187
2,085,568
2,067,336
2,083,150
2,037,722
2,048,075
1,969,017
1,972,784

도시
9,045,812
8,739,152
8,381,451
8,132,036
7,154,658
7,113,584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자
1,370
32,238
48,710
50,514
34,250
32,868
34,148
29,982
26,568
26,991

286
11,480
15,760
15,640
128,665
168,570
80,122
115,815
23,713
21,75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2007),『2007 국민연금 포럼』, 봄호. p.80.

<표 2-10> 연도별 연금급여의 급여종별 급여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전체
소
계
특
노 례
령 감
연 액
금 조
기
분
할
장애
연금
유족
연금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1993.12
35,620
60,070
10,971
6,447
10,971
6,447
-

4,012
9,787
20,637
43,836

2002.12
955,667
5,204,225
738,881
3,590,571
681,826
3,185,786
57,031
404,733
24
52
39,667
404,866
177,119
1,208,788

2003.12
1,108,415
7,222,136
852,350
5,123,910
759,065
4,514,574
25,884
34,303
67,219
574,819
182
214
48,439
536,787
207,626
1,561,439

2004.12
1,500,194
9,791,103
1,202,939
7,111,359
1,068,000
6,170,638
55,753
154,877
78,717
785,212
469
632
58,361
700,416
238,894
1,979,328

2005.12
1,749,633
13,001,147
1,411,375
9,642,896
1,231,930
8,199,948
87,219
395,201
91,271
1,046,032
955
1,715
68,632
894,347
269,626
2,463,904

2006.12
1,973,767
16,900,516
1,592,056
12,746,056
1,359,646
10,501,214
123,540
850,372
107,656
1,391,558
1,214
2,912
80,035
1,119,955
301,676
3,034,505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2007),『2007 국민연금 포럼』, 봄호.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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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급여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이 있으며, 연금수급자는 1993년 말 35,620명에서 2002년 말 955,667명으
로, 그리고 2006년 말 1,973,767명으로 증가하였다(표 2-10 참조).

제3절 정부의 사회정책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정부의 주요 사회정책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정책과 노동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정권 주체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 1981～1987년
이 시기는 신군부 정권에 의한 제5공화국 정부의 전두환 대통령의 통
치시기이다.
가. 보건복지정책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6개 분야로 요약된다.
첫째, 전 국민 의료보장기본 조성, 의료보험제도의 적용확대: 1977년 7
월 1일부터 직장을 중심으로 실시된 의료보험이 1981년 7월 1일부터 공
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직연금 수급자 그리고 10월 1일부터 군인
연금 수급자에게도 확대적용되었으며, 농어민․자영업자 등 비임금소득
자에 대한 관리모델 개발을 위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홍천, 옥구, 진위
군에 지역의료보험을 시범 실시하였다. 아울러 1981년 12월부터 도시 자
영업자에 대해 의료보험 확대를 위하여 직종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하였다
(보건사회부,『보건사회』
, 1987 :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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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증가억제대책: 제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1982～1986)을
수립하는 과정에 인구증가억제 종합대책을 입안하였다.
셋째, 방역체제 구축: 콜레라, 뇌염, 소아마비, 전염병 등의 발생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1982.
12. 31. 법률 제3623호)하여 공적부조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수
준 향상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구호의 소극적인 지원책을 벗어나 자
활․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장애자 종합복지대책을 수립하여 ①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자
에 대하여는 그 생활을 국가가 보호해 주고, ② 자활능력이 있는 장애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취업사정을 통하여 재활자립 유도 및 ③ 장애인에 대한
, 1987 : 80).
사회적 제약요인 개선을 도모하였다(보건사회부,『보건사회』
다섯째, 노인복지법 제정: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문
제에의 대처 및 노인부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여섯째, 여성의 사회발전 참여기회 신장: 이를 위하여 1983년 한국여성
개발원 설립․운영 및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를 발족하였으며,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82～1986)에 여성개발
부문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 인력활용과 능력개발을 검토하였다.
나. 노동정책

1980년대 초․중반의 기간(1982～1987) 동안 노동정책의 기본 목표는
일관되게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안정 및 근로복지 향상이며 이를 위한 시
책이 주류이다. 또한 기능인력의 양성 및 숙련과 더불어 산업재해예방4)
및 산재보험 확충사업이 일관된 주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표
2-11 참조).

4)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12월 제정(법률제3532호)되어 198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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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노동정책 주요 과제:1982～1987
기본 목표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
노사협조와 고용안정
3)
5)
1)
노사협조와 고용안정
3)
5)
1)
노사협조와 고용안정
3)
5)
1)
고용안정과 근로복지향상 3)
5)
1)
3)
5)
근로복지증진과 고용안정
6)
7)
8)
1)
노사관계안정과 공영체제 3)
확립
5)
6)

중점 시책
노사협조체제정착, 2) 기능인력양성과 고급화,
고용안정의 촉진, 4) 노동환경의 개선,
노동복지의 개선, 6) 산재보험의 확충
노사협조증진, 2) 고용안정촉진,
근로복지증진, 4) 산업재해예방강화,
기능인력정예화, 6) 산재보험운영내실화
생산적 노사관계정착,2) 산업재해예방강화,
고용안정촉진, 4) 기능인력의 고도숙련화,
근로복지향상, 6) 근로조건보장
노사협조 정착, 2) 근로복지증진,
인력수급원활, 4) 기능수준 향상,
산업재해예방, 6) 근로조건개선
고용안정촉진, 2) 노사관계안정,
근로조건개선, 4) 근로복지향상,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산업재해예방강화 및 산재보험확충,
청소년근로자특별보호,
능동적 노동외교의 적극추진
협조적 노사관계 발전, 2) 근로복지증진,
고용안정촉진, 4) 기능인력 양성체제강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
산재보상보험사업의 확충

자료 : 노동부,『노동백서』, 1983, p.7; 1984, p.53; 1985, p.3; 1986, pp.3～4; 1987, pp.3～4;
1988, p.3.

2. 1988～1992년
이 시기는 신군부 정권에 의한 제2차 통치기간으로서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 시기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
8～1992)이 수립․시행되었다.
가. 보건복지정책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보건의료 부문과 사회보장 부문으로 대별된다.
첫째, 보건의료 부문 : 이 부문에서는 1988년 농어촌, 1989년 7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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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노동정책 주요 과제:1988～1992
기본 목표

1988

화합과 협동의 노사공영체제
확립

1)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
민적 합의 형성
2) 근로자 실질소득 향상으로
1989
중산층화 기반조성
3) 노동행정의 전문성 증대로
신뢰받는 노동행정 구현

1)
2)
3)
4)
5)
6)
1)
2)
3)
4)
5)

중점 시책
노사관계의 안정
근로복지사업의 확충
근로조건향상 및 산업재해예방
고용안정기능의 활성화
기능인우대사회의 구현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내실화
노사관계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
근로복지향상
산재예방강화 및 재해근로자 보호
고용촉진과 기능인력 양성 확대

1)
2)
3)
4)
5)
1)
2)
3)
4)

노사관계의 안정
합리적인 임금결정 및 근로조건 개선
1990 산업평화의 조기정착
근로복지의 증진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 보호
고용촉진과 기능인력 양성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
근로복지증진 및 근로조건 개선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보호
1991 산업사회의 활력 증진
기능인력 양성 확대 및 직업안정 기능
보장
5) 산업재해예방
6) 근로조건개선
1)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경제안정기반구축과 수출경쟁
1992
2) 근로의욕증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력 회복
3) 인력수급의 원활화
자료 : 노동부,『노동백서』, 1989, p.3; 1990, p.4; 1991, pp.3～4; 1992, p.3; 1993, p.4.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1977년 직장의료보험 실시 이후 12년 만
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의 확대 및 이를 위한 농어촌 지역
의 공공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의 지속적 확충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식품
의 위생수준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보완하
였다(보건사회부,『보건사회백서』
, 1992 : 3).
둘째, 사회보장부문 : 보건의료․영구임대주택건립․최저임금제도 실시
등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예로써, 국민연금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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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2.30.)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
으로 실시, 도시영세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17만 호 건설-공급, 70세 이
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취업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1991),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1991), 소년소녀가장에게 최저생활보장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
여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하였다(보건사회부,『보건사회』, 1992 : 3～10).
나. 노동정책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의 기간(1988～1992) 동안 노동정책의 기
본목표는 1980년대 말까지 노사 공영체제 구축이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
서는 노사평화에 의한 수출경쟁력 회복으로 전환하고 있다(표 2-12 참조).
이를 위한 중점 시책들로는 노사관계 안정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 산재예
방과 산재근로자 보호 그리고 고용촉진과 기능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였다.

3. 1993～1997년
이 시기는 신군부에 의한 통치(1993～1997) 이후 민간인 대통령(김영
삼)에 의한 이른바 ‘문민정부’ 통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신경제 5개년계
획(1993～1997)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 보건복지정책

문민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은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
적 발전을 원동력으로 하여 경제제도와 의식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이 계
획기간 중에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26개의 중점 과제에 대
, 1993 : 3～4).
한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5)(보건사회부,『보건사회백서』
5) 이 중 사회복지 부문도 한 개의 과제로 선정되어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의 담당
국장과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및 관계 부처 공무원 등 19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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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현행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복지제도 상호간의 연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복지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한편,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
민복지 증진 도모, 둘째,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급 확대와 수준 향상,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복지 증진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추구, 넷째, 암․정신병 등 특수질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응
급의료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한방 의료의 육성, 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
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나. 노동정책

문민정부 기간 동안의 노동정책의 기본 목표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
계 정착이라는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대외신
뢰도 제고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시책은 신노사문화창출, 정
규직 고용정책 추진, 근로자 생활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증진, 근로여성
보호 및 고용촉진, 노동외교 강화 및 산업안전 선진화기반 구축이다. 예
로서, 1990년대 중반 각종 대형사고(예: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붕괴 등)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고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자 산
재예방선진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표 2-13 참조).

4. 1998～2002년
이 시기는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외환

업반을 구성한 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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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노동정책 주요 과제 : 1993～1997
기본 목표
1) 노사화합과 임금 안정
2) 근로자 사기 양성 및
산업재해예방
3) 적극적 인력․고용정책

1993

1994

1996

1997

1)
2)
3)
4)
5)
6)
7)
8)
9)
1)
2)
3)
4)
1)
2)
참여와 협력의
3)
노사관계 정착
4)
5)
1) 신노사문화 창출
1)
2) 산업인력개발체계 구축 2)
3) 산업경쟁력 확보와 대외 3)
신뢰도 제고
4)
5)
6)

중점 시책
노사공동체의식확산,
노사분규예방 및 분규의 조기수습,
임금교섭지도,
근로자주거안정지원,
여성근로자 보호,
산재취약사업장 특별관리,
재해근로자 보호,
고용관련법제의 전면적 개편,
기능인력 양성 확대
노사협력관계의 모색,
산업인력의 경쟁력 향상,
근로자 생활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증진,
산업재해예방 및 산재근로자 보호
노사관계개혁,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근로자 복지증진,
산업안전선진화3개년계획 수립,
국제노동외교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출,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근로자 사기진작과 생활안정 지원,
산업안전선진화기반 구축,
근로여성보호 및 고용촉진,
노동외교의 위상제고

자료 : 노동부,『노동백서』, 1994, pp.4～7 ; 1997, pp.4～7 ; 1998, pp.4～7 ; 1992.

위기 극복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하여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 의한 통치시기이다.
가. 보건복지정책

‘국민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생산적 복지’이다. 생
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
약계층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경제․사회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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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이다. 생산적 복지
는 참여민주주의, 자율적 시장경제와 함께 21세기 통합적 선진사회를 만
들기 위한 국민의 정부 국정이념으로서 1999년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하여 그 개념과 내용이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 2000 :
11).
생산적 복지의 내용은 ① 시장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분배, ② 국가를 통한 재분배, 그리고 ③ 국가와 시장의 상호 중첩 영역에
서 이루어지는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생산적 복지의 추진 배경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
제위기의 지속은 만성적 고실업과 고용불안을 확산시켰으며,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인한 중산층 붕괴와 빈곤 인구의 급속한 증가뿐만 아니라 소득분
배구조의 불평등 심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 사회정책의 질적 전환과 함
께 성장주의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여 새로운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기인한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0 : 13).
나. 노동정책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은 노사관계의 안정과 적극적 실업대책이 주요
목표이다. ‘생산적 복지’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발생
한 대량실업과 소득불평등 심화로 사회 재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다
가오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
에 인간개발에 중심을 두면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
였다(노동부,『노동백서』
, 2000 : 6～7). 주요 노동정책은 노사정 대화, 실
업대책, 고용보험 확충,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 보호, 여성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그리고 국제협력증진이
다(표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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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노동정책 주요 과제:1998～2002
중점 시책(또는 주요 노동정책)
1998
1999
2000
2001
2002

1)
3)
1)
3)
1)
5)
7)

노사관계의 안정, 2) 종합적인 실업대책 수립․촉진,
신뢰있는 노동행정 구현
노사관계의 안정 ‘신노사문화’, 2) 적극적 실업대책 추진,
생산적 복지의 확충, 4) 근로자의 기본적 편익과 복지증진
노사정 대화, 2) 실업대책, 3) 고용보험 확충, 4)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6)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 보호
여성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8) 국제협력증진

자료 : 노동부,『노동백서』, 1999, pp.4～5 ; 2000, pp.4～8 ; 2001; 2002; 2003.

5. 2003년～현재
이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참여정부’ 시기이다.
가. 보건복지정책

이 시기의 보건복지정책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제2차 사회보장장기발
전계획(2004～2008))에 정리되어 있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
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민간 전문가와 5개
관계부처(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
로 참여하여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장기복지종합 정책이다. 이 계획은 제
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1999～2003)에 의해 그 기본 틀이 갖추어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의 완화 등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질이 구현되는 참여복지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4 : 3).
참여복지는 복지의 보편성, 국가책임 및 국민의 참여를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생산적 복지’ 이념을 계승하면서도, 시
민사회의 성숙과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와 같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이 서로 이원
적ㆍ대립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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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 1～2).
2003～2004년에는 참여복지 이념 정립 및 기본 틀 확립과 2005년에는
참여복지의 실질구축을 위한 노력의 시기였다. 즉, 2005년에는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 수립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보장과 저출산․고
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을 꾀하였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
책서』
, 2006 : 6). 2006년에는 사회복지 집행 기능의 읍․면․동 집중 및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 및 통합적 보건복지 정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
한 보건복지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
백서』
, 2007 : 4).
나. 노동정책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분야는 노사관계 부문, 노동시
장 부문, 근로기준 부문,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 부문, 국제노동협력 부
문의 5개 분야로 대별된다(노동부,『노동백서』
, 2004 : 61～70). ‘노사관계
부문’에서는「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동년 9월
4일 이를 구체화할「노사관계 개혁방향」
을 발표하였으며 이의 3대 목표
를 ①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② 노동시장의 유연․안정
성 제고, ③ 근로계층 간 격화 완화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구현
하기 위해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확립, ②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 ③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의 정착
등 9대 정책 과제별 추진 계획을 세웠다(노동부,『노동백서』
, 2004 : 61).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강화와 평
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근로기준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기조하에 남용 규제와 노동유연성을 조화하는 방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입법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대책
을 추진하였다.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 보호부문’에서는 대규모 사업장
은 자율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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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안전보건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노동협력 부문’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였다(노동부,『노동백서』
, 2004 : 63～70).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4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와 60세 이상 신규 고용근로자에게도
적용하였으며, 건설업의 적용대상 공사 금액을 3억 4,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산재보험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포함)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자가 행하는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도 적용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였다(노동부,『노동백서』, 2005 : 216～217).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용보험제도의 틀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5년 12월에 각각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할 의사를 가
진 65세 이상의 자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
상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도 이들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2004년도에
「제1차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노동부,『노동백
서』, 2006 : 209～212).

제4절 사회보험제도 형성․발전에 노동조합의 정책건의 활동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는 제도적 차원에서 첫
째, 사회보험 법률 제정 과정, 둘째, 사회보험정책의 형성 과정과 집행 과
정, 셋째, 사회보험정책의 환류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다6).
사회보험을 비롯한 근로자복지, 산재예방 등의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청원활동 등을 한
6) 하종범(2007)은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한․독․일 국제세미나’ 토
론문 중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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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활
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노총
가. 1981～87년

이 시기의 한국노총의 입법 건의활동은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
께 노동자 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에 집중되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건의, 1982년 광산노동자의 진폐예방과 진폐환자를 위한 특별법 제
정 건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선원법의 개선 건의, 1983년 고용보험제
도의 도입 건의,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촉구 및 기본 방향 제시, 1984년 직
업훈련기본법 중 개정안에 대한 건의, 1985년 기업의 도산이나 휴폐업 및
경영악화를 구실로 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 및 정부 개정안에 대한 건의
및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 건의, 그리고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
대적용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일원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의료보험법
개정 건의 등이 있었다(한국노총,『한국노총 50년사』
, 2002 : 686).
나. 1988～91년

한국노총은 1988년 국가공무원법, 소득세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수
노조의 반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
폐,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주44시간 노동제 확립 등이었고 노동법
원 설치를 위한 노동법원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사내복지기금법 제
정이나 노동금고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1989년에는 비민주적인 노
동관계법 개정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제정 그리고 세법 개정을 요구
하였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소득세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
법 등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으며, 1990년에는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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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제출하였다(한국노총,『한국노총 50년사』
, 2002 : 797～800).
다. 1992～95년

1992년 한국노총은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1993년 한국노총은 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 연기 방침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국회에 청원하였으며 고용관계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을 요구하였다.
1995년 한국노총은 정부의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추진에 대하여
파견제는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며, 임금
의 이중구조로 인한 노동자 간의 불평등한 갈등을 심화시켜 노사관계 안
정이 저해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하였다(한국노총,『한국
노총 50년사』, 2002 : 801～804).
라. 1996～99년

한국노총은 1996년 주 40시간 노동으로의 단축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
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고
용안정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과 함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
치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청원하였다.
1998년에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인 4대 사회보험제도 개선활동과 더
불어 통합 의료보험법의 문제점 지적과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
를 하였다. 1999년 한국노총의 정책활동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속에서 왜곡된 노동관계법조항의 개정․철폐 및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
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예로써, 노동자와
직접 관련되고 있는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정을
청원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직장의료
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 요구,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
였다(한국노총,『한국노총 50년사』
, 2002 : 8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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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00～2006년

한국노총은 2001년도에 사회보험 개혁활동과 관련하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를 직장의료보험에 편
입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관한 국회 청원 및 국민건강보험
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분리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
의하였다(한국노총,「2001년 사업보고」, pp.148～152).
2002년도에는 노동법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
회에 청원하였다(한국노총,「2002년 사업보고」
, p.81).
2003년도에는 국민연금의 급여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정부
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개진 및 활동을 하였다(한국노총,「2003년 사업보
고」, p.166).
2004년도에는 자영업자에 비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근로자
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국회에 청
원하였다(한국노총,「2004년 사업보고」, p.225).
2005년도에는 소득대체율의 단계적 축소 및 연금 지급연령의 상한 조
정과 노사의 참여를 축소시키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개정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률7) 제정안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노인수발서비스사업의 공공성 담보와 동 사업에 종사
하는 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최저생계가 유지되도록 관련 법률에 명
시, 수발보장제도의 사회연대성 제고와 보편성을 고려하여 전체 수발비
용의 50% 국고 지원 등이 포함된 한국노총의 의견을 제시하였다(한국노
총,「2005년 사업보고」
, pp.135～153). 또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료
비 심사를 일원화하기 위한「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안)」
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하였다(한국노총,「2005년 사업보고」
, pp.723～724).
7) 이 법은 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
과하였고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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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는 한국노총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체제로 구성
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소득대
체율이 하향되고 보험료율이 상향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
령연금법안의 반대와 노인수발보험법안8)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
다(한국노총,「2006년 사업보고」, pp.177～188). 또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한국노
총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한국노총,「2006년 사업보고」
, pp.101～
109).

2. 민주노총
가. 1997～99년

1997년 민주노총은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① 정경유착 근절과 재
벌개혁, ②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사회복지제도 개선, ③ 세제개혁의 3대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사회복지제도개선’과 관련
된 세부사항으로는 사회복지예산 증액,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의
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산재보험적용 확대와 예방사업 확
대, 고용보험제도 개선, 그리고 탁아소․유치원 확대 등이다(민주노총,
「1997년 사업보고 자료모음」, p.155). 이 시기의 민주노총은 설립된 지 1
년 후이고 또한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회복지 관련 사항들
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제시는 하지 못하였다.
1998년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국민연금법 개정
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그리고 사회복지예
산 증액과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하였다(민
주노총,「1998 사업보고 자료모음」, pp.179～180). 또한 산업안전보건 규
제완화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
8) 이 법은 이 후 ‘노인장기요양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
였고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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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주노총,「1998년 사업보고 자료모음」, p.238).
1998년에는 민주노총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관련 민주노총의 의견을 국
회에 청원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크숍 등을 추진하였다
(민주노총,「1999년 사업보고 자료모음」
, pp.197～206).
나. 2000～2006년

2000년도에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하였
으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공청회 및 입법청
원 등을 하였다(민주노총,「2000년 사업보고」, pp.126～128). 특히 사회보
험영역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비 인상 반대 대
책위’를 구성하여 집회,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국민연금 관련
주제별로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 공청
회를 추진하였다(민주노총,「2000년 사업보고」
, p.129). 또한 산재보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부
에 법개정 의견을 제출하였다(민주노총,「2000년 사업보고」
, p.134).
2001년도에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 14개 조
항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의
견을 노동부와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의견의 대부분을 관철하였다(민주
노총,「2001년 사업보고」
, p.164). 또한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
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 징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노동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민
주노총,「2001년 사업보고」
, p.159).
2001년 12월에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에 참가하여 민간의보 저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유예 반대투쟁, 2002년 건강
보험의료수가 인하, 보험료 인상저지 투쟁을 행하였으며, 의료수가를 일부
인하시키는 결과를 유도하였다(민주노총,「2002년 사업보고」,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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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진단 항목에서 구강검사를 제외한 보건복
지부 고시(건강검진 실시기준, 2002년 4월)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공동투
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에 항의면담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구강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개정 고시(2002년 5월 1
일)를 하도록 하였다(민주노총,「2002년 사업보고」
, p.155).
2003년도에는 민주노총의 여러 활동 중 그동안 방치하였던 사회공공성
활동을 최초로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배치하였고, 하반기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 개악저지를 설정하여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운영 관련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 및 연대사업을 하였다(민주노총,「2003년 사업보
고」, pp.178～179).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한 건강보험법률 개
정안이 이를 반대하는 재정통합 유예법안 상정 등으로 재정통합 무산 가
능성이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재정통합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
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민주노총 등 48개 단체가 사
회복지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 관련 예산확보 투쟁으로의 전환을 위
하여「사회보장 예산확보를 위한 연대(사회보장연대)」
를 발족시켰다(민
주노총,「2003년 사업보고」
, p.180).
2004년도에는 공적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
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민주노총은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반대활동(의원면담, 기자회견 등)을 하였다.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재정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원회, 특별소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견 개진을 하였
으며,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1조 5,000억 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민주노총,「2004년 사업보고」
, p.180).
2005년도에는 급여수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차 상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 투
쟁(기자회견, 국회앞 시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청 등)을 하였다. 또한
200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시안 중 주식투자 비중 증대, 기금운용
위원회 독립 불인정 및 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
련 단체들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및 입장 전달, 중기기금 운용방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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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주식, 부동산 및 사모투자) 및 공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요구서 전
달을 하였다(민주노총,「2005년 사업보고」, pp.155～156).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암부터 무상의료 쟁취투쟁’을
통하여 암 등 3대 중증 질환에 대한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케 하
였다(민주노총,「2005년 사업보고」, p.157). 또한 2004년 노동부 고시「근
골격계 직업병 부담작업 범위」에 대하여 민주노총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
가하는 새로운 TF팀을 구성하여 새롭게 논의하도록 하였다(민주노총,
「2005년 사업보고」, p.162).
2006년도에는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정부안을 반대하
고 2006년 8월 ‘민주노총 공적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초노령
연금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민주노총,「2006년 사업보
고」, pp.278～28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식대 관련 실무협의 과정에서 민주
노총은 급여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와 수가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안하였다(민주노
총,「2006년 사업보고」
, p.282).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하여 장기
요양제도의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민주노총,「2006
년 사업보고」
, p.286).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
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 대상 및 개정 방향 논의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성명 등을 통하여 의견 개진을 하였다(민
주노총,「2006년 사업보고」
, pp.298～299).

제5절 사회보험제도 발전 및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 및 평가 환류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는 개별 사회보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의 형성, 집행
및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된 또는 집행 중인 사업의 평가 과정에 각종
위원회에의 참여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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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참여
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노사정위원회9)는 1997년 말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
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1998년 1월 15일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노사정위원회는 이후 관련 대통령령 제
정 및 노사정위원회법의 제정에 의하여 대통령 자문을 위한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가 되었으며 노사의 정책참여기구이자 동시에 노사정의 갈등조
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표 2-15 참조).
1999년 5월 24일 제정․공포된 노사정위원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협
의사항은 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②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③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
도․의식․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 ⑤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이다.
나. 제1기 노사정위원회 주요 의제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본위원회-기초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3

9) 하종범(2007)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
서 사회보험법과 정책을 포함한 주요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의 구조 틀로서, 한국
의 경우 사회보험과 관련한 가장 최상위의 정책협의기구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
원회를 들 수 있다. 그 모태가 되는 노사정위원회는 당초 정부 주도의 중앙교섭으
로서의 사회적 협의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여 구
조조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비정규직 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
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노사가 참여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협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신자유주
의적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적 협약이 악용되었다고 하여 한때 노조
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하종범(2007),「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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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노사정위원회의 1․2․3기별 위상
제1기

제2기

성격

정치적 합의기구,
비상설

대통령자문기구,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

조직
체계

본위원회-기초위원
회-전문위원회

본위원회-상무위원회-3개
특별위원회․4개 소위원회

참여자 노․사․정 및 정당 노․사․정․공익 및 정당

제3기
대통령자문기구,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
(법률에 설치 근거)
본위원회-상무위원회4개 특별위원회․2개
소위원회
노․사․정․공익
(민주노총 불참)

활동
1개월(1998.1～2)
1년 3개월(1998.6～1999.8) 1999.9～현재
기간
자료 :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5년백서』, 2003 , p. 7, 11.

층 구조체계로 운영되었으며 참여 주체는 노․사․정과 정당이었다(표
2-15 참조).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노사정
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경제정책 및 노사관계정책의 새로운 구축 모색이
었으며, 1998년 1월 20일 4차 회의에서는「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 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의제들은 ①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② 물가안정 방안, ③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 ④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⑤ 임금
안정과 노사협력증진 방안, ⑥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⑦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⑧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⑨ 수출 증
대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⑩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노사정 및 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이다(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원회 5년백서』
, 2003 : 8, 20).
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 주요 의제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본위원회-상무위원회-3개 특별위원회․4개 소
위원회로 구성된 합의가 중심이 되고 본회의의 역할이 강화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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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특별위원회는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
회, 그리고 금융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며, 4개 소위원회는 노사관계소위원
회, 경제개혁소위원회, 고용대책실업소위원회, 그리고 사회보장소위원회
이다. 참여 주체는 노․사․정․공익 및 정당이었다(표 2-15 참조).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
정 촉진,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등이며, 1998년 10월 27
일 제9차 회의에서는 의료보험통합일원화, 4대 사회보험통합기획단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들은 ① 제1기 노
사정위원회가 합의하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교원노조 결성권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 문제,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
입 허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등 5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
② 공공부문, 금융부문 및 일반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의, ③ 경
제․사회개혁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 및 실업대책의 보완과 고용안정문
제, 신노사문화 추진방안 등이다(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5년백
서』, 2003, p. 8, 9, 20).
제2기 노사정위원회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는 1998년 10월 23일「산재
보험제도 개선 및 산재예방체계의 효율화 방안」
의 의제가 부의되었으며
이후 1998년 12월 23일까지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는 못하였다(윤조덕, 1999: 179).
라. 제3기 노사정위원회 주요 의제

제3기 노사정위원회는 본위원회-상무위원회-4개 특별위원회․2개 소
위원회의 형태이며, 4개 특별위원회는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공공
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노동행위특별위원회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특별
위원회이며, 2개 소위원회는 노사관계소위원회와 경제사회소위원회이다.
참여 주체는 노․사․정․공익이었다(표 2-15 참조).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첫째,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된 협의, 둘째, 합의이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 셋째, 비정규근로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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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이며,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는 2002년 3월 27일「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제
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들은 ① 앞의 첫째 과제와 관련하여 은
행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운영방안, 전력․철도․체신․가스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② 둘째 과제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인정, 실
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인정,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세제 개편, ③ 셋째 과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보호 문제와 사회보험 확대적용 문제, 직업훈련 개선, 청년층
실업문제 대응방안 강구, 사회보장 확충, 분배 문제 개선 등이다(노사정
위원회,『노사정위원회 5년백서』
, 2003 : 9, 95).
마. 사회보험 관련 경제사회소위원회 의제(2001～2003년)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에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근로자보호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제도 및 실업대책, 세제 개편, 사회보장
제도 확충, 기업연금제도 도입, 기타 근로자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의제
를 다루었다(표 2-16 참조).
‘직업훈련제도 개선’ 의제와 관련하여 제42차 경제사회소위원회(2001년
6월 28일)에서는 노사의 참여 활성화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제도 개선 방
향 관련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노사정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맞이하여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
발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산업구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정은 직업능력개발 정책결정 및 제도운영 과정에 노사의 참여가 활
성화되도록 노력한다.

○ 정부는 국가표준직무능력 및 자격제도 수립․운영 등 능력개발과
관련된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에 노사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보장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소위원회 자료
집』(제1권), 2003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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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경제사회소위원회 의제:2001～2003
구분

세부 의제

직업훈련
제도 및
1. 직업훈련제도 개선, 2 근로자 학습재원, 3. 청년층 실업대책
실업대책
세제개편 1. 세제 개편, 2. 근로자 세제 개편, 3. 근로소득보전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4. 의료저축계정제도,
제도 확충
5. 국민연금제도 개선, 6. 근로자복지기본법, 7. 우리사주제도
기업연금
기업연금제도
제도
1. 성장, 고용, 복지를 위한 사회협약, 2. 외국인근로자대책,
3. 비정규직근로자대책, 4. 근로자주택자금대출제도,
5. 통계제도운영개선, 6. 산업안전관련법제검토,
기타
7. 근로자건강검진제도 개선, 8.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안),
9. 사교육비경감방안, 1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방안
자료 :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소위원회 자료집』, 제1권, 2003.2.

바. 사회보험 관련 사회소위원회 의제(2004～2006년)

사회소위원회는 2003년 10월 경제사회소위원회부터 분리되었다. 2004
년도에 사회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①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②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③ 국민연금의 장해 및 사망시 소득
확대 방안, ④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등이다.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활
성화는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울러 기금운용 주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와 함께 기금 운용에 대한 노․사 대표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이외에도 신
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을 필요 심의안건으로 추가, 고용보험전문위원
이 소속한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검토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전
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사회소위원회 제7차 회의(2004. 2. 25)
에서 의결하였다(노사정위원회,「2004년 연차보고서」
, 2005 : 39).
2005년도에 사회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① 저소득근로자 보육서
비스 활성화 방안, ②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방안, ③ 4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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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이다.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취업부모에 대한 보육지원 미흡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취업 중단 및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
고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밀집지역․농어촌 등에 국공
립 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등 취약계층 보육 활성화, 시간연장(야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내
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사회소위원회 제31차 회의(2005. 6. 29)에서 의결하
였다(노사정위원회,「2005년 연차보고서」
, 2006 : 36～37).
2006년도에 사회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① 4대 사회보험 중복급
여 개선방안, ②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방안, ③ 건강보험 재정
에 대한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 ④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이다.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18일 사회소위
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는 권고문을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업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기간 중의 보험료 지원, 육아․군복무 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기여인정제 도입, 저소득 장기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급여수준 설
정,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소득인정제 개선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확충을 통한 현재의 노령빈곤층 노후생활보장 해결 등이다(노사정위
원회,「2006년 연차보고서」
, 2007 : 54).
사. 경제소위원회 의제(2004～2006년)

2004년도에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① 국가직
무/표준능력개발, ②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③ 산업별․업종별 인력개
발위원회 구성방안, ④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이
다(노사정위원회,「2004년 연차보고서」, 2005 : 35～38).
2005년도에 경제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① 비정규직 및 중소기
업근로자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②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③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이다(노사정위원회,「2005년 연차
보고서」
, 2006 : 33～36).
2006년도에 경제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① 지역의 고용․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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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 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②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이다(노사정위원회,「2006년 연차보고서」
, 2007 : 45～46).
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발전위원회(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06년 5월～12월 간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2006년 12월 13
일 사상 최초로 노사정 합의로 징수․재정, 요양․재활, 급여, 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대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산재보험제도 개
선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노사정위원회,「2006년 연차보고서」
,
2007 : 36～39).
이를 토대로 정부(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
년 5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2007년 11월 국회 본
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12월 정부에서 공
포하였다10).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80개 항목 중 개정된 산재보험법
에 반영된 사항은 45.0%(35개 사항)이며, 동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사
항은 6.3%(5개 사항), 그리고 2007년도에 개선을 시작한 사항은 7.5%(6개
사항), 현행 제도 유지․보완은 12.5%(10개 사항), 중장기적 검토 모색
21.3%(17개 사항), 단계적 확보 노력 5.0%(4개 사항), 별도 논의 2.5%(2개
사항)이다(윤조덕, 2007 : 17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노사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2007년 10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에서 진폐제도 개선을 위하여 별도
논의키로 합의하였던바, 2007년 11월부터 노동부에 진폐제도개선협의회
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 2007. 12.14., 법률 제8694호, 시행일 200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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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참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의 정책심의기구에 노동조합
의 참여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사업에 관한 중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부 2인, 시민단체 추천 3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인, 사
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5조).
고용보험 등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한 ‘고용정책심의회’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12
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추천자
각각 2인, 그리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단체 추
천자 각각 1인으로 총 8인,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
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추천자 각각 1인, 건강보험에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4인, 총 8인으로 구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한 ‘국
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4인,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인,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6
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5인으로 구성된다(국민연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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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업장 단체협약에 사회보험 관련 사항의 반영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한 조사연구가 2001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루
어졌다(김정한․문무기․전재식, 2002). 이 조사 연구에서는 750개의 사
업장 단체협약11)이 수집․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다음과 같은 12개 항목이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사항, 산업안전보
건 교육시간, 작업환경 측정, 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 출퇴근재해, 일반
건강진단, 건강진단 이상 발견 시 조치, 재해보상: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작업중지권, 의료비 지원(표 2-17 참조).
이 조사 연구에 의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들이
단체협약에 반영되지는 않았다(표 2-17 참조).
분석대상 단체협약(750개) 중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 74.5%(559개)이다. 이 중
내용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이 47.9%로 가장 많으며, 다음
은 관계법령(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18.8%), 근로
기준법상의 보상(15.2%), 업무상 질병 중 평균임금 수급 및 치료비 전액
부담(11.8%), 산업재해보상법 외에 추가보상(13.3%) 순이다. 또한 분석대
상 단체협약(750개) 중 장해급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 80.5%(604개)
이다. 이 중 내용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이 32.3%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관계법령상의 보상(32.3%), 산재보상법상의 보상 외 추가
보상(8.4%), 근로기준법상의 보상(7.9%)의 순이다(김정한․문무기․전재
식, 2002 : 305～309).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은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사회보험 관
련사항들에 대하여 노․사 협의를 통하여 단체협약에 반영시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1) 한국과 같은 사업장 단체협약제도의 경우 기업 내의 개별 사항들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윤성천․김정한,『단체협약분석(Ⅱ)』, 19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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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단체협약의 내용
1. 총칙 및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1. 1. 총칙 :
- 유일교섭단체, - 협약의 우선, - 근로조건저하금지, - 조직강제(Shop)제도, - 비조합원의 범위,
- 비조합원의 범위,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범위, - 제명․탈퇴자의 확인
1. 2. 조합활동:
- 노동조합 전임, - 상급단체 전임 취임규정, - 임시상근자수, - 조합간부(전임자)의 유급조합활
동시간, - 평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절차, -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련 출장시 출장비 지
급여부, - 조합비 공제, - 시설편의 제공, - 노동조합의 사내홍보활동 보장, - 조합원 교육시간.
2. 인사에 관한 규정
2. 1. 인사일반
- 인사원칙, -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협약상 구성 여부, - 승급, - 조합원 참여형태, - 직장
발전위원회 구성 여부, - 고용안정협약, - 해고회피 내용, - 우선채용 규정, - 남녀고용평등, 사회적 책무, - 수습기간
2. 2. 정년 및 휴직
- 정년, - 정년연장 규정, - 휴직요건, - 휴직전 처우
2. 3. 징계 및 해고
- 징계, - 해고, - 부당징계 및 해고 시 구제조치, - 퇴직사유, - 선임권 보장
3.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3. 1. 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범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
제, - 간주근로제, - 연장근로 실시절차, - 휴일근로 실시절차, - 야간근로 실시절차, - 교대제 근
무, - 휴무제, - 시업 및 종업 시각
3. 2. 휴일․휴가
- 주휴제, - 유급휴일, - 유급휴일 중복시 처우, - 경조휴가, - 생리휴가, - 산전․산후 휴가
3. 3. 임금
- 임금의 구성, - 임금결정 방법, - 임금 지급시기, - 통상임금. - 고정상여금, - 특별상여금, - 연
장․야간, 휴일근로시 할증임금, - 연봉제, - 퇴직금, - 수당의 종류, -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개정시 노종의 참여형태
4. 복리후생에 관한 결정
- 복리후생시설, - 급식 제공, - 체력단련비, - 학자금지급, - 우리사주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주택자금, - 교육훈련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사항, - 산업안전교육기간, - 노동조
합의 산업안전활동, - 출퇴근재해, - 일반건강진단, - 건강진단 이상 발견 시 조치, - 재해보상: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 작업중지권, - 의료비 지원
6.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
6. 1. 단체협약의 성립
6. 2. 노동쟁의
- 평화의무조항, - 쟁의조항
6. 3.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 노사협의
회 보고사항, - 의결사항의 해석불일치시 중재규정, -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
6. 4. 단체협약의 관리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협약 유효기간 중 재교섭, - 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 효력연장, - 협약
갱신 요청시기, - 단체협약 자동갱신

자료 :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2),『단체협약분석(Ⅲ)』,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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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 결

1. 국가(정부)의 정권담당 주체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1980～1987년 기간은 신군부에 의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통치 시
기이다. 신군부 정권은 1980년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노동운동을
극심히 탄압하였다.
1987년 6월 신군부 정권으로부터 이른바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
낸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루어
졌다.
1988～1992년 기간은 신군부 정권을 뒤이은 노태우 정권이 이른바 3당
합당(1990년 1월)을 한 후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였다.
1993～1997년 기간은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의 통치 기간이다. 이 시기
의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는 완화되는 양상을 띄었으나, 보수세력의 역풍
에 의한 노동법 개악(1996년 12월)은 노동자 총파업을 유발하였으며 이른
바 노동법재 개정(1997년 3월)으로 귀결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련의 과정과 연관하여 사회보험법 제정 과정과 정책형
성 과정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초기의 구축 역사는 사회의 이해관계 집
단들 간의 논의를 통한 제도화 과정이기보다는 다분히 집권 정치세력에
의한 통치작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엿볼 수 있다(하종범, 2007).
산재보험법은 1961년 5․16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
사정부에 의하여 1963년 11월에 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1963년 같은 시기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1976년에야 사업
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1988년 전반기에 여
소야대의 국회에서 통과된 보험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거
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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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한편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개별 근로자 권익향상제도 개선은 용인한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확대를 억제
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12)

2. 노동조합의 사회보험․사회복지정책
1997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국노총은 야당의 김대중 후보자
와 정책연합을 이루고 지지하였으나 당선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이 정책
연대는 2000년까지만 지속되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당선시키지는 못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후보를 내었으며 비로소 국
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1987년 6월의 ‘6․29 민주화 선언’ 이전까지의 노동조합운동은 군부 정
권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일부는 협조를 통한 실리획득, 또 다른 일부는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사회보험․사회복지정책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
2000년대 들어서서 오늘날까지 노사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각 분야에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 및 체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급격한 신장과 함께 1990년대 초․중반부터 근로자 건강권을 비롯한 사
12)「한국노총 50년사」에는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 중 1989년 전반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런 공안정국 시기에 정부는 노동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임금가
이드라인정책’을 재차 도입하여 임금억제정책을 시행했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
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행
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되었다. 주당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
되었고, 휴업수당 등 법정임금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 또 임금채권우선변제 사항
으로 3개월분의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전액이 포함되도록 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 50년사』, 2002: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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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사회복지에 대한 자체조사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95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설립을 통한 사회보험 관련
조사․연구의 시작, 2004년 민주노동정책연구원의 설립을 통한 정책개발
의 시작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단체의 조사․연구에 기반
을 둔 사회보험정책 개발은 아직은 취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사료
된다.

3.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보완
하기 위하여는 노․사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민주화의 진전으로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문제 전반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의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13)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각종 사회보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의 참여, 정
부가 관장․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각종 위원회 참여에 있어서 대부
분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수준에서만이 참여가 되고 있다.
참여의 단위는 전국적 단위, 산업별․업종별 그리고 사업장 단위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4)
13) 이수봉(2007)은 현행 사회보험제도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
였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관료 기능적 접근으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사
회복지의 창의성이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역량을 주
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확보하여 사업의 활력을 높여 나
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노동시간의 감축, 삶의 질
등 노동과 삶에 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이수
봉(2007),「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 토론문,
2007. 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14) 이호근(2007)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과 선진화라는 동시적 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회보험제
도 발전에 있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전 국민이 관계되는 이슈인 경우 노사정은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사회보험
개혁과제와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은 사회통합적 선진복지 한국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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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향후 노동조합의 사회보험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참여확대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이른바 6․29 민
주화선언 이전의 노동조합의 사회보험정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운영에 참여가 거의 배제되었었다. 1987
년 6․29 선언 이후 사회민주화, 노동민주화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에 참여의 폭과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 내에 사회보험 관련 전문가 인력의 양성과
숫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험 분야별 전문가와 각종 위원회에의
준비된 참여를 가능케 한다.
둘째, 분야별 정책개발이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대 법정 사회보험의 각 부문에서 근로자로
서의 직장생활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까지의 전 생애기간 동안의 사회
보험이 미치는 역할, 보험료 부담, 보험급여 수준, 조세 제도와의 관계 등
개별 보험 분야의 개별 주제별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사회보험제도의 조사․연구 시작이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가 현재 낮은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사회복지 수준은 남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엄청
나게 낮은 수준이다. 향후 남과 북의 경제교류가 보다 긴밀하여지고 인적
교류가 보다 밀접하여질 경우를 가정하면, 독일의 통일 후의 구동독 근로
자들의 사회보험 급여수준을 구서독 근로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노력하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동시에, 전국적인 단위는 물론 주요 산업이나 업
종별 그리고 사업장에까지, 또한 각 지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중층적인 사회적 대
화의 발전은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산재예방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료적 행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며 다층적인 노사의 참여(multi-level governance)에 의한 사회보험 발
전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무원, 교원, 군인과 같은 특수지역 사회보험과 국민
연금의 점진적 균형 발전은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이호근(2007),「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
제세미나 토론문, 2007. 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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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북한근로자의 보다 향상된 사회보험․사회복
지 혜택을 위한 남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조사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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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독일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제1절 사회보험제도 도입 시기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후반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회정책
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노동운동, 기독사회운동, 자유사회운동 및 동업조
합(소비동업조합과 산업동업조합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동운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노동운동은 정당 조직을 통한 노동운동과 노동조
합운동으로 구성되었다(Lampert, 1996: 51).
1848년까지 정치단체와 단체결성(Koalitionsbildung)이 금지되었기 때문
에 노동자 정당의 설립은 1861년 작센 주에 이어 1869년 북부독일연맹에서
단체결성이 허용된 이후에 가능하게 되었다. 1875년 창당된 사회주의노동
당(Sozialistische Arbeiterpartei)은 19세기 독일의 유일한 노동자 정당이었
는데, 이는 1863년 결성된 독일노동자연맹(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과 1869년 설립된 사회민주노동당(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에 뿌리를 두었다. 사회주의노동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
몽활동과 제국의회에서의 다수 의석 획득을 통해 독일 사회를 민주화시키
려 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붕괴하려던 공산주의
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주의노동당의 득표율이 1878년 7.6%에서 1890년에 19.7%로 증가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창당 이후 사회주의노동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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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증가하였다(표 3-1 참조). 특히 이러한 지지 세력의 증가가 사회주
의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고 탄압할 목적으로 비스마르크(Bismarck) 수상
이 주축이 되어 입법한 반사회주의법(Sozialistengesetz) 적용 기간(1878
년 10월 21일～1890년 10월 1일)에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반사회
주의법은 모든 정치적․경제적 노동자 조직을 붕괴시켰으며, 언론을 탄
압하고 집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회
주의노동당은 반사회주의법 실시 초기에 치러진 1881년 선거를 제외하고
는 제국의회 선거에서 지지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표 3-1>은 반사회주의법이 실시 초기(1878년～1881년)에 효과가 있
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회주의 지지 세력을 약화시키려던 목적을 달성하
지 못했음을 보여준다.15) 이러한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통한 제국의회
의원 수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노동당은 사회정책 관련 법률 제
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Lampert, 1996: 54).
<표 3-1> 사민당(SPD)이 획득한 득표수와 제국의회 의원수 추이 :
1871～1912년

1871
1874
1877
1878
1881
1884
1887
1890
1893
1898
1903
1907
1912

득표수 및 득표율
1,000 표
%
125
3.0
352
6.8
493
9.1
437
7.6
312
6.1
550
9.7
763
10.1
1,427
19.7
1,787
23.3
2,107
27.2
3,011
31.7
3,259
28.9
4,250
34.8

의원수 및 구성비
명
%
2
0.5
9
2.3
12
3.0
9
2.3
12
3.0
24
6.0
11
2.8
35
8.8
44
11.1
56
14.0
81
20.3
43
10.8
110
27.7

자료: Vogel 외(1971: 290ff).

15) <표 3-1>의 득표율과 의원수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민당이 차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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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주의법이 도입 초기를 제외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
패한 것은 동법 적용 기간에 발생한 파업수의 연도별 비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1878년 반사회주의법이 도입된 이후 파업수가 1881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88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동법이 폐기될 무렵인
1889～90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3-2 참조). 이는
1880년대 후반에 파업을 억제하려던 반사회주의법이 실패하여 실질적 효
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3-2> 파업의 추이 : 1848～1890
1848
1869
1871
1872
1873
1874
1875

파업수
49
152
158
352
283
129
88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파업수
84
67
41
15
19
15
27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파업수
60
146
77
125
100
280
390

자료: Schneider(2000: 584)에서 재인용.

사회주의노동당 다음으로 노동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주의
노동조합과 기독노동조합이었다. 19세기 후반 독일에는 정치적 지향 목표
가 서로 상이한 사회주의노동조합(sozialistische Gewerkschaften), 기독노
동조합(christliche Gewerkschaften), 자유주의 경향 노동조합(Hirsch
-Duncker‘sdie Gewerkschaften) 및 소위 황색노동조합(gelbe Gewerk
schaften)이 있었다. 정당 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
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 출범과 함께 노동조
합이 합법적 단체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1918년 노사협약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동자 대표이면서 단체
협약 파트너로 인정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19년 노동조합 조합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8～1919년 사이에 사회주의노동조합은 조
합원수를 2.6배, 기독노동조합은 1.9배, 자유주의 경향 노동조합은 1.7배 증

제3장 독일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57

가시킬 수 있었다(표 3-3 참조).
사회주의노동조합은 공산주의 계급투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체협약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받는 것을 계급투쟁보다 중시하였다. 사
회주의노동조합은 반사회주의법 적용 초기를 제외하고 조합원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동법 폐지 이후에는 세력을 급속히 확장할
수 있었다. 기독노동조합은 1894년 설립되었으며 계급투쟁 사고방식을
배척하는 반사회주의 단체를 표방하면서 노사협력을 강조하고 파업을 노
사갈등을 해결하는 최후 수단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사회주의
단체를 표방했음에도 기독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로부터 환영받지 못했
다. 기독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사회주의노동조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
었지만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였다(표 3-3 참조). 이와
달리 자유주의 경향 노동조합과 황색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자유노동조합
은 사회주의노동조합 및 기독노동조합과 상이한 목표를 지향하였다. 즉
자유주의 경향 노동조합은 파업을 포기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
를 조화시키는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향하였다. 황색노동조합은 사용자 동의하에 설립된 업종
연맹으로 자유주의 경향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역할이 미미하였으며 어용
노동조합 역할을 하였다. 자유노동조합은 조합원수가 많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노동조합과 기독노동조합에 비해 영향력이 현저히 적
었다.16)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정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었
다(Lampert, 1996: 59). 첫째, 사회주의노동조합과 기독노동조합은 조합원
을 대상으로 많은 자조기구를 설치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였다. 후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회정책을 실시할 때 이 모델에 기초하였다. 둘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파트너로 인정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을 변화시켜 사회정책 발전
에 기여하였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자조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실업
과 관련된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실업, 파업 또는 사용자의 제
16) 동업조합 활동은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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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노동조합 조합원수 변화 추이 : 1869～1919
(단위: 명)

사회주의노동조합
1869
1872
1878
1885
1887
1890
1895
1900
1905
1910
1913
1918
1919

47,192
19,695
56,275
85,687
95,106
294,551
255,521
680,427
1,344,803
2,017,298
2,548,763
2,866,012
7,337,477

기독노동조합

5,500
76,744
191,690
316,115
341,735
538,559
1,000,770

자유주의 경향
노동조합
30,000
18,803
16,525
51,000
53,691
62,643
66,759
91,661
116,143
122,571
106,618
113,792
189,831

자료: Hohorst 외(1978: 135f).

재로 구직 목적의 여행이나 이사를 하여야 할 때 여행보조금과 이사보조
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실업에 처해 있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조합원
에게 실업 발생 8일째부터 실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은 상부상조 정신(Solidarität)에 입각해 조합원이 실직할 때 서로 도
와 임금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독일서적출판연
맹(Deut scher Buchdrucker-Verband)이 1879년 장기간 회원으로 가입하
였던 조합원이 실업에 처할 때 제한된 기간 동안 지역연맹금고(örtliche
Verbandskasse)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노동조합 자조기구의 효시였
으며, 다른 노동조합도 점차 이러한 자조기구를 도입하였다. 한편 시(市)
차원에서 빈민구제 목적 대신 보험 방식으로 실업자를 지원한 것은 쾰른
(Köln) 시가 처음으로 1896년 겨울철 실업자를 위한 보험금고(Ver
sicherung skasse)를 설치하여 실업자를 지원하였다(Frerich, 1990: 9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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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 도입 시기(1839～1890)의 사회보험정책

1. 경제적 배경
1835～1873년은 독일에서 산업화가 시작된 초기 산업화 시기로 산업구
조, 고용구조 및 경제성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
하여 1차 산업 생산물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2차산업 생산물
비중은 증가하여 1890년에 약 34%에 달하였다. 2차산업에서 특히 철도,
도로 및 내륙선박수로의 사회간접자본 분야가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광
업이 활성화되고 수공업에서 기계 중심 생산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활발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860～
1890년에 일부 예외적인 연도를 제외하고 순투자율이 10%를 초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표 3-4 참조).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
일(1871년)로 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이러한 경
제 부흥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차산업 부문에서의 활발한 투자로 촉진된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창출
을 통해 취업자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촌을 떠나 도시에 취업하
는 이촌향도를 유발하여 농업부분 종사자 비율을 감소시킨 반면 산업부
문 종사자 비율을 증가시켰다. 활발한 투자 때문에 실질경제성장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 지역 거주자
증가로 주택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정책을 실
시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높은 실질경제성장률은 국가가 사회정
책을 실시할 수 있는 유리한 기본 여건을 제공하였다.

2. 사회보험제도의 내용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1880년대 세계 최초로 도입된 건강보험제도
(1883), 산재보험제도(1884) 및 생산직근로자연금제도(1889)의 내용을 살

60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표 3-4> 기초경제 변수의 추이 : 1850～1913
(단위: 명, %)

1850～54
1855～59
1860～64
1865～69
1870～74
1875～79
1880～84
1885～89
1890～94
1895～99
1900～04
1905～09
1910～13

국민순생산 구성비
취업자
실질경제
순투자율 1차 2차 3차 취업자수 1차 산업 2차 산업
성장률
산업 산업 산업 (1,000명)
비중
비중
7.9
45.2 21.2 35.6
15,126
54.6
25.2
1.6
6.7
44.3 22.7 33.0
4.0
11.0
44.9 23.8 31.3
2.3
9.5
42.4 26.8 30.8
4.1
10.9
37.9 31.7 30.4
2.6
11.1
36.7 32.8 30.5
19,416
49.1
29.1
0.8
10.3
36.2 32.5 31.3
19,992
48.2
29.8
3.4
11.8
35.3 34.1 30.6
21,302
45.5
32.3
3.1
12.7
32.2 36.8 31.0
22,651
42.6
34.2
4.3
15.0
30.8 38.5 30.7
24,277
40.0
35.7
1.8
13.5
29.0 39.8 31.2
26,043
38.0
36.8
3.3
15.0
26.0 41.9 32.1
28,047
35.8
37.7
2.1
15.5
23.4 44.6 32.0
30,243
35.1
37.9

주 : 1) 2차산업은 광업, 염업, 산업 및 수공업으로 구성됨.
2) 3차산업은 교통, 상업, 보험, 요식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됨.
자료 : Lampert(1996: 66)에서 재인용.

펴보면 다음과 같다.17)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납부 상한선까지의 소득
에 대해 최고 6%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
용자가 각각 ⅔와 ⅓씩 부담하였다. 현물급여로 의사의 진찰과 약품이 무
료로 제공되었으며, 현금급여로 발병일 3일째부터 최장 13주 동안 보험료
납부대상 임금의 50% 이상이 질병수당으로 제공되었다. 기존의 노동자공
제조합인 질병금고(Krankenkasse)가 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가족을 피
보험 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개별 질병금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질병금고는 자치운영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었으며, 자치운영

17)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산업부문 산재보험, 농업부문 산재보험 및 공공부문 산재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산업부문 산재보험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
당하며, 공공부문 산재보험의 경우 공공부문 종사자뿐만 아니라 초․중․고․대
학생과 유치원생이 당연가입 대상자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산재보험보다
재해보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와의 통일을 위해 산재보험으로 명명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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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보험료 납부 비율과 동일하게 피보험자 대표 ⅔와 사용자 대표 ⅓
로 구성되었다(Frerich 1990: 86).
산재보험제도는 산업혁명을 통해 도입된 공장근무 형태의 생산방법과
산재예방 조치의 미비로 빈번히 발생하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재해발생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 때에만 재해근로자가 책임
배상법(Haftpflichtgesetz)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산재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재판 절차 등으로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많은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18) 그러나 산재보험제도 도입으로 무과실책임주의
(無過失責任主義)가 적용되어 산재발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
없이 산재보험 급여가 제공되어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연임금 2,000마르크 이하인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사용자가 전액 부담
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업종별 단위조합이 자치운영을 통해 제도
를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단위조합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19)
1889년 도입된 생산직근로자연금제도는 16세 이상의 생산직 근로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노령과 취업능력 상실 위험에 대비하여 최저생계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연금급여는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70세
에 도달하거나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능력을 ⅔ 이상 상실하
였을 때 지급되었으며 제도 도입 당시에는 유족연금이 제공되지 않았다.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연금수급
자 1인당 연 50마르크)으로 조달되었다. 도입 초기에 공법인(öffentliche
Körperschaft) 형태로 지역별로 구성된 31개의 자치운영기관에 의해 운
영되었으며, 이 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었다
(Frerich, 1990: 80f.).

18) 책임배상법 개정을 통해 지급의무 기준을 확대했음에도 산재발생이 사업주의 귀
책사유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당시에
발생한 산재의 약 20%만 보상되었다(정연택, 1998: 364).
19) 독일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호(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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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잘 알려진 것처럼 비스마르크 수상은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의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반사회주의법을 제정(1878)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한
편 노동자의 환심을 사려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정책을 정비하는 양면정
책을 실시하였다. 비스마르크가 실시한 사회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878년 7월 17일의 공장법 법률 개정(Gesetz zur Abänderung der
Gewerbeordnung)으로 출산휴가가 3주로 연장되었으며, 임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던 관행(Trucksystem)이 금지되었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공장을 감
독하도록 하였다(Schneider, 2000: 60). 또한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법률 제
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1883년에 건강보험제도(Krankenversicherung)가,
1884년에 산재보험제도(Unfallversicherung)가, 이어서 1889년에 생산직근
로자연금제도(Alters - und Invalidenversicherung)가 도입되었다.20)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영국에서조차 산재보험제도가 1897년에, 연금보험제
도가 1925년에 도입된 것을 보면 비스마르크의 결정이 얼마나 선구적이었
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사
회보험제도가 도입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오스트리아(1887년), 노르웨이(1894년), 핀란드(1895년),
영국(1897년) 및 프랑스(1898년)에서 동 제도가 도입되도록 하는데 기여했
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국가가 사회정책에 적극 개입하는 개입
국가(Interventionsstaat)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chneider,
2000: 60).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일의 사회보험제도가 국가 주도로 도입
되었지만 열악한 노동자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증가한 것에 추가하여 활발한 노동운동이 1880년대에 세계 최초로 3
개의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Lampert, 1996: 67). 한편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
조합이 초기에는 반대한 사실은 흥미롭다.
20) 생산직근로자연금제도의 도입은 1881년의 황제 칙서(Kaiserliche Botschaft)에 따
른 비스마르크에 의한 법률 제정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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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빌헬름 2세 통치 기간(1890～1918)의
사회보험정책

1. 사회적 배경
1890～1918년의 기간에도 산업화가 지속되어 경제여건이 개선되었다.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매년 10%를 상회하는 높은 순투
자율 덕분에 1890～1913년 기간의 실질경제성장률이 평균 2.9%에 달했
으며, 2차산업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10～1913년 기간에 44.6%
에 달하였다.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2차산업 취업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산업화를 통한 이러한 경제 활성화는 사회정책 실시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경제여건뿐만 아니라 사회여건 역시 현저히 개선되었다. 1890년 10월 1
일부로 반사회주의법이 폐지되었으며 사회민주당이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사회민주당은 1890년 선거에서 19.7%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 지
지율을 확대하여 1912년 선거에서는 34.8%의 득표율과 27.7%에 해당하
는 제국의회 의석을 확보하였다(표 3-1 참조). 이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득표수와 의석수에서 1912년 다수당이 되었다. 한편 비스마르크는 1890
년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고 해임되었다.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1899년 생산직근로자연금제도에서 당연가입 대상인 사무직 근로자의
범위와 임의가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어서 1916년에 생산직근
로자연금제도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입자가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사회보험제도에서의 가장 큰 발전은 1911년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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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것이다. 연임금이 2,000～5,000마르크인 사무직 근로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여 고령, 근로능력 상실, 배우자 사망 및 고아 위험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현금급여가 연금형태로 지급되었다. 연금수
급 개시연령은 66세였으며, 근로능력을 50% 이상 상실하여도 연금이 지
급되었다. 재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되었
으며 국고 보조는 없었다. 운영은 자치운영원칙에 따라 동일 비율의 노사
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Reich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였던 사무직 근로
자에게도 국가가 공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사회보험 수급자 수
가 대폭 확대되었다.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빌헬름 1세(WilhelmⅠ) 통치 기간에 노동자운동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던 비스마르크의 양면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
한 빌헬름 2세는 노동자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사회보험제도 도입 시기
에 간과되었던 노동자보호정책을 확대하는 데 치중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보호정책을 강화하면서 생산직근로자연금제도
를 확대하고, 1911년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자유로운 단체결성과 사업장공동결정(Betriebsverfassung)제도에
서의 개선은 보수 세력의 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활
동을 제약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노동조합을 억압하려는 이러
한 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수물자를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노동
조합을 사용자와 동등한 단체교섭 파트너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를 인정한 결과 국가 주도로 사회정책을 실시하던 시기가 종료되고 바이
마르공화국 시대의 민주화된 사회정책을 위한 준비 기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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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pert, 1996: 73f). 또한 노동자를 군인으로 용이하게 징집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조합간부에게 행정부의 장
관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회주의노동조합, 기독노동조합 및 자
유주의 경향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1890년 357,194명에서 1918년
3,518,363명으로 약 10배 증가하였다(표 3-3 참조). 이렇게 강화된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제4절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의 사회보험정책

1. 사회적 배경
1918년 11월 9일 황제와 수상이 사임함에 따라 전제국가가 막을 내리
고 독일 최초의 민주정부인 바이마르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바이마르공화
국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제1차 세계
대전 후유증에 의한 초고속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제
위기 기간(1919～1923)이다. 둘째, 경제위기에서 탈출하여 경제가 안정되
고 높은 투자로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경제호황기(1924～1928)이다. 셋
째, 세계대공황 여파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경제침체기(1929～1933)
이다(Lampert 1996: 74).
1919～1923년은 초고속 인플레이션 여파로 경제가 마비된 기간이었다.
독일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규모의 전후 배상금과 독일을 제재
하는 다양한 베르사유조약 규정(국민의 10%가 거주하던 국토의 13%에
상응하는 지역의 반환, 상선의 90% 감축 및 다양한 현물 배상 등)은 독일
경제를 마비시켰으며, 이에 따라 독일 역사상 초유의 통제 불가능한 초고
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생계비 물가 기준으로 전
년과 비교하면 1919년 70%로 하락한 후 1920년에 244%로 상승하였고,
1921년에 65%로 하락한 후 1922년 2,420%로, 이어서 1923년에는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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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초경제 변수의 추이:1913～1938
(단위: 명, RM, %)
실업자수
(천명)*
1913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국민순생산
(백만 RM, 1913년
불변가격)
52,440

910
650
2,010
1,350
1,353
1,892
3,076
4,520
5,575
4,804
2,718
2,151
1,593
912
430

46,897
46,587
53,108
53,950
51,694
49,289
43,913
41,760
47,375
52,102
58,658
66,434
74,053
82,078

국민순생산
증가율

순투자율
15.6

-0.7
14.0
1.6
-4.2
-4.7
-10.9
4.9
13.4
10.0
12.6
10.1
11.5
10.8

11.5
7.1
15.2
12.8
6.9
5.7
-3.1
-1.6
4.9
6.2
9.9

주: * 연평균 실업자 수 기준임.
자료: Lampert(1996: 75)에서 재인용.

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경제가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초고속 인플
레이션의 결과 국가를 포함한 채무자가 이익을 보고 채권자가 손해를 보
게 되었다. 1923년 10월 물가가 안정된 후 비교적 높은 순투자율 덕분에
1928년까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29년 발
생한 세계대공황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이 다시 급증하면서 국민
순생산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3-5 참조). 세계대공황 기간의 노
동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실업자수가 1927년 135만 명으로 줄어든 후
192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32년 2월 최고치인 613만 명을 기록
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1932년에 연평균 558만 명이 되었다(Schneider,
2000: 198). 이렇게 열악한 경제상황은 사회정책을 확대하는 데 제약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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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1923년 6월 23일의 광부연금법(Reichsknappschaftsgesetz) 제정으로
광부를 가입 대상으로 한 광부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오늘날의 생산직근로
자연금제도,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 및 광부연금제도로 구성되는 공적연
금체계가 완성되었다. 또한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 노사공동결정이 규정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사회보험이 노사의
자치운영을 통해 민주화되었다(Lampert, 1996: 76～81). 예를 들면 단위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이 동수의 노사대표로 구성된 자치
운영기구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사회보험제도의 가장 큰 발전으로 1927
년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을 들 수 있다. 1920년 직장알선을 위한 관
청(Reichsamt für Arbeitsvermittlung)이 설치되었고, 1922년에 22개의
주사무소와 869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또한 1926년 비
상빈민구제책(Krisenfürsorge)이 만들어져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초과되
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업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 1927년 들
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실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자 1927년 10월 1일「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이 제정되어 실
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를 포함
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으로 약 1,700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
상이었고 기존의 직장알선과 실업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관장기구로
직장알선에서는 동수의 노․사․정 대표로, 실업보험에서는 동수의 노․
사 대표로 구성되는 자치기구가 설치되었다.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와 연방정부 보조로 조달되었다(김상호, 1993:
20f.).21)
1919～1923년에 발생한 독일 초유의 초고속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연금
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자산가치가 감소해 이들 사회보험이 재정
21) 실업보험 도입 초기의 재정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호(1993:
2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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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전쟁 후유증으로 급여 청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
회보험은 보험급여 수준을 낮추고 국가보조금을 통해 간신히 명맥을 유
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할 여력이 없었으며, 초고속
인플레이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산재보험에서만 1925년에 직업병과
통근재해를 인정하여 보험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
재보험에서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외에도 직업병이 질병에 포함되어 보
험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Kohte, 2007: 3). 1925년 최초로 11개의 직
업병이 보험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된 이후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직업
병 종류가 1929년에 22개로 확대되었다(Frerich, 1990: 91).
1929～1933년의 세계대공황 여파로 사회보험 운영기관은 다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급여수급 요건의 강화, 급여수급 기
간의 축소 및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 심지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
험원칙에서 벗어난 자산조사(means test)의 실시 등이 다시 도입되었다
(Lampert, 1996: 80).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경제여건, 국내정치 및 국외정치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전제국가에서
의회민주주의국가로 전환된 결과 사회구조가 변하였으며, 이것이 사회정
책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정당의 고위정
치인, 노조간부, 사용자단체 및 이익단체들이 사회보험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의 주요 정치활동 영역은 바이마르공화국에서도 사회정책 분
야였다. 또한 민주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상황에서 사회정책
활동가인 Heinrich Brauns가 노동부 장관이 되어 초고속 인플레이션으로
파산 일보 직전에 처해 있던 사회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고 재건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사회정
책 입법인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은 독일노동조합총연맹(Allgemein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과 기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
하고 Brauns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노동부에서 수정하여 의회에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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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어 통과되었다(Schneider, 2000: 180).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위기 상황에서 노동조
합들은 각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목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과
파업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급여의 인상과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요
구할 때 협력하였다(Schneider, 2000: 187). 노동조합은 의회 진출을 통해
의회민주주의 창설에 기여하고 정부 고위직으로의 진출을 바탕으로 사회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정책의 발전 및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수 있었다(Schneider, 2000: 221). 이처럼 노동조합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사회보험제도가 확대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은 태생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추진한 사회정책 확대의 성공이
노동조합이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제상황의 호전 여부에 의해 결
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세계대공황 여파로 활동이 위축되
었으며 노동자의 생계위기, 나치로의 정권 이양 및 노동조합의 해산을 저
지할 수 없었다. 세계대공황은 결과적으로 바이마르공화국이 붕괴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Schneider, 2000: 197).

제5절 제3제국 시대(1933～1945)의 사회보험정책

1. 사회적 배경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수상으로 임명되고, 1933년 3월 24일「민족
과 국가의 곤궁 제거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이 제정되면서 국회의 입법 활동은 실질적으로 중지되
고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독재국가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나치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의 결
정적 원인은 정부가 확장재정정책(고속도로 건설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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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함으로써 세계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22)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실시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효과가 서서히 발
생하던 상황에서 나치의 확장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나치정권 출범
후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38년에 43만 명으로 줄어들어 완
전고용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민순생산은 지속적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다(표 3-5 참조). 독일 경제의 회복이 다른 국가들은 계속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달성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예를 들면 1938년 독일의 실업률(1.3%)은 여타 국가들(미국 18.9%, 캐나
다 11.4%, 네덜란드 9.9%, 벨기에 8.7%)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독재
통치와 히틀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Lampert, 1996: 81).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1934년 7월 5일의 사회보험 확충에 관한 법률 개정(Gesetz über den
Aufbau der Sozialversicherung)을 통해 제도 도입 시부터 유지되어 오던
사회보험의 자치운영원칙이 지도자원칙(Führerprinzip)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명한 관리자가 사회보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징인 기여와 급여의 연결고리
를 중시하는 보험원칙이 약화되었으며, 사회보험의 재원이 고유 업무와
무관한 사업으로 전용되었다.23)
세계대공황(1929～1933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 사회보험의 적용대
상이 확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당연가입 대상
이 예술가, 가내수공업자, 자영교사 및 자영보육자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
민연금의 임의가입 대상자가 40세 미만의 전 독일인으로 확대되었으며,
1938년에 수공업종사자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Lampert, 1996: 82).
실업보험에서는 1937년 급여가 일부 개선되었는데, 이는 세계대공황
22) 나치정권은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불황을 탈출하자는
케인스(Keynes)가 제시한 해법과 동일한 정책을 실시하여 성공하였다.
23) 후에는 심지어 국방비 조달에까지 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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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서 1939년
실업보험에서 보험 원칙이 폐지되어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의사가 있고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는 모든 비자발
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다(Frerich, 1990: 94f).
산재보험에서 1936년에 직업병 인정 범위가 22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
다. 또한 1942년 3월 9일의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산
재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다(Yoon, 2005: 42). 이에 따
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요양치료 기간 중에 지급되는 보험급
여가 개선되었다.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이 시기의 사회보험정책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사
회보험정책 변경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
은 사실상 금지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더욱이 노
동조합이 해산되고 단체결성의 자유와 파업권이 제한되었으며 노사가 단
체협약을 체결하던 것이 폐지되고 국가가 근로조건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다.

제6절 1949～1982년의 사회보험정책

1. 사회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경제에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대부분
의 생산시설과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되었고, 많은 전쟁 유가족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대규모 난민을 부양해야 했지만 생산시설의 붕괴로 1946
년 국민생산액은 1938년의 40% 수준에 불과하였다(Lampert, 1996: 8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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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제도(Soziale Mark
twirtschaft)를 도입하여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사회적 시장
경제의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뮐러-아르마르크(Müller -Armack)가 표현
하듯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 이념은 시장에서의 자유의 원칙을 사회
적 균형의 원칙에 접목시키는 데있다. 이처럼 사회적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체제
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재원조달 능력
을 무시하면서 사회보장망의 확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비판하기 때문
에 사회적 시장경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와 엄격히 구분된다.
경제 주체가 경쟁할 수 있는 경쟁규칙을 규정한 경제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1948년 6월 20일 실시된 화폐개혁,
정부의 수출지원 및 투자지원에 힘입어 독일경제는 빠른 경제성장을 달
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실업자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었으며, 1957
년부터 완전고용을 달성하여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다(표 3-6 참
조). 이러한 경제호황과 정치안정이 사회정책 발전을 위한 유리한 사회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한 1974년부터
독일경제는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고, 이는 1970년대 말에 발생
한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심화되었다.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서독경제에 경제위기와 고용위
<표 3-6> 기초경제 변수의 추이 : 1951～1980
(단위 : 천명, %)

1951～55
1956～60
1961～651)
1966～70
1971～75
1976～80

실질국민총생산
성장률
9.1
6.8
4.7
4.2
2.2
3.3

주: 1) 1960년부터 Saarland주와 Berlin 포함.
자료: Lampert(1996: 87).

실업자수

실업률

1,468
641
167
254
472
969

8.3
3.1
0.8
1.2
2.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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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보험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즉 연금보험,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이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보험급여가 삭감되었다. 이러한 급여 삭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지출액은 1975년 3,460억 DM에서 1980년 4,780억 DM로 급증하
여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등장하였다(Lampert,
1996: 92f). 이에 따라 이 시기 사회정책의 주안점은 실업을 제거하고 연금
보험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어졌다.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제2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독일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연금보험
제도, 건강보험제도 및 산재보험제도는 법률 제정을 통해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제도로 빠르게 복귀하였다. 1951년 2월 22일 제정된 사회보험의 자치
운영 및 규정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und über
Änderungen von 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r Sozialversicherung)을
통해 사회보험이 노사 자치운영체계로 복귀하였다. 이어서 1952년 5월 1일
동수의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자치운영의 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을
위한 연방청(Bundesanstalt fü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
versicherung)’이 설립되었으며 1969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도입을 계기로 이는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으로 확대 개편되었다.24) 고용지원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업예방
을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한 점이다. 실업예방을 위해 향상교육, 재교육,
재활교육 및 건설업 항시고용촉진책이 도입되었다. 특히 고용지원법의 중요
한 특징으로 개인의 직업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25)
1957년에 실시된 연금개혁(Grosse Rentenreform)을 통해 연금액을 가
입자 임금상승률에 비례하여 인상시키는 연금 연동제가 도입되었다. 연
2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호(1993: 30ff.) 참조.
25) 이의 근거는 첫째, 직업교육 지원이 고용지원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둘째,
직업교육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졌고, 셋째, 교육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비 보조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74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금개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 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이
원화되었던 연금산식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연금이 소득대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입자 임금상승률에 비례하여 연금액
을 인상시키도록 변경되었다. 이 당시 노동조합은 기초연금(einheitliche
Volkspension) 또는 최저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채택되
지 않았다. 또한 1957년 농민노령부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eine
Altershilfe für Landwirte) 제정으로 농민을 위한 연금제도인 농민노령부
조가 도입되었다. 1972년의 연금법 개정에서는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었
으며, 연금액이 인상되었고 조기노령연금과 최저임금에 맞춘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GNP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 지급액 비중이 1960년
6.5%에서 1980년에 9.6%로 상승하였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0: 210).
산재보험에서는 1952년 8월 1일부터 직업병 인정범위가 40개로 확대되
었고, 이어서 1961년 5월 7일 직업병 인정범위가 47개로 확대되었다
(Yoon, 2005: 90). 이어서 1963년의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사업 중 산재
예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산재보험 연금을 가입자 임금상승률에 연
동시켜 인상시키며, 20인 이상 사업장에 기술감독관을 지정토록 의무화
하고, 직업병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1971년에는 학생과 유치원생
을 공공부문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이 1949년 10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노동
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후 연합군 통치하의 1949년 5월에 제정된 독
일헌법(Grundgesetz)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증을 극복한 후 서독경제가 경험한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었다. 1955년 독일노총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보장 개선을 요구하여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노동조
합은 경제질서, 사업장종업원평의회법(Betriebsverfassungsgesetz) 및 노
사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을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개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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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요구하였지만 실패한 후 단체교섭과 사회정책 분야에 집중하였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사회보장
향상 및 산업안전 개선을 요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Schneider,
2000: 282, 296).
1950년대에 사회보장정책에서 중요한 많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의
배경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의 정치가들이 시장경제
의 문제점을 사회정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사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952년에직장알
선 및 실업보험을 위한 연방청’이 설립되었고, 1957년 1월 22일 연금개혁
을 통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이어서 질병 발생시 임
금계속지급(1957년 7월 26일), 사회부조 지급규정의 지역별 차이의 통일
(1962년) 및 연(年) 3주 이상 유급휴가제도의 신설(1963)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된 법안 준비에 동참하였을 뿐
만 아니라 파업을 통해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그 결과 GN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비가 1950년의 17.1%에서 1955년 16.3%로, 1960년
18.7%로, 이어서 1965년에 24.0%로 증가하였다(Schneider, 2000: 297f.).
1969년에 출범한 사민당(SPD)과 자민당(FDP) 연합정부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각료로 임명됨으로써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1974년 브란트(Brandt) 수상이 사임하고 사민당의 슈
미트(Schmidt) 수상이 취임하였으며, 1974년부터의 석유파동과 취약한
산업구조(선박, 철강 및 섬유)가 가져온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때문에 1970년대 말까지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사민당 정권이 유지되었지만 침체된 경제상황 때문에 사회보험제도 개선
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현실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Schneider,
200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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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1983년 이후의 사회보험정책

1. 사회적 배경
총선에서 사민당(SPD)․자민당(FDP) 연합정권을 이기고 기독민주당
(CDU/CSU)․자민당(FDP) 연합정권이 출범하면서 1982년 9월 콜
(Helmut Kohl) 수상이 취임하였다. 이 정권 교체를 계기로 독일의 경제
정책은 크게 변화하였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처럼 공급 중시 경제학을 신봉한 결과 세금 인하, 사회보험
료 인하, 임금인상 억제 및 투자 장애요인 제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
고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변화된 경제정책에 따
라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되었고,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였다. 또한 사회보험 재정을 포함한 정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출
억제와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연결
되었다.
1983년 이후의 기간에 사회보험 재정은 낮은 경제성장률, 고령화의 진
전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취업자수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서 1990년의 총지출은 1974년과 비교하여 4.3배 증
가했으며,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결과 1994년의 총지출은 1990년보
다 다시 2.2배 증가하였다(Lampert et al., 2004: 198). 이러한 지출 폭증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도 비슷하였다. 사회보험에서의 빠른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독일은 다양한 지출억제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26)

26)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Lampert et al.(2004: 94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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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가. 산재보험제도

1990년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따라
서독의 사회보험제도가 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산재
보험에서도 통일조약 제30조 제5항에 따라 서독 제도가 동독 지역에 일
부 경과규정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에 해당하는 독일의 산업부문 산재보험제도는 업종별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단위조합(Berufsgenossenschaft)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동독의 가입자에게 1992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와 직업병
에 대해 서독의 산재보험 규정을 적용하였다.27) 다만, 경과규정으로 1992
년 1월 이전에 발생하고 구동독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범위에 속하던 산재사고와 직업병에 대해서는 서독 규정에 관계없이 산
재사고와 직업병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업종별 및 지역별로
구성된 산업부문 단위산재보험조합이 동독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
였다. 다만, 건설업 산재보험조합과 금속업 산재보험조합의 경우 단일조
합이 전국을 관할하지 않고 해당 조합이 특정 지역을 관할하도록 조직되
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조합별로 동독 지역을 분할하여 관할하도록 통일
조약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동독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동독과 서
독의 관장기관에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주로 서
독 지역 기업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통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정부보조를
통해 추가재원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적용한 이러한 동독
지역으로의 확대방안은 많은 재정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광업 산재보
험조합처럼 산재환자가 많이 발생한 분야를 인수한 단위조합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동독 지역 우라늄 광산에서 높은 방사선과 안전설
비 부실로 직업병 환자가 많았으며 이들에게 빠른 속도로 서독 수준의 높

27) 직업병 인정과 관련하여 동․서독 제도를 2년간 병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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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90～1998년 사이
약 1,500명의 동독 출신 광산 근로자가 우라늄 방사선에 의한 직업병 판
정을 받았다. 또한 산재보험 관련 통일비용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용자
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반면, 공무원과 자영업자는 재원조달에서 배제되
어 비용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문 산재보험의 단위조합수는 2004년까지 35개를 유지하였지만,
단위조합간 합병으로 2005년에 26개로 축소되었다. 특히 지역별로 결성
되어 운영되던 기존의 8개 건설업 단위조합이 합병되어 1개의 건설업 산
재보험조합이 탄생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단위조합이 흡
수 합병되었다(HVBG, 2006: 7). 이러한 합병을 통해 2007년 5월까지 25
개의 산업부문 단위조합이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총연맹(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HVBG)을 최상급 단체로 하
여 단위조합별로 운영되었다.
최근에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7년 6월
1일 산업부문 산재보험과 지역별 및 주별로 조직되어 있는 공공부문 산재보
험이

통합하여

독일공적산재보험(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

sicherung: DGUV)이 탄생하였다. 이 합병을 통하여 7,000만 명 이상의 가입
자를 가진 초대형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노동부가 이 기관의 감독권을 가지
게 되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산업부문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4,372,479명
이었다. 또한 공공부문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일반산재보험(공공부문 종사
자, 자원봉사자 등)에 11,192,340명, 학생산재보험(유치원생, 초중고생 및 대
학생)에 17,399,085명이었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기관으로 2006년 말에
산업부문 산재보험에 3,021,840개 기업이, 공공부문 산재보험에 471,880개
가입기관과 120,260개 교육기관(학교, 탁아소 등)이 가입해 있었다.28) 독일
전문가들은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간 합병이 10개 정도의 단위조합을 최종
목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최근에 2009년까지
산재보험 운영기관 개편을 마무리하되 급여 개혁은 2009년까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8) HVBG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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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보험제도

대량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은 고용창출지원책(ABM), 조
기은퇴지원제도(1984년 4월 13일의 법 개정) 및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제도를 관장하는 연방고용청
이 부담하였으며 연방정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고용창출지원책
이 연방고용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8.8%, 1990년 6.3%,
1994년 10.6%, 1998년 11.1% 및 2002년 6.1%로 높았다(표 3-7 참조).
고용창출지원책은 주로 도시의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사업과 복지사업
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1～2
년간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과도기 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용창출지원책이 제
공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
업이어야 하며(사업의 附隨性), 이를 통해 다른 사업장의 일자리를 단순
대체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지향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교
육수준에 따라 4등급(900, 1,100, 1,200, 1,300유로)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차등지원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비중은 높지 않다.
<표 3-7> 고용창출지원책 실시 추이
(단위: 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반고용창출지원책
지원근로자수
서독
동독
59,372
154,464
59,009
151,367
66,302
167,771
58,054
145,547
50,619
116,024
32,724
91,985
23,691
72,719
20,552
65,259

특별고용창출지원책
지원근로자수
서독
동독
8,404
80,082
11,746
162,430
15,381
180,292
11,692
98,064
10,699
65,767
9,544
57,877
7,802
39,004
3,799
27,727

연방고용청
예산지출 비중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2005: 61).

11.1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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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책으로 취업한 사람의 대부분이 지원 기간 종료 후 다시
실업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은 고용창출지원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정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구동독 지역에서 더욱 빈번히 관찰된다. 또한 고용창출지원책 지
원을 받는 사업장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창출된 일자
리가 추가적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업장 일자리를 단순 대체한 것에 불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령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지원하는 조기은퇴지원제도를 실시하였다. 1972년의 국민연
금법 개정으로 여자, 실업자 및 장애근로자는 60세에, 35년 이상 장기가
입자는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많
은 대기업들이 사회보험 비용으로 고령자의 자발적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인력조정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58세 근로자에게 퇴직일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고령자 퇴직을 유도하고, 퇴직근로자는 2년 이상 실업
급여를 수급한 후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조기퇴직으로 고용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했지만, 이 일
자리에 젊은 구직자가 취업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은퇴지
원제도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1989
년에 연금법이 개정되었다. 1992년부터 적용된 이 연금법 개정(연금법 개
정 1992)을 통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이전의 65세로 상향 조
정되었고, 65세 이전의 조기연금 수급자에게 감액하는 제도가 도입되었
으며, 연금액 인상 기준을 총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순임금으로 변경하여 인상폭을 축소하려 하였다.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을 통해, 연금수급자는 급여수준 인하를 통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총지출
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의 인상을 통해 재정을 안정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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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7년 보험료율이 18.7%에서 심리적 한계선인 20%를 초과하여
20.3%가 되자 부가가치세를 15%에서 16%로 인상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재원의 일부를 연금재정에 지원하여 보험료율을 20% 이하로 안정시켰다.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공
적연금제도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제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연금법 개정 2001」이 실행되었다. 이 개정을 주도한 보건사
회부 장관 이름(Walter Riester)을 따 이번 개혁을 ‘리스터개혁’,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리스터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다.29) 이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 위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서 탈
피하여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
하여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심리적 한계선으로 간주되는 20%를 초과
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의 진전으로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20% 이내로, 2030년까지 22% 이내
로 유지하려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2004년 8월 국
민연금법을 개정하였다. 2004년 법 개정의 핵심은 급여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성계수(Nachhaltigkeitsfaktor)를 연금조정 산식에 추가한 것이
며, 지속성계수는 인구변수와 경제변수의 변화를 연금 산정에 반영하여
연금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성계수 도입으로 2030년에 연금
급여가 평균 7.7%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 인상을
1.6%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라. 건강보험제도

의료기술의 진보와 인구노령화의 진전으로 의료비가 급속히 상승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았다. 보험재정 악화로 보험료율은 1984년
11.4%에서 2005년 1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의료개혁법(1989년), 의료구조법(1992년), 신질서법(1997
년), 의료보험개혁법(2000년), 의료보험현대화법(2003년) 및 의료보험 경
29) 독일 연금개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준호․김상호(2005: 96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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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강화법(2007년)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
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지는 불확실하다. 이의 주된 이유는 근로자수뿐
만 아니라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
황에서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형태로 조달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출 증가의 근본적 억제책
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1980년대 이후 독일경제가 처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투자증
대를 통한 실업극복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한 수준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역시 재정악화로 미미하였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동독 지역에서도 서독과 동일한 자율적
노사협약(Tarifautonomie)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었다.
1990년 7월 1일 통화․경제․사회연맹이 도입되기 이전에 노동조합은 불
확실한 미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개월 유효한 단체협약
을 사용자단체와 체결하였다. 이어서 노동조합은 1990년 가을에 광산, 철
강 및 화학 등의 주요 산업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서독의 임금구조가
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 지역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부족한 임금 차별화의
문제점이 동독 지역에서 그대로 발생하는 한계도 있었다.
2007년에 진행되고 있는 관리운영 주체의 통합을 통한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은 정부와 정치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단위산재보험조합과 노
동조합은 이러한 논의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
조합 역시 산업부문 단위산재보험조합 간의 통폐합을 통해 조합수를 줄
이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조합수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1980년 이후 독일 경제는 침체에 빠져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모든 사회보험 재
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안정
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 억제와 수입 증대를 위한 동원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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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보험 재정을 일정 수준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
하였다.

제8절 사회보험의 노․사․정 협치(governance)

1. 법적 규정
사회보험제도의 자치운영(Selbstverwaltung)은 근대적 형태의 사회보
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으로 의료보험(1883), 산재
보험(1884), 국민연금보험(1889)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던 당시에도
핵심 제도운영 원리였다. 사회보험제도의 자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자치운영에 관한 법(Gesetz ϋber die Selbstverwaltung)과 사회법전 제4
권(SGB Ⅳ)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은 자치운영
을 하는 공법상의 법인체이다. 자치운영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피보험
자와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44조).
사회법전 제4권 제31조에는 조직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개별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마다 자치운영조직으로 대표자총회(Vertreterversammlung)
와 이사회(Vorstand)를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1인의 운영총책임자
(Geschäftsführer)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사회법전 제4권 제31조 제1
항). 대표자총회, 이사회 및 운영총책임자는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
회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다(제31조 제2항).
이사회는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을 운영하고, 법령 또는 기타의 사회
보험 관리운영기관을 위한 표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재
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에서 사회보험 운영기관을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 총책임자는
상근으로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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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자치운영제도
가. 개요

산업부문 산재보험에서 단위산재보험조합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
각 단체에서 선출된 노사 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자치운영기
구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있다(이들 대표의 임기는 6년임). 필요하면
자치운영기구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장 업무를 이양할 수 있으며, 실제
로 예산위원회, 회계심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정관위원회, 인사위원회, 위
험등급산정위원회, 이의심사위원회, 규정위반심사위원회, 산재예방위원
회, 연금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그림 3-1 참조). 이와 달리 일상적 행
정 업무는 이사회 구성원인 단위조합장(Geschäftsführer)에 의해 수행되
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노사 대표가 비상근인 것과 달리 단위조합장
은 상근으로 행정 업무의 처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자치운영은 산재예방 업무, 위험등급의 분류, 경험요율제의 운영, 예산,
인사, 조직, 병원과 재활시설의 설립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나. 대표자총회

대표자총회는 단위산재보험조합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관
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합의 조직과 관련하여 조
합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단위조합장과 이사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해
임할 수 있으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연말 결산을 한다. 또한 독
자적인 권한으로 산재예방 규정, 업무별 위험등급,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을 결정할 수 있고, 병원과 재활시설의 설립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이사회

이사회는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여 산재보험조합의 행정업무를 관장
하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에서 조합을 대리한다. 이사회는 행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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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단위산재보험조합의 자치운영제도
단위조합의 자치운영기구 및 위원회

자치운영기구

대표자총회

단위조합장

특별위원회
․연금위원회
․이의심사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준비성격의 위원회
․산재예방위원회
․위험등급산정위원회
․회계심사위원회

집행성격의 위원회
․규정위반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주: 이의심사위원회는 관할권에 따라 2개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음. 전자가 일상적
행정 업무 및 연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후
자는 벌과금 관련 이의 신청을 심사하고 있음.
자료: Specht(1997: 26).

무 수행을 위한 이사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과 준칙(Richtlinien)
을 결정하며, 단위조합장 후보를 대표자총회에 추천한다. 또한 예산안을 수
립하고,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안을 만들며, 직원의 채용․승진․해고․은
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 기계․금속․제강업 산재보험조합의 자치운영제도

독일 기계․금속․제강업 산재보험조합(Maschinenbau- und MetallBerufsgenossenschaft, Hütten- und Walzwerks-Berufsgenossenschatf)
의 자치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다(그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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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계․금속․제강업 산재보험조합의 자치운영제도
선거권자에
의한 선출

근로자

사용자

대표자총회
근로자 26명

사용자 26명

이사회
근로자 8명

대표자총회 산하 위원회
- 산재예방위원회
(노․사 각 4명)
- 회계감사위원회
(노․사 각 2명)

사용자 8명

대표자총회/이사회 공동위원 이사회 산하 위원회
회
- 상설위원회(노․사 각 1
- 대표자총회․이사회 공동
명, 운영총책임자 1명)
위원회(노․사 각 5명, 운영 - 산재예방위원회(노․사
총책임자 5명)
각 4명, 운영총책임자 1
- 조정위원회(노․사 각 2명,
명)
운영총책임자 2명)

별도의 위원회
- 연금위원회: 관할구역 5개소에 별도로 설치(노․사 각 3～9인)
- 이의신청․심사위원회(본부): (노․사 각 2명)
- 이의신청․심사위원회(관할구역 5개소에 별도로 설치)

3.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의 자치운영제도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BKK Bundesverband)은 180개 이상의 기업건
강보험(Betriebskrankenkassen)과 이들의 8개 지역본부(Landesverbände)
의 최상위 조직이다. 피보험자는 1,400만여 명이며 시장점유율이 약 20%
로 법정 건강보험에서 세 번째로 크다.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은 기업건
강보험 공동의 이해를 대변한다. 기업건강보험 내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면서 개별 기업건강보험을 위한 영향력 있는 기구나 효율적인 서

제3장 독일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87

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은 자치운영을 하는 공법상의
단체로 조직은 비상임 운영위원회와 상근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
위원회는 사용자대표와 가입자대표 각 15인으로 구성된다. 비상임 위원
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의 자치운영제도

가입자

←

선거권자에
의한 선출

→

사용자

운영위원회
피보험자 15명
사업주 15명

이사회
피보험자
사업주
1명 이상
1명 이상
이의신청․판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을 위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기
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의 정관과 예산을 의결하며 이사회임원을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상호신뢰에 근거하여 협력하며, 운영위원회 의장
은 피보험자대표와 사업주대표가 매년 번갈아 맡고 있다.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의 업무 수행은 상근이사회가 담당하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에서 연맹을 대리하고, 이사회위원은 2명이다. 6년 임기의 이사회임원
은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4. 고용보험의 자치운영제도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은 본부, 주고용청과 고용보험
사무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계 모두에서 자치운영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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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방고용청 조직도

행정평의회

이사회

노․사․정
대표 각 7명

노․사․정
대표 각 1명

총 재

부총재

직장알선
직업교육
보험
및 직장
및
급여국
상담국
상담국
ㅣ
주고용청의 운영위원회
노․사․정 대표
고용보험사무소의 운영위원회
노․사․정 대표

재정
관리국

인사
및
총무국

조직관리
및
홍보국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

주고용청

고용보험사무소

출장소
자료: 연방고용청 자료.

지고 있다(그림 3-4 참조). 연방고용청 본부는 훈령(Weisung)을 통하여
고용보험 업무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며 규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주고용청은 관할지역 고용보험사무소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
을 하며, 이는 통독으로 9개에서 11개로 증가하였다. 고용보험사무소가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몇 개의 기초자
치단체를 관장하며 필요할 때에는 출장소를 가지고 있다.
연방고용청은 자치운영기관으로 행정평의회(Verwaltungsrat), 이사회
(Vorstand), 주고용청의 운영위원회 및 고용보험사무소의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동수의 노․사․정(연방정부,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로 구성되며 비상임이다. 행정평의회는 입법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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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며 유일하게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을 제정할 수
있고 노․사․정 대표 각 7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다. 이사회는 연방고
용청 총재가 담당하는 일상적 행정업무 이외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
접적 활동기관이며 예산을 확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지역단위에서의 자치
운영기관으로 중간 및 하급 행정분야에서 자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실정
에 맞게 신축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이 수행되도록 한다. 연방고용청 총재
는 일상적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에서 연방고용
청을 대리한다. 연방고용청 총재는 연방정부의 추천으로 행정평의회의
견해를 청취한 후에 연방대통령이 임면한다.

제9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질병, 산업재해, 고령 및 실
업의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이 증가하고 노동운동의 강화로 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증대하자 1880년대에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도입
하였다. 노동조합이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자조기구가 제도 도
입을 위한 중요한 모델로 활용되었다. 또한 사회보험 발전 과정에서 노동
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산별 조직
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던 측면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산별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사회보험
발전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노사가 자치운영을 통해 제도운영과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달
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부담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주된 가
입 대상으로 운영되어 자치운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재보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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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도운영에 대한 노사의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험제도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남북 통일시 사회보험제도 통합에 소요되
는 재원이 기존에 축적된 사회보험기금이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통
해 조달되기보다 일반재원으로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해 있지
않은 공무원, 교사, 군인 및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제도 통합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회보험 통합비용이 일반재원을 통
해 조달될 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
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제도가 조합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질성이 높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
영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조합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주의제도에서는 조합
이 소규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
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독일은 조합주의제도에 내재해 있는 규모의 경제
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
보험을 운영하는 질병금고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의 적용․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30) 따라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보험제도가 직면해 있는 재정위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30)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은 질병금고에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독자적
인 행정체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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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 노동운동의 개요와 사회보장의 발전

본 연구는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이 사회보장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것이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항상 생활의 궁핍을 경험해
왔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구제책도 발전시켜 왔다. 대부
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성립기에 구빈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이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국가와 자본가에 대항해 자신들의 생
활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운동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사회보장은 구미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
정과 달리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즉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권리성의 유약함이 언제나 지적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각 계층으로 분단되어 있어 노동조합 등의 대항세력은
개별적으로 분단된 제도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즉각적인 권리 증대에 중
점을 두면서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이란 공통의 쟁점을 끌어내지 못하였
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이미 당시의 행정가들이 독
일과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을 둘러보고 사회보장정책과 제도를 습득하
면서 아시아에서는 사회보장을 가장 먼저 정착시킨 국가로 발전하였다.
특히 식민통치와 피지배라는 관계를 가졌던 한국은 해방 후에도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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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일본의 사회보
장정책과 노동운동의 관계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생활보호법, 복지 3법(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노동자보험을 창설하였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정된 건강보험법, 연금제도 등에 손질을 가하면서 사
회보장제도가 정착되었다. 1960년대 국민개보험과 개연금이 확립되고 보
건･복지제도가 확충․강화되었으며 1971년 아동수당제도가 더해지면서
1970년대 초 외형적으로는 서구 복지국가 수준의 사회보장제체를 정비하
였다. 또한 2000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발생한 노인의 수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호보험이 새로 사회보장제도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장기적 비전이 아닌 제도 성립 당시 그
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에
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많은 비판과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운동의 출발점을 자본주의로 볼 때 일본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약 1세기 간의 노
동운동은 1945년 패전을 경계로 크게 전전(戰前)과 전후(戰後)로 구분할
수 있다.
1910년 ‘대역사건’31) 이래 일본의 노동운동은 침묵의 시기를 보내지만
이후 국내에서는 ‘쌀소동’32)이, 국외에서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시 강력한 노동운동이 전개된다. 격화된 노동운동을 완화하고 노동력을
보전하기 위해 1922년 ‘질병보험법(疾病保険法)’을 제정하면서(실시는
1927년) 건강보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전전의 대표적 노동운동으로 평
가되는 건강보험법 개선 요구 스트라이크는 그동안 자본가의 책무로 인
31) 일본 당국에 의한 천황암살 조작사건. 당시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수백명이
체포되고 그 가운데 26명이 기소, 24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12명은 감형되고
12명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32) 근세에서 근대에 걸쳐 쌀 가격의 급등으로 일어난 폭동. 메이지 유신 이후 전국
규모로 일어난 쌀소동은 1890년, 1897년, 1918년 세 차례이나 일반적으로는 1918
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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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어 온 업무상 재해보상을 1927년 사회보험으로 전가한다는 불만 때
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여러 사고에 의한 생활의 곤궁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은 전후이다. 그동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과 빈
곤자를 대상으로 한 구빈제도로 구분된 제도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전은 과거의 일본제
국주의가 끝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노동조합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
으며 이를 토대로 조직 노동자수가 1946년 12월 말에는 480만 명이란 폭
발적인 팽창을 보이며 1965년 처음으로 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특히 1950년대 조직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이 시작되어 생활보호 수급자,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전국조직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전국연합회의’
와 민주보육연맹의 보육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이는 생존권 운동에 불을
지핀 ‘아사히소송(朝日訴訟)’33)과 이를 지원한 노동계의 아사히소송 운동
이라 부를 수 있는 광범위의 사회복지운동으로서 생존권 이념을 정착시
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가 상승 등의 배경 속에서 노동조합은 그동
안 임금투쟁 일변도의 운동을 생활보장, 사회보장을 지향하는 방향 전환
을 하면서 ‘연금 메이데이’ 노인집회(퇴직자 집회), 국민생활 개선을 요구
하는 대행진을 주도하고 1970년대 초의 연금투쟁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특히 노후 문제를 현재의 노동자문제로 인식하여 경로의 날에 일교조(日
本教職員組合), 국로(国労：国鉄労働組合), 자치로(自治労：全日本自治団
体労働組合連合) 등이 중심이 되어 연금제도 개선과 퇴직 후 의료보장,
노인홈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획기적인 투쟁으로 평가되는 1972년의 자
치로의 공공병원 통폐합 반대투쟁은 임금투쟁과 함께 국민 전체의 건강
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노동단체는 연금급부의 상향 조정과 임금슬라이드에 의한 연
금액 자동개정 등의 수정 요구안을 내걸고 1985년 연금개악 저지 노동단
33) 1957년 당시 국립 오카야마 요양소에 입소하고 있던 아사히 씨가 후생대신을 상
대로 헌법에 규정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생존
권)’와 생활보호법의 낮은 급여를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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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합동 스트라이크를 벌였다.
1990년 이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고령화율: 1994년 14%, 2000년
18.5%, 2006년 20.8%),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가재정의 적자, 국
채 의존이 심화되었다. 1991년의 거품경제 붕괴와 그 이후의 장기불황 속
에서 정부는 재차 ‘재정 재건’을 강조하며 경제와 정부 부문의 ‘구조개혁’
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경영자가 사회보
험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노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적자일로를 걸었고 정부는 국고부담 삭감, 급여
삭감을 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강화에 대
한 요구를 가두행진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호소하며 그 실현에 앞
장서고 있다(成川, 2007).

제2절 일본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1. 노동조합 개요
일본의 자본주의는 영국 등과 비교해 약 100년 정도 늦은 메이지 유신
을 출발점으로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시작도 19세기 말인 1897년 12월
최초의 근대적 노동조합인 ‘철공조합’에서 비롯된다. 산업혁명의 계기가
된 청일전쟁(1894～1895년)으로 공장의 확대와 광산개발, 전국적인 철도
연장이 이루어졌으나 전쟁 후 물가앙등 등 생활불안에 반대한 쟁의가 곳
곳에서 발생하면서 노동조합 결성운동이 일어났다.
현재 일본에는 통칭 연합(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과 전노련(全国労働組
合連絡協議会), 전노협(全国労働組合総連協議会) 등 3개의 전국조직이 있
다. 정치적으로 연합은 민주당 지지를, 전노련은 일본공산당, 그리고 전노
협은 사회민주당·신사회당을 지지하고 있다.
2006년 6월 현재 일본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004만 1,000명
이며, 노동조합 추정 가입률은 18.2%로 1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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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영국의 29.0%(2005년), 독일의 26.6%(2002년), 싱가포르 21.5%
(2004년), 호주 24.7%(2000년) 등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나 미국 12.5%(2005년), 한국 11.9%(2005년)보다는 높다(일본노동정책연
구·연수기구,『국제노동비교 2007』). 노조 조직률의 저하는 세계적 현상
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경우 연합군총사령관(GHQ)의 민주화 정책하에서
1949년 노조 가입률이 55.8%(665만 5,000명)로 정점에 달한 이후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노동조합의 조직률 감소 배경에는 산업과 취업구조의 변화, 그
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먼저 대규모로 이루어진 ‘고용의 유
동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가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산업구조
의 변화와 비전형 노동34)의 증가로 인한 조직률의 평균치 저하와 둘째,
‘조직화 과정’의 문제인데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 조직화에 성공하지 못하
고 있는 점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종과 성별과 같은
고용구조와 상관 없는 창업 기업의 낮은 조직화이고, 조합 결성에 따른 임
금프리미엄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기성 조합원의 조합 이탈
도 한 원인인데 여기에는 노동조건에 대한 조합의 역할 미비가 거론되고
있다(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2). 셋째, 노동조합 결성에 법적 제
약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
동조합의 존재감과 구심력이 저하된 점을 들 수 있다(福原宏幸, 2001: 6).
이러한 노동조합의 공동화 현상은 대표성의 문제와 회비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노동운동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2. 특징
일본 노동조합의 최대 특징은 구미 제국의 그것이 지역과 산업별로 조
직되어 있는 것에 반해 규모나 조합수에 있어서나 기업별 조직이 보통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의 성격과
임무에도 표리일체의 관계를 보여주며 요구와 행동형태, 정책·방침의 결
34)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 아르바이트, 청부노동, 재택근무 등 취업형태의 다
양화에 따른 상용 정사원 이외의 취로형태를 취하고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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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全国金属労働組合、1979). 이러한 일본적 특징
은 전전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탄압 속에서 광범위한 대중적인 결집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또 이러한 조건하에서 피폐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하게 노조 재건이라는 과제를 달성하여야 했기 때문에 기업 내
단결이란 방법을 취하게 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 이유를 첫째, 패전 직후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직제,
기술자와 상관없이 식량난과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전 종업원이 노동조
합에 결집하였고 둘째, 기업에 적을 두지 않는 전전의 우익적 간부의 재
등장을 경계하였다. 셋째, 전후 큰 타격을 받은 자본가들이 전전의 ‘산업
보국회’35)를 교훈으로 ‘회사 조합’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기업별조합은 임시직, 파트타임 등을 제외한 정규직으로 구성
되기 때문에 기업 의식에 함몰되기 쉽고 운동도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 또 일단 사원만으로도 회원수가 자
동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조합원 확보를 위한 의식적인 교육과 선전, 조
직활동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노동조합은 산업별 조직형태를 취함으
로써 운동의 대중성, 계급성을 발전시키고 대중조직으로서 정치 혁신을
추구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全国金属労働組合、1979)에서 이
러한 약점의 극복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례가 2000년「일본개호크래프트유니온」
(NCCU: NIPPON
CARESERVICE CRAFT UNION)의 결성이다. 직능 조합의 형태인 동
조합은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개호 현장의 대인서비스 노동자들의
유일한 횡단 조직으로 결성되었는데 당초 5분회 7,000명의 조합원에서 현
재는 6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은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
로 부활․강화되었고, 처음에는 직장과 임금 확보에서 시작해 정치적인
결정에 참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활향
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기업의 경영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비판의 중
심에 있는 기업별조합은 인권과 민주주의 추진은 물론 과거 종신고용제
35) 1938년 제2차 세계대전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노동자단체로 1945년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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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내 QC조직 등은 제품의
질을 담보하고 기업을 발전시켜 왔다.(福原宏幸, 2001: 4).
한편 일본의 산별노조는 개인 가입의 단일 조직으로 결성되는 구미의
산별조합과 달리 기업별조합이 산별로 결집해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많
다. 또 규모 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대산별 조직인 것에
비해 일본은 소산별이란 점이 특징이다.
일본 노동조합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당과의 밀접한 관련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정당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직표를 기대하고 조합은 지지하
는 정당의 국회의원을 옹호함으로써 조합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노조의 정치 참여는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인 경향이
지만 정당 조직이 실로 조합 말단까지 조직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하는 외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대회 등 조합의 기관에 의한 정당지지 결
정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3.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가. 전전(戰前)

일본의 사회보장은 1874년의 ‘휼구규칙(桖救規則)’이 제정, 시행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1920년 ‘구호법(救護法)’이 제정되면서 공적부조제도가 확
립되었다.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독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1888
년 사회보험의 전사(前史)라 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지역의 광산에서 만
들어지고 1894년에는 민간의 ‘오사카 상병보험주식회사(大阪傷病保険株
式会社)’가 설립되어 방적공장의 공원들에 대한 질병보험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태동기를 거쳐 1897년 ‘노동자질병보험법(労働者疾病保険法)’이
제정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채 20세기에 들어선 1905년에 국가에 의한
최초의 사회보험인 관영 제철소의 ‘직공공제조합’과 같은 해 독일의 쿠루
프사를 모방한 ‘방적공제조합’이 설립된 이래 많은 기업에서 공제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정치 책임으로서 사회보장이 추구되었지만 임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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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생활양식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정책과 운동으로서
의 투쟁은 아직 개화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산업혁명은 1894년경부터 시작해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하
였다. 이 무렵 노동자수는 46만 명(여성 노동자 26만 명)으로 본격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래 ‘부국강병’․‘식산흥업’ 하에
서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은 곤궁하였다. 1897
년 ‘노동조합기성회’의 발족을 계기로 일본 최초의 근대적 노동조합으로
일컬어지는 철공조합이, 이듬해 일본철도교정회가 결성되었다(猿橋 眞,
2001: 24～25).
전술한 ‘대역사건’으로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자･농민운동은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으며(猿橋 眞, 2001: 34) 일본 정부는 1919년 야쿠자의 원류
인 바쿠토(博徒)를 동원해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이후 이들 바쿠도의
조직인 ‘일본국수회(日本国粋会)’는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폭력장치로 기
능하였다.
1922년 관동대지진 직후에는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1927년 전전에 있어 최장기인 261일간의 스트라이크를 포함
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표 4-1> 1920년대 이후 일본의 노동조합 개황
1923
조합수(개)
조합원수(명)
추정 조직률(%)
조합수(개)
조합원수(명)
추정 조직률(%)

1932

1940

1945

1946

1949

432

932

49

590

17,266

34,688

125,551

377,625

9,455

381,000

4,926,000

6,655,000

3.2

7.8

0.1

3.2

41.5

55.8

1953

1960

1980

1990

1995

1999

30,129

41,561

72.693

72,202

70,839

69,387

5,927,000 7,662,000 12,369,000 12,265,000 12,614,000 11,825,000
36.3

32.2

30.8

25.2

23.8

출처: 猿橋 眞著,『日本労働運動史』, 学習の友社, 2001, p.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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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후(戰後)
1) 사회보장 구조의 모색기 혹은 부활기(1945～1950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총사령관(GHQ)
은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육성책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전시 중 투옥되거나 활동을 금지당한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활동을 재개
하면서 격렬한 스트라이크가 빈발하였으며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당시의 노동운동은 인플레와 산업 황폐를 배경으로 한 생활조건 개선투
쟁이 대부분으로 좌파가 우위를 점하였다.
1947년 일본 정부의 노조 비판에 반발한 노동조합 측은 이른바 2·1 제
네스토(general strike)를 선언하였지만 결행 직전 GHQ가 ‘공공의 복리에
위배’됨을 이유로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표를 투옥하였다. 2·1 제네스토의
중지는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였으며 일본의 민주
화를 추진해 온 GHQ의 방침 전환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또 1948년에
는 국가공무원의 스트라이크 금지가 미군정 정령 210호로 공포되었다.
GHQ에 의한 일본 지배가 종결된 사흘 후인 1952년 제23회 메이데이에
참가한 시위대가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황궁 앞 광장에 돌입하면
서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유혈사태로 발전하였다
(‘피의 메이 데이’ 사건). 시위대 가운데 사망자 2명, 740명 이상의 부상자
가 나왔고 천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이 가운데 261명이 기소되었다.
한편 전후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은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일본
노동조합총동맹(이하 총동맹)과 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회의(이하 산별회
의) 2개의 조직으로 분립․출발하였다. 총동맹은 1946년에 85만 명의 노
동자로 결성되었으며 이른바 반공우익 사회민주주의자가 재계의 협력을
얻어 조직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도도부현(광역 시도) 연합체로서 조직되
었다. 총동맹은 일본사회당 지지를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산
별회의는 당시 조직노동자의 43%에 해당하는 163만 명이 결집하였는데
공장 대표자회의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지역적 결합과 전국적인 산업별
단일 노동조합 조직화를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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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산별회의와 총동맹 등이 전국노동자연합(이하 전노련)을 결성
하였으며 그 해 노동기준법이 공포되었다. 1948년 일본경제인연합(일경
련)이 결성되었으며 그 직후 일본의 노동조합을 대표한 전국조직이 결성
되었다. 1950년 GHQ에 의한 공산당 추방(red purge)으로 전노련이 해체
되고 같은 해 미군정의 강한 영향이 반영되어 결성된 것이 반공주의･노
사협조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하 총평)이다. 동
시에 오늘날 노동자의 복지와 생활보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금고와
노동자복지협의회 등도 설립되었다.
2) 성장기(1955년～60년 전후)

노동자의 빈곤이 문제시되었던 이 시기 춘투는 곧 임금투쟁으로 노동
자생활의 전부가 임금과 임금투쟁으로 집약되었다. 사회보장은 아직 임
금의 주변에 있었으며 사회보장투쟁의 위상은 임금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GHQ의 일본 지배가 끝나고 경제도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합리
화가 진행되었다. 그 속에서 탄광, 전기산업 등에 의한 대규모 스트라이
크가 빈발하였다. 그러나 1955년경부터 국민생활도 전전 정도로 회복되
었고 노동운동도 생활조건 투쟁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 권리투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59년의 미츠이미이케쟁의(三井三池争議)는 미츠이광산 미이케광업
소의 대량인원정리에 반대해 일어난 것으로 ‘총노동 대 총자본의 투쟁’으
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 쟁의는 당시의 안보투쟁과 연결된 대규모 쟁의
로 발전하였지만 조합 측이 지명해고를 인정하는 형태로 이듬해 종결되
었다. 미츠이 투쟁은 일본이 석탄에 비해 값싼 석유로 대체하는 에너지정
책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같은 노동운동의 상황과 패배는 노동
운동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즉 절대적 반대에서 정책 전환투쟁으로 그
흐름이 바뀌었으며 이는 당시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이 그
배경에 있었다.
한편 1955년 ‘일본생산성본부’가 설립되어 노사협의제, 완전고용, 성과
배분 등 이른바 ‘생산성 3원칙’을 발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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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립기(1960～1970년 전후)

이 시기는 경제성장과 춘투의 정착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고
용도 안정되면서 노동운동에도 환경개선과 권리투쟁의 비중이 높아졌다.
당시의 이케다(池田) 내각은 1961년부터 10년간 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소득배증계획(所得倍增計劃)’을 발표하며 ‘월급 2배론’을 선언하였다. 많
은 쟁의행위는 있었지만 조합의 운영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도경제 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당초 몇 퍼센트에서 출발한
임금투쟁도 1961년 처음 두자리 수인 13.8%까지 신장되었다. 이후 노동
조합의 슬로건도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달라’에서 ‘유럽 수준의 임금’
이라든가 ‘실질적인 2배’ 로 바뀌었다. 이 시기 임금은 연평균 10% 정도
상승하였지만 물가도 상승해 실질적으로는 약 절반 정도의 임금상승 효
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福原宏幸, 2001: 10).
한편 이 시기는 임금과 이를 보완하는 사회보험에 의한 노동자생활에
한계가 오면서 종래의 임금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생활보
장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69년 물가, 공해, 세금, 주택, 노후,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15가지 대요구’가 제기되었다.
1960년까지 일본의 노동조합투쟁은 임금투쟁 중심이었다. 1960년대 전
반 개보험이 달성되면서 보험투쟁이 임금투쟁을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
었다. 노동력 재생산은 임금 플러스 보험급부로 보고 당시 춘투는 곧 임
금투쟁을 의미하였다. 이런 가운데 보험투쟁은 임금투쟁의 부산물화하여
그 비중은 결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투쟁이 고양되면 보험투쟁은 부
진한 것이 실태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보험은 임금을 보완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 감가와 공해로 인한 건
강 파괴 등 사회보험의 한계는 명확했다. 그럼에도 당시 사회보험 투쟁에
는 어떤 발전도 없었다. 연금은 여전히 급부액 증대 요구가 지배적이었고
의료는 보험료 인상 반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악반대투쟁이 압도적
이었다. 즉 사회보험이 임금의 보완물이란 견해에 변화가 없었다. 사회보
장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노동소득인 임금과 동일 범주로 취급하는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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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투쟁의 한계 극복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1970년대에 들어 연금 요구가 과거의 저임금에 대한 보상이란 생각에
서 탈피하여 현재 생활에 대한 보장이란 권리의식이 발아되었다. 또 의료
도 자기 책임 원칙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자체 책임에 의한 불채산 의료에
대한 주장이 높아졌다. ‘임금-보험료-급부’라고 하는 일련의 연결선을 끊
고 보험료의 고저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적정한 의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보장이 임금의 재분배
가 아닌 국민소득의 재분배란 생각에 입각한 것이다.
1960년대 고도경제 성장기의 노동조합운동은 우익적 조류가 높아지지
만 1968년 니가타 현립병원(新潟県立病院) 노동자투쟁은 의료보장을 위
한 현장 간호사들의 투쟁이란 이례적인 운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에 시작된 직장의 대중투쟁 경시 풍조는 특히 대기업 노조
를 시작으로 공공 노동조합 내부로까지 파급되면서 이후 일본의 노동운
동을 정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松芳男, 1983: 184).
1960년대 또 하나의 포인트는 1965년 춘투에서 공무원 임금의 민간 준
거가 결정되어 공무원은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임
금을 민간에 준거한다는 것이 이 시기 굳혀졌다.
4) 안정기(1973～1980년 전후)

1973년 제1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일본의 고도성장은 끝나고 경제는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
라 고용정세도 악화해 임금인상투쟁을 대신해 생활방위투쟁이 이루어졌
다. 이후 경제가 안정 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도 노사교섭 중시
경향을 보이면서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생활수
준 향상과 더불어 노동자의 조합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 시기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일본열도 개조론’36) 이후 상승한 토지가격 때문에 마이홈에 대한 희망이
36) 당시 다나카(田中) 수상이 일본 열도를 고속 교통망으로 연결해 지방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과소·과밀, 공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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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어지면서 노동자들은 아무리 노사가 협력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5) 재편기(1980～1990년 전후)

이때는 재정 재건과 신보수주의의 대두에 따른 의료보험제도 및 연금
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생활보호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사회
보장에 있어 국고 부담을 삭감하고 이를 지방정부와 사회보험자, 수급자
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 이어 총평 내 좌파
라 불리운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하 ‘자치로’)과 일본교직원조합(이
하 ‘일교조’) 투쟁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는 정책·제도 요구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
었으며 이를 위해 정치에의 영향력과 여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을 하나로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0년
총평과 전로회의의 후신인 전일본노동총동맹(동맹) 간에 노동전선통일추
진회가 결성되었다. 1982년 전일본민간노동조합협의회(전민노협)가 발족
함으로써 통일이 가속화되어 1987년에는 전일본민간노동조합연합회(전
민노련, 연합)가 발족, 1989년 중앙조직 4단체의 통일 조직인 일본노동조
합총연합회(연합)가 발족하였다. 이 같은 흐름을 우경화로 비판하는 조합
들로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과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가
차례로 결성되었다. 이후 규모와 성격 면에서 상이한 전노협을 뺀 이 두
전국 노동조합 조직이 노동자의 이익과 사회발전을 위한 경쟁체제 국면
을 맞게 되었다(猿橋 眞, 2001: 234).
6) 쇠퇴기(1990년대～현재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보장의 개혁 필
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소득격차(이른바 격차 문제)와 2000년 개호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수발의 ‘질’을 요구하는 운동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와 이후의 불황으로 이어진 기업의 도산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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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노조는 주도적이고 효과적인 반대운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합원수의 감소도 막지 못했다. 또 능력주의·성과주의의 도입과 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고용의 다양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2005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조직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 최근 프
리터와 파견사원, 비정규직 사원의 가혹한 노동환경이 주목되면서 이들
에 대한 가입을 장려하는 노조도 나타나고 있다.
<표 4-2> 전후 일본의 계급구성 변화
(단위: 천명)

노동력 인구
노동자 계급
자영업자
농림어업
도시형 자영업
자본가 계급
(군인･경찰･보안)

1950
36,309
13,888
21,403
16,189
5,214
681
337

1960
44,009
22,237
20,100
13,486
6,614
1,183
489

노동력 인구
노동자 계급
자영업자
농림어업
도시형 자영업
자본가 계급
(군인･경찰･보안)

1950
100.0
38.2
58.9
44.6
14.4
1.9
0.9

1960
100.0
50.5
45.7
30.6
15.0
2.7
1.1

실 수(명)
1970
1980
52,822
57,076
31,158
38,008
18,385
15,576
9,570
5,592
8,815
9,984
2,633
2,701
646
770
구 성 비(%)
1970
1980
100.0
100.0
59.0
66.6
34.8
27.3
18.1
9.8
16.7
17.5
5.0
4.7
1,2
1.4

1990
63,658
47,430
12,639
3,955
8,634
2,725
860

1995
66,782
51,232
11,727
3,477
8,250
2,865
958

1990
100.0
74.5
19.9
6.2
13.6
4.3
1.4

1995
100.0
76.7
17.6
5.2
12.4
4.3
1.4

출처: 猿橋 眞,『日本労働運動史』, 学習の友社、2001, p.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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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전전․전후 주요 노동관계법
연도
1911
1931
1945.12
1946.9
1946.11
1947.4
1947.4
1947.10
1947.11
1947.11
1948.3
1948.5
1948.11
1949.6
1950.12
1952.7
1953.8
1959.4
1966.7

법률
공장법(시행16년),
이후 3차례 개정

연도

법률

노동안전위생법(노동기준법의 안
1972.6
전위생에 관한 규정 분리⋅독립)
근로부인복지법(현재 남녀고용기
노동자재해부조법
1972.7
회균등법의 전신)
구노동조합법
1974.12 고용보험법(실업보험법 대체)
노동관계조정법
1985.6 노동기준법의 여자보호 기준 완화
일본국 헌법
1985.6 남녀고용기회균등법
노동기준법
1985.7 노동자파견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1991.5 육아휴업법
국가공무원법
1993.6 파트타임노동법
노동기준법 개정(주 40시간 노동
직업안정법
1993.7 제 원칙화, 1년 단위 변형 노동시
간제 도입과 연소자에 적용)
노동자파견법 개정
실업보험법
1996.12
(파견대상 업무 확대)
노동기준법 개정(고용기회균등법
직업안정법 개정
1997.6
개정에 따른 여성보호규정 철폐)
실업보험법 개정
신⋅남녀고용기회균등법(노력의무
1997.6
를 금지규정으로 대폭 개정)
(적용범위 확대)
노동기준법 개정(1개월 단위 변형
국가공무원법 개정
1998.9 노동시간제 재고, 재량노동제 도
(쟁의권 부정)
입)
노동조합법 개정(현행법)
1999.6 개정직업안정법
지방공무원법
1999.6 개정노동자파견법
노동기준법 개정(여성의 시간
노동기준법 개정(계약기간 상한연
2003
외 노동제한 등 일부 수정)
장, 해고, 재량노동제 개정)
스토규제법(전기⋅석탄산업
노동조합법 개정
2004
쟁의방법 규제)
(노동위원회 심사체제 정비)
남녀고용균등법 개정
최저임금법
2007.4 (차별금지 범위 확대, 남성에 대
한 성희롱 방지 등)
개정파트노동법(2008.4 시행.동일
고용대책법
2007
업무 임금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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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사회보장 약사37) 및 노동조합의 대응38)

1. 개보험 실현 이전(1945～1960년)
이 시기는 패전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경제의 혼란과 국민생활의 파
탄으로 특징지워진다. 한편으로는 GHQ의 민주화정책과 노동운동, 대중
운동의 격화를 배경으로 사회보장이 현실적 과제로서 부상한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생활보호법과 실업보험제도 등을 창설해 사회보장의 근간을 삼
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전전에 시행되었던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은
오히려 실질적 존재 의의를 박탈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창설기에는 노동조건과 공중위생·의료공급체
제의 정비가 선행된다. 먼저 노동조건에 있어서 1947년 노동기준법과 직
업안정법이, 1949년 노동조합법이 설치되었다. 또 노동법 관계로는 1947
년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과 실업보험법이 1950년의 생활보호법(전전의
구호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공중위생·의료공급체계 면에서는 1947년
신 보건소법, 식품위생법, 1948년의 예방접종법,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
법, 보건부․조산부․간호법이 성립되었다. 또 1950년에는 정신위생법이,
1951년에 결핵예방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위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성
립에 따라 전전부터 존재한 건강보험제도의 급부 대상이 업무 외 사고로
만 한정되게 되었다.
연금제도는 1942년 창설된 후생연금제도가 1949년 재건되었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연금도 의료도 전전의 제도를 복구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GHQ 점령 기간인 1948년에 미국 사회보장제도 조사단의 보고서 『사회
37) 松尾均 編,『社会保障論-運動論序説』, 至誠堂、1974, pp.21～67.
38) ‘노동조합의 대응’에 관한 내용은「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
세미나」(2007. 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에서의 일본 측 발제자 나리카와 히
데야키(Narikawa Hideaki)의 발제문을 요약 및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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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에의 권고』(완델 권고)가 제출되면서 1950년 내각부에 사회보
장제도심의회가 설치되어 그 최초의 권고가 1950년에 공표되었다.
이 권고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공적부조는 이를 보완하며 공중위생·
의료와 사회복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기초로 농민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와 대도시의 농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추진되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의 단비로 작용하면서 ‘특수경기’
로 상징되는 이른바 경제의 군사화를 계기로 ‘자립경제’의 발판을 마련하
였다. 1954년 사회보장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의료비 문제와 건강보험
적자 문제 속에서 군인은급의 부활과 정촌(町村)직원은급조합,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제도의 분단과 불균형의 동향을 보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전후 경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1950년대 후
반부터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1958년
건강보험 개정으로 의료보험에 관한 개보험 체제가, 또 1959년에는 국민
연금법이 성립되면서 개보험 체제가 만들어졌다. 개보험 체제 성립 전후
1차산업 종사자는 30% 이상으로 국민의 약 1/3에 적용 가능한 국민건강
보험을 전 지자체에 도입한 것은 유의한 것이었다(城戸喜子 外 編著,
2005: 58).
이 시기의 특징은 전전의 단편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국민 전체
로 확대, 일반화하고 자혜적이었던 구호법(구빈법)에서 탈피해 권리로서
의 최저생활을 보장한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경제성장 달성 과정
에서 의료와 연금 양 분야의 개보험이 실현되었으며 사회보장에 있어 큰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 사회보장의 발전은 형
식적인 면에 치중해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2. 1960년대 전반의 혼란과 동요
이 시기는 1950년대 후반에 이어 한층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룬 이른바
고도경제 성장기이다. ‘소득배증계획’하에서 경이적인 고도성장이 지속되
었다. 동시에 1962년의 ‘수입 자유화율’ 88%의 실현과 1964년 IMF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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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39) 이행, 그리고 OECD 가입을 발판으로 개방경제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농촌인구 유출과 실질 물가상승에
못미치는 임금수준 등이 사회 문제화되었다.
1961년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분야에서 국민개보험이 실제로 시작되었
으며 국가 예산 중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연차적으로 높아져 1965
년에는 16%까지 증액되었다. 또 후생연금보험은 드디어 ‘만엔 연금’을 실
현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사회보장은 일진
일퇴를 반복하면서 보험적 성격의 강화와 보장적 성격의 약화 색채를 띄
었다는 평가이다.
1950년대 의료비를 둘러싼 분규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1960년대에는
한층 격화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1960년대 사회보장은 어떤 면에서는 진
전과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3년 실시된 요양급부 기간의
제한 철폐(이전에는 3년)는 의료보험제도를 보험적 성격에서 보장적 성
격으로 전환한 것으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의료보험
적자 문제가 크게 부상하였다. 의료보험(특히 정부관장 건강보험) 재정은
1953～1955년 사이에 큰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율의 인상과 일부
부담금의 증액 등의 응급처치와 뒤이은 경제호황에 따른 표준보수의 신
장 등의 영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1961년에는 290억 엔의 적립금이 발생
할 만큼 안정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두 차례 의료비 긴급 시정을 전기로 의료보험비(총액)
의 증가 경향이 강해지면서 1962년 말에는 16억 엔의 실질 적자가 발생하
였다. 그 후 실질 적자는 더욱 늘어나 1963년 131억 엔, 1964년 364억 엔
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의료비 수가 상승과 의약품 사용 범위 확대에 따
른 의료보험비의 증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이후 보험 재정의 악
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편 1966년 조정연금의 제도화로 공적연금 가운데 노무관리적 성격이
강한 사적연금(기업연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조정연
금제도=후생연금기금이 건강보험에 있어 건강보험조합의 역할을 하면서
39) 일본은 1964년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환율 제한이 가능한 14조국에서 불가능한
8조국으로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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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을 자본의 노무관리하에 놓이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1960년대 후반 경제주의 강화
일본 경제의 골격이 바뀌는 전환점은 1964년의 공황과 1965년의 한일
수교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증동과 동남아에 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미국의 달러 위기는 일본 자본주의를 국제적으로 지탱해 온 IMF체
제의 동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기업 합병과 은행 집중이 이루어졌으며
상품 수출에 이은 자본 수출,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 증대란 대외적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변모 속에서 1969년의 건강보험법의 대폭 수정과
함께 방위관계 2법의 성립 등으로 사회보장은 후퇴하였다고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법의 수정은 노동자 부담을 강제하였으며 이어진 연금
법 개정은 ‘2만엔 연금’이란 명목하에 재정조달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
처럼 1960년대 후반 의료보험의 적자 문제와 관련해 대장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경제합리주의가 강화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 국가 예산에서 차
지하는 사회보장 비율도 정체가 지속되었다.
1960년대 전반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의 혼란은 1967년 ‘특례법’ 제정으
로 한층 가속화되었다. 동법은 의료보험의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임시조
치로 그 내용은 의료보험료 인상과 초진료 일부 부담, 약제비 일부 부담
등이었다. 이 같은 특례법은 2개년 기한 종료와 함께 건강보험법 수정으
로 대체하는 수정본법이 강행되었다.
1969년 그간의 물가와 임금상승을 고려한 후생연금 개정법안으로 이른
바 ‘2만엔 연금’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만 엔 연금이 표준보수 월 3만
8,000엔에 25년 납입 근로자에게 한해 보장된 만큼 후생연금이 가진 명목
과 실질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격차는 국민연금에서는 더
욱 현저하였다. 1969년의 후생연금의 개선은 당연히 국민연금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여기에도 부부 2만엔 연금 실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국민
연금의 2만 엔은 향후 25년간의 자격 기간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
이었기 때문에 1971년부터 현실적으로 2만 엔의 급부 가능성을 가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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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게다가 이 2만 엔 국민연금은 1961년
발족 이래 채용되어 온 균일 갹출, 균일 급부의 형식을 개정해 소득비례
제를 도입한 이후의 일이었다.
연금제도의 소득비례제 도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강조해 온
고부담･고복지 원칙에 따라 실현된 것으로 사회보장의 사회성보다 경제
성을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여기에는 적립금을 증가시키고자 하
는 의도도 포함되어 실제 적립금은 1960년의 4,400억 엔에서 1972년 7조
8,700억 엔까지 급증하였다.
이 시기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노동계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정부와 대기업은 이를 퇴직금 문제로 해소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
지 못했다.

4. 1970년대 전야의 반동화 기조
1960년대 보호시대에서 보험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히 개보험 체제는 일
본 사회보장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사회보장이 기
업의 노무관리 수단 등 지나치게 임금 보족주의에 치중한 결과 노동자 가
족까지 포함된 생활 위주의 제도라고 할 수 없었다. 여기에 기업별 노동
조합 조직은 사회보장을 국가 정책이라기보다 기업복지로서 전용되는 지
극히 일본적 특수성을 안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조는 고복지･고부담 논리로 이어
져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 부담의 확대 경향을 표면화하였다. 1970년에 개
정된 ‘경제사회개발’에는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과 사회보험 부
담의 증액, 그리고 사회자본 정비와 충실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비용 부담의 증가를 명시하고 있다. 1970년대를 통해 일본의 사회보장은
계급간 재분배라기보다 노동자계급 간의 재분배가 중점이 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자주방위체제가 가능해진 일본은 군비와 사회보장
비를 동일한 가치로 비교하는 ‘군비와 사회보장과의 등가계산방식(parity
price system)’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 예산에서 사회보장비 신
장률은 14%, 교육연구비 11%에 대해 군비 7%는 타당하다는 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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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70년대 전반 ‘아동수당제도’의 창설과 고압적 복지체제
1970년대에 들어 일본 정부는 ‘풍요로운 생활’을 최대 과제로 생활환경
정비를 강조했다. 이는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과 소비는
현저히 늘어났지만 물가와 지가 상승, 사회자원의 부족, 공해 유발 등의
폐해가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금전과 재산 우선에서 생
명, 건강 제일주의’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보장 분야에도 두 가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
다. 첫째는 1971년 ‘아동수당’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제도적 체계를
정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해 사회보험의 파정에 따라 일어난 ‘보험
의(保険医) 총사퇴’이다.
먼저 아동수당은 이미 1950년대부터 이어졌던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로써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체계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아동수당이 제도로서 정착되는 것에 시간이 걸린 것은 다
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아동수당의 목적 논쟁이다. 즉 아동수
당이 가계의 아동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인지 아동 자체의 교육을 포
함한 성장을 위한 것인가 하는 소득보장과 아동복지 양쪽을 둘러싼 의견
의 대립이었다. 둘째는 재원 문제이다. 기업은 임금과 가족수당 지급 외
추가비용 부담에 소극적이었으며 정부는 당초부터 전액 국가 부담의 의
사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도 아동수당제도 실시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재정 압박을 이유로 일부 부담에는 반대하였다. 아동수당은 제정 당시 의
무교육 수료 이전 세 번째 자녀 이후를 대상으로 월 3,000엔(연 500만엔
이상의 고액 소득자는 제한)을 지급하며, 재원은 국가 40%, 기업 40%, 지
자체 20%의 분담으로 결정되었다.
‘보험의 총사퇴’는 1971년 2월 진료보수체계의 모순점을 개정하고 요금
분배 적정화를 목적으로 후생성이 ‘심의용 메모’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
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의사회는 ‘의사를 희생시켜 헐값의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치과의사회도 여기에
동조하였다. 4월의 전국의사대회에서 보험의 사퇴가 결의되었고 7월부터
사퇴에 돌입하였다. 정부와 일본 의사회의 합의사항이 성립되어 사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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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까지 약 한 달 간의 의료대란이 발생하였다. 보험의 총사퇴는 그 이전
에도 두 차례(1956년, 1961년) 결의된 적이 있었지만 실제 강행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었다. 이 사태는 개보험하의 자유 개업의 제도에 근본적인 비
판을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정당과 노동계의 ‘의료 사회화’운동을
촉발시켰다.
1972년 예산 편성에 임하면서 정부는 “본 연도를 복지원년으로 한다”
고 선언하고 복지예산 우선 편성의 기치를 높였다. 그러나 곧 닥친 오일
쇼크의 여파로 복지 2년은 기약되지 않은 채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되었
다. 이 시기 국공립을 필두로 전 의료공급제도의 재편성이 도모되었다.
이는 일본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정책과 맞물려, 1960년대의 약제 자본
에서 컴퓨터 시대를 맞은 1970년대는 기계자본이란 새로운 자료를 배양
하기에 이르렀다.
의료 재편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 유명한 1973년 건강보험
제 50차 개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가족급부는 종래의 반액급부에서 7할 급부로 인상.
② 가족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3만엔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은 차후
보험액에서 공제한다.
③ 분만비는 6만엔으로, 장제비는 3만엔으로 인상한다.
④ 보험료율은 7%에서 7.2%로 인상한다.
⑤ 정부관장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후생대신의 권한으로 표
준보수월액의 6.6%에서 8%까지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이 탄력조항은 급부 개선과 진료보수 개정에 한하며 사
회보장심의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⑥ 탄력조항이 발동되어 보험료율이 월수 0.1% 인상됨에 따라 국고보
조를 급부비의 0.8%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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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험급여의 재고 · 조정기(1975～1995년)
1980년대는 석유파동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정부재정의
적자, 국채 의존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이라는 방침
을 내걸고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국고 부담의 삭감, 급여 인하, 피보험자
의 자기부담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84년 고용보험법 개정 시 급여일수를 종전의 연령계급별 4단계와 함
께 피보험자 기간을 고려한 일수로 수정하여 피보험자 기간 10년 미만의
30세 이상 계층의 일수를 삭감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고령구직자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
로 65세 이상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급여 대기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로 연장하였다.
1984년 건강보험법은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환자 부담 10%를 새롭게
도입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액 요양비의 자기부담 한도액도 인
상되었다. 1986년 노인보건법의 개정으로 고령자에게 노인 의료비의 일
부 부담금(외래시 비용 증가, 입원비 증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988년 국
민건강보험법 개정시에는 각 ‘건강보험’제도에서 퇴직자수에 따라 시정촌
국민건강보험에 갹출금을 지불하는 퇴직자 의료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
년 정부관장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16.4%에서 13.0%로 인하되
었다.
1985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전 국민연금제도 출범(1961) 이래의 대개
혁이었다. 기존에 병렬적이던 직역연금과 지역연금을 전 국민에게 공통
적으로 적용하는 기초연금(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으
로 개정하였으며, 급여 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여 여성 배우자의 연금권
을 확립하였다. 또한 연도마다 수지 균형을 꾀하는 부과방식으로 연금재
정방식이 전환되었다. 이 개혁으로 인하여 직역연금은 현행대로 1층의 기
초연금과 2층의 보수비례 부분으로 확립되었다(공제연금은 보수비례 부
분에 직역연금을 추가한 3층 구조). 또한 공제연금의 연금액 산정방식을
후생연금방식으로 통일하였다.
1991년 개정 시에는 기존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5% 이상인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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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되던 물가 슬라이드제를 전면 적용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존
에 임의가입이었던 20세 이상 학생의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장애사고
등에 대한 연금보장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창설하여
자영업 등을 하는 주민에 대해 연금의 2층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7. 사회보험제도의 변천과 노동조합의 대응40)
앞에서의 일본 사회보장 약사의 내용 중 사회보험제도의 변천과정을
시대 구분에 따라 요약하고 아울러 각각의 시기에 사회보험제도 변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요약․정리한다.
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개선기(1945～1975)

이 시기에는 전후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이념이 결여되어 있었으나 실
업, 산재, 의료, 연금에 대하여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였다(표 4-4 참조).
이 시기에 노동조합은 각 제도의 심의회 또는 국회․정당에 대해 노동
조합의 요구를 주장하였으며 제도 개정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 증가 반대,
정부지원 확대, 급부 개선요구를 하였다.
나. 사회보험제도의 재고․조정기(1975～1995)

이 시기에는 석유파동(1973년, 1980년)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
어 정부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국채 의존도가 심화되어 ‘증세없는 재정
재건’이라는 방침하에 사회보험 분야에서 국고 부담의 삭감 및 보험급여
인하가 이루어졌다(표 4-5 참조).
이 시기에 노동조합은 경제성장이 침체된 가운데 임금인상과 생활수
40) 이 부분은「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2007. 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에서의 일본측 발제자 나리카와 히데야키(Narikawa
Hideaki)의 발제문을 요약 및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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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사회보험제도 도입․개선기(1945～1975)의 사회보험제도의 변천과
노동조합의 대응

내
개요

사회보험
제도의
변천

용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이념이 결여되어 있었으나 실업, 산재, 의료,
연금에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함.
- 피고용자 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그 후 5인 미만 사업
장으로 확대).
- 1950년 정부에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
고’를 제출
․일관성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란 질병, 부상, 분만, 폐질, 사망, 노령, 실업, 다자
(多子), 기타 빈곤의 원인에 대해 보험적 방법 또는 직접 공적
부담 등 경제보장의 방안을 강구하고, 생활이 궁핍한 자에 대해
서는 국가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의료, 연금 양 측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연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61년 전 국민 보험, 전 국민 연금제도 확립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역주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전 국민 대상 국민보험연금 창설.
- 1970년경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실업보험을 강제 적용
- 1973년 ‘복지원년’ : 연금에 물가슬라이드제, 건강보험에 70%
급여 도입, ‘부부 ５만엔 연금’

- 각 제도의 심의회, 또는 국회・정당에 대해 조합의 요구를 주장
- 제도 개정에 대해 보험료 부담 증가 반대, 정부지원 확대, 급부
노동조합의
개선 요구
대응
-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개정, 사업주 부담에 의한 고용사
업 요구

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60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의 상향 조정하는 안에 반대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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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사회보험제도의 재고․조정기(1975～1995)의 사회보험제도의 변천
과 노동조합의 대응
내

용

석유파동(1973년,80년)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이 둔화됨. 정부 재정의 적
개 요 자, 국채 의존도가 심화되어 ‘증세 없는 재정재건’이라는 방침하에 사회
보험 분야에서 국고부담 삭감, 급여 인하.

사회
보험
제도의
변천

- 고용보험(1984년 개정)：피보험기간 10년 미만의 30세 이상 계층의
실업수당 지급일수 삭감 등.
- 건강보험(1984년 개정)：건강보험 피보험자 본인의 환자 부담 10%
도입
- 노인보건법 개정(1986년 개정)：고령자에 대해 노인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외래시 비용 증가, 입원비 증가)제도 도입 등
- 연금보험의 대개혁(1985년 개정)：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초연금(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으로 개정. 여성
배우자의 연금권 확립. 연금재정방식으로 부과방식 채택. 공제연금을
후생연금방식으로 통일

노동
조합의
대응

- 경제성장이 침체된 가운데 임금인상과 생활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강력하게 요구.
- 불황 업종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시 귀휴(歸休), 직업훈련에
고용조정금을 지급, 불황 업종의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 90일
연장을 실현(1978년, 1988년 임시조치법 연장).
-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65세 인상안에 반대, 한 번은 백지화시킴.

제4절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최근의 개혁 방향과
노동조합의 역할

1. 현행 일본의 5대 사회보험제도
현재 일본에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의
료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개호보험 등 5대 법정 사회보험제도가 있으
며 2000년부터 실시된 개호보험을 제외하고 지난 60년간 수 차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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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실시되었다.
가. 5대 사회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실업보험)

고용보험은 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개인이 경영하는 5인 미
만의 농림수산 사업장은 잠정적으로 임의적용).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
된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고용자 및 4개월 이내로 한정된 계절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직 고용자에게는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직업안정소장의 인가)한
자에 한하여 이직 전 2개월 동안 26일 이상 일용직 보험료를 납부(일용고
용 피보험자 수첩의 인지(印紙))한 것을 조건으로 납부일수에 따라 실업
기본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보험의 보험자는 정부(후생노동성)이다. 보험료율(임금총액에 대
한 비율)은 일반 사업의 경우가 15/1000(사업주만 부담하는 부분 3/1000,
노사 절반 부담분 12/1000)이다. 농림수산․양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직자 발생률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다소 높게 책정했다. 정부는 고용
보험사업에 대해 실업급여의 4분의 1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법정).
일반 피보험자(주20시간 이상 노동)는 도산이나 해고 등의 경우에는
이직자의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매월 11일 이상 노동)을 충족한 경우
구직 신청을 조건으로 연령, 피보험기간을 고려한 계층 구분에 따라 90～
330일간의 기본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 사정이나 정년퇴직 등 본인
의 의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매월 11일 이상 노
동)일 때 구직신청 3개월 후에 피보험기간 구분에 따라 90～150일 동안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일 기본수당은 모두 1일 임금의 80～50%로
산정된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실업예방, 능력개발․직업훈련사업에 대해 고용조정조성금, 훈련급여와
같은 조성금․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충당하는 재
원은 기업만이 부담하고 있는 3/1000의 보험료(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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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

노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근로기준법을 적
용하는 사업장)에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된
다. 또한 중소기업주,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가족사업주 등도 사무조합을
경유하여 가입할 수 있는 특별가입제도를 마련되고 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산재보험 전체의 재원에 국고보조
도 일부 포함된다. 보험요율은 임금총액 대비로 정하며 산업에 따라 다르
다. 보험료가 낮은 산업(광학기계·시계 제조, 통신·방송, 금융업·부동산업
등)은 4.5/1000, 높은 산업(수력발전·터널 신설)은 118/1000 등 산재발생
실적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급여, 휴직급여, 또는 장애 및 사망시의 일시금 및 연금급여가 있다.
또 산재보험사업으로서 산재병원의 운영과 같은 사회복귀촉진 등 사업,
또는 산재취학 등 지원과 근로안전위생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에는 피고용자(employee)를 대상으로 한 직역건강보험
(복수 제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건강보험이 있다.
지역건강보험(건강보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경영 주체이
며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 농업종사자와 그 가족 및 학생, 퇴직자 등이 가
입하는 강제보험이다. 보험료는 가구의 소득, 자산, 가구 구성원수, 가구
평등 부담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의료급
여에 대한 환자 부담은 건강보험, 공제조합 등 다른 건강보험제도와 동일
하여 3세 미만이 20%, 3～60세가 30%, 70세 이상이 10%(일정 금액 이상
의 소득자는 30%)이다. 급여에는 요양급여, 입원시 특정 의료급여, 현금
급여(출산수당, 출산육아일시금, 매장료)가 있다(표 4-6 참조).
직역건강보험(의료보험)은 대기업에 설립된 건강보험조합, 민간중소기
업의 종업원이 가입한 정부관장 건강보험, 각 부처별 국가공무원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 설립한 공제조합이 실시한다. 보험료율은 정부
관장 보험의 경우 법정 요율(노사가 절반씩 부담)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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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제조합은 각 조합이 매년 보험 재정수지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보험급여는 지역건강보험과 동일하지만 직역보험의 경우 상병(傷
病)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상병수당이 있다.
75세 이상(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와상(臥牀)환자는 65세 이상) 고령
자의 의료를 보장하는 ‘노인보건제도’는 198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제
도는 과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의 가입자였던 75세 이상 고
령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기존에 가입했던 직역보험이 갹출하여 노
인의료비를 분담하는 구조이다.
<표 4-6>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수 4761만명
대상

정부관장
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
건강보험
관장 건강보험
3562만명
2899만명
971만명
(本人 : 1893만명) (本人 : 1479만명) (本人 : 445만명)

주민(세대 단위) 일반피용자의 가족 일반피용자의 가족 공무원등 가족

자기
부담률

3세 미만 : 20% 3세～69세 : 30% 70세 이상 : １0%(일정 이상 소득자
30%) (2002년 개정)
시정촌 결정(평균 8.2%
평균7.5％
5.5～8.72％
보험료율
약 16만엔/년)
(노사 절반)
(조합 결정)
(노사 절반)
사무비의 전액,
사무비 전액,
국고부담
급부비의 13％
사무비 전액
급부비 등의 45％
급부비 정액
경영주체 각 시정촌(2531) 정부(1)
건보조합(1584) 공제조합(76)
주: 건강보험에는 이 밖에 선원보험(3万人), 국민건강보험조합（397万人)등이 있음.
출처：厚生統計協会,「保険と年金の動向」, 2006년 9월 현재; 成川(2007)에서 재인용.

4)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보험에는 지역주민(20～60세의 자영업자, 농민 등)이 가입하
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피고용자 연금인 후생연금보험 및 공제연금(국
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대상)이 있다(그림 4-1 참조).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는 가입조건에 따라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제1
호 피보험자는 20～60세 미만의 자영업자, 농민, 가족 종업원, 학생 등 주
민(제2호·제3호 피보험자 외)이다. 제2호 피보험자는 후생연금의 피보험
자, 공제조합의 조합원이다. 마지막으로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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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양하는 배우자(20～60세 미만)이다.
보험료의 경우 제1호 피보험자는 정액방식이며 2007년 10월 시점에
14,100엔/월이다. 연금개혁으로 향후 매년 280엔씩 가산되어 2017년도에
16,900엔(2004년 가격)으로 고정된다.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월 표
준보수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보험료율이며 2007년 10월 시점에는 후생
연금에서 14.998%(노사가 절반씩 부담), 공제연금은 조합별로 차이가 있
어 국가공무원 공제는 15.062%(노사가 절반씩 부담)이다. 이들 직역연금
은 갹출금을 피보험자수에 따라 국민연금에 일괄 지불한다. 또한 후생연
금과 공제연금의 보험료 양쪽에 향후 매년 0.354%씩이 가산되어 2017년
도에 18.30%(노사가 절반씩 부담)로 고정된다(공제연금의 3층 부분․직
역연금은 향후 분리할 예정). 제3호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이
는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연 수입이 130만 엔 미만이며 피보
험자의 연 수입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로 제2호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로 인하여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공적연금에는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3가지 연금급여가 있다.
국민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으로 65세부터 지급된다.
노령후생연금, 퇴직공제연금의 기초연금부분은 2007년도 63세(후생연금
여성은 61세)부터 지급을 개시하며 3년마다 1년씩 연장되어 2013년도부
터는 65세(후생연금 여성은 2018년도부터)에 지급된다. 또한 노령후생연
금, 퇴직공제연금의 보수비례연금(2층 부분)은 현재는 60세부터 지급을
시작하지만 2013년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되어 2025년도부터는 65세
부터 지급받게 되었다(법정).
국민기초연금 2006년도 평균수령 연금액은 약 5.3만 엔이다. 40년간 가
입한 모델기초연금액은 월액 66,000엔(2007년도 가격)이다. 40년간 가입
한 모델노령후생연금(배우자 기초연금 포함)의 가구당 연금액은 현행
23.3만 엔(소득 대체율 59.3%)이다. 이는 2004년도 연금 개정시 도입한
거시경제 슬라이드제 고령화에 따라 연동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매
년 0.9% 감소)로 인하여 점차 감액되어 2023년도에는 19.7만엔(소득대체
율 50.2%)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이다.
공적연금보험에는 국고 부담분이 포함되며 이 국고 부담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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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본의 연금제도 체계:2005년 3월 말 현재
후생연금기금

국민
연금
기금
(75만명)
(자영업자등)
2,217만명
제1호 피보험자

후생연금보험
가입자 수 3249만명
국민연금(기초연금)
(제2호피보험자의피
(민간 피용자)
부양배우자)
1,099만명
3,249만명
제3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직역연금
공제연금

공무원등
464만명

출처：厚生労働省 資料、2005년 ３월말 현재; 成川(2007)에서 재인용.

급여의 3분의 1과 사무비 전액에 쓰여진다.
5)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는 1997년 12월 법률로 제정, 2000년도부터 실시되었다.
보험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과 특별구이며 정부와 광역자치단
체인 도도부현이 재정 지원을 한다.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의 전 주민이며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 40
～65세 미만의 의료보험에 가입된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제1호 피
보험자는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등급 판정을 통해 개호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제2호 피보험자는 조발성 알츠하이머 등 노화가 원인인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시정촌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소득 단계별로 정액
보험료를 설정(3년에 한번 개정)하여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는 의료보험제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의료보험에 가산하여 징
수한다. 2006년도의 제1호 피보험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액 4,090엔, 제2호
피보험자의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23%(노사가 절반씩 부담)
이다. 또한 이용자는 개호 비용의 10%를 자기 부담한다.
급여서비스에는 방문개호, 방문입욕, 방문간호, 데이케어, 입소서비스,
재택개호지원 등이 있다. 개호서비스의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민간사업
자 등이며, 법정 개호 수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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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일본의 5대 사회보험
노재보험
경영 주체

고용보험

국가
국가
(공제조합)

의료보험

연금보험

시정촌･국가･
국가･단체
단체

개호보험
시정촌

전 국민
40세 이상 주민
(20～60세)
(급부 : 65세이상)
급부(65세이상)

제도적용자
피용자
(피보험자)

피용자

국고 부담 일부 보조

기본급부의 시정촌(50％),
기초연금의 1/3 급부의 50％
1/4
국가（13％）

보험료

전 주민

임금총액의
노사절반
0.45～11.8
1.2％, 사업 표 4 참조
％ 전액 사
주 0.3％
업주

법률 시행 1947년

1947년

그림 1 참조

65세 이상：평균
4,090엔,
40～64세 1.23％
(노사 절반）

직역 : 1927년 피용자: 1941년
2000년
지역: 1938년 국민: 1959년

츌처：厚生統計協会,「保険と年金の動向」, 2006年 9月 현재;成川(2007)에서 재인용

개호보험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급여의 1/2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공비 부담 비율은 정부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2 : 1 : 1이다.

2.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과 내용
가. 개혁의 필요성 및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1995년 이후 사회보장은 구조개혁기를 맞고 있다. 이 시기 저출산․고
령화가 한층 진행된 데다(고령화율: 1994년 14%, 2000년 18.5%, 2006년
20.8%) 장기적 경기침체로 국가재정의 적자, 국채 의존이 심화되었다. 뿐
만 아니라 경제의 글로벌화로 경영자가 사회보험 부담 증가에 강한 거부
감을 드러내 노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적자일로였고 이
에 따라 정부는 국고 부담의 삭감, 급여 삭감과 같은 ‘구조개혁’에 나서게
되었다(成川, 2007).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후 고도경제성장하에서 발전해 온 사회보장제도는 개보험․개연

제4장 일본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123

금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오랜 불황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율의 상승, 높은 실업률, 일본형 고용관행의 붕괴와 노동시장
의 유동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고령사회, 지식경제사회, 글로벌사회, 고용 유동화 등의 사
회 경제적 변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본의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
험·공적부조 등의 역할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 제도의 횡단적 개혁·재설계
를 행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城戸喜子 外, 2005).
글로벌 경제, 지식경제사회의 도래, 인구 고령화․인구감소 사회, 취업·
고용의 변화와 같은 경제환경 외에도 가족 기능의 변화와 소득격차의 확
대 및 사회불안 등도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큰 환경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사회보장제도 창설기 및 확충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며 특히 확충기에 가능했던 ‘고복지·저부담’은 향후 사
회보장 개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의 소지 혹은 합의의 중요성을 예견 가
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부담의 성장률보다 소득 성장률이 높은 고도
경제성장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나. 각 제도별 개혁 내용과 방향
1) 고용보험

1991년 버블경제가 붕괴된 후 저성장으로 인해 실업은 증대되었고 고
용보험의 실수급자수는 1995년 84만 명에서 2000년도 103만 명, 2001년도
111만 명으로 증대되었다. 그 결과 고용보험 재정의 단년도 수지가 악화
되어 정부는 고용보험의 급여를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고용보험 개정(2001년도 시행) 시에는 급여일수를 판단하는 데
‘이직시기 예상’이라는 개념을 반영하여 개인 사정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일수를 ‘90～300일’에서 ‘90～180일’로 단축하였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를 8/1000에서 12/1000로 인상하였다. 2003년 개
정 시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최장 급여일수 180일을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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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였다. 또한 1일 기본수당의 상한액, 급여율 및 교육훈련 급여액을 인
하하였다. 보험료율은 2005년부터 16/1000(노사절반 부담분)으로 인상되
었다.
또 2007년도 개정에서는 실수급자수가 감소하여 보험료율을 12/1000(노
사 절반 부담분)로 인하하고 25%였던 국고 부담률을 잠정적으로 13.75%
로 인하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의 50%(종전 40%)로 인상되었다.
2) 의료보험

1990년대 후반 이후 고령자 의료비 영향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된
지역과 진료 과목에서 환자와 의료서비스 간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
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과 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하여 국
민들은 의료의 안심·안전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정부
는 자기부담 증가 등 의료보험 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2004년에 단행된 개혁으로 연금 급부액에는 일정한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 사회보장 부담 증가의 원인은 의료·개호의 지출 증가분에 있
다고 판단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급부 문제는 의료보험의 급부 범위, 진
료보수,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의료기관의 평가 등과 관련이 있다.
2004년 말 논쟁이 되었던 혼합진료의 전면금지는 특정 진료비의 탄력
운용으로 결론이 났다. 혼합진료는 공적 의료서비스가 적용되어야 할 기
초부분과 부가적 진료서비스의 구별이 가능할 경우 보험진료와 자유진료
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진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반대로 이 같은 구별이 불명확할 때 공적 의료보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가 확대되어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보험 적
용을 막아 실질적으로는 공적 의료보험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그 결
과 저소득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또 의료기관의 진료 행동을 통제하는 진료보수 체계 개혁도 매우 중요
하다. 급성질환이 많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행위별 수가방식은 고령화 사회
하에서 만성질환 중심의 현재는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
를 부여한다는 판단이다. 만성질환에 부합하는 포괄수가방식은 일본의 경
우 아직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DPC(Diagnos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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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가 일부 도입되어 호스피탈리티 비용이 포괄수가의 대상이
되어 있다. DPC에 의해 진료의 표준화가 진행되면 병원 평가가 진행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도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실시 후 재원일수는 줄었지만 동일 질환으로 재입원하는 비율도 증
가하는 폐해도 보이고 있다(요미우리신문, 2006년 1월 17일자).
의료보험 구조개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1997년 건강보험 개정 시에는
직역보험의 피보험자 본인의 환자 부담을 20%로 인상하였다. 2000년 건
강보험법 개정 시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월액에 상한을 두고 진
료비의 정률 10% 부담을 도입하였다. 2002년에는 건강보험법․국민건강
보험법을 개정하며 진료 시 자기부담에 대해 직역건강보험, 지역건강보
험 모두 본인·가족(3세～70세 미만)은 30%, 3세 미만은 20%, 70세 이상
은 10%로 개정하였다. 직역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일시금을 포함한 연수입
기준으로 개정, 인상하였다(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예: 7.5%에서 8.2%로).
2003년 정부․여당은「의료제도개혁대강」을 개정하며 ① 안심․신뢰
할 수 있는 의료 확보와 예방의 중시, ② 의료비 적정화의 종합적 추진,
③ 초고령 사회를 전망한 새로운 의료보험제도 체계의 실현이란 기치를
내걸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개혁 일정을 제시했다.
2006년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환자 부담을 20%에서 30%
로 인상하였고 요양 병상의 고령자의 식비·거주비의 인상(2006년 10월 실
시), 70～74세 고령자의 환자 부담을 10%에서 20%로 인상(2008년 4월 실
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의 마련(2008년도),
도도부현 단위를 축으로 한 보험자의 개편·통합의 촉진 등을 법률화하였
다.

3) 연금보험

1990년대 이후 연금 수급자의 비율 증대 및 정부가 내놓은 현역세대
감소 예측 등의 영향으로 연금수급세대와 현역세대 간 급여 불균형이 사
회적 논란이 되면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정
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급개시 연령 인상, 보험
료의 단계적 인상, 급여 삭감과 같은 구조 개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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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후생연금․공제연금의 1층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의 지급개시 연
령을 200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3년도(후생연금 여성 2018년
도)부터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단, 2013년도까지 2층에 해당
하는 보수비례연금을 60～64세에 ‘별개로 급부’하기로 했다(기업 정년과
연결시키기 위해). 또한 보험료는 새롭게 일시금․상여금에 1%를 부과하
기로 했다.
2000년에는 후생연금․공제연금을 개정하여 신규 수급자의 2층 부분에
해당하는 보수비례연금을 5% 정도 인하하였다. 또한 직역연금의 보수비
례연금의 지급개시 연령(현행 60세)을 2013년도부터 2025년도에 걸쳐 연
장하여 2025년부터는 65세에 지급되도록 개정하였다(후생연금 여성은 5
년 늦게). 또한 연금액의 가처분소득 슬라이드제를 폐지하고 물가 슬라이
드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험료는 향후 연수입 기준으로 징수하
도록 변경하였다.
2004년 후생연금․공제연금 개정 시에는 매년 보험료 인상과 제도적
연금수준의 절하를 실행하였다. 피고용자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매년 인상하여 2017년도에 후생연금 보험료가 18.3%에, 국민연금 보험료
가 16,900엔(2004년 가격)에 달한 후 이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고정하기로
했다. 연금급여 수준은 피보험자수의 감소율과 수명 연장률을 가산한 비
율(거시경제 슬라이드)에 따라 매년 삭감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부담(기초연금의 3분의 1)을 2009년도까지 기초연금의 2분의 1
로 인상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2004년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은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재정
면에서는 단년도 20조 엔의 연금지출 삭감효과를 가져온 임팩트가 큰 개
혁이었다. 동 연금개혁의 최대 특징은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도입이
다. 즉 급부수준을 59% 보장하기 위해 후생연금의 보험료 수준을 인상해
온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 보험료는 향후 18.3%까지로 하고 그 범위 내에
서 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 0.9%
는 향후 수명연장 부분 0.3%와 저출산 부분 0.6%를 고려한 억제방법이
다.
이 방식은 연금의 실질 수준을 15% 삭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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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금과 기초연금 모두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의 수준이 향후
공적부조를 밑돌게 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가 의문시된다.
연금재정이 과제였던 2004년 연금개혁은 ① 기초연금과 급부수준의 저
하, ② 분립된 연금제도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 ③ 공적연금
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정비란 과제를 남겼다(城戸喜子 外 編著, 2005).
한편 이 개혁으로 세대 간 불공평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지만 일부
완화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4)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고령화에 따른 노인수발 문제는 선진국의 공통된 과제로 병원에서 개
호시설로, 개호시설에서 자택으로의 유도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가족 단위의 축소, 여성의 취업률 상승, 인구 감소 등 가정의 수발능력 저
하는 재가 개호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현재 시설과 재가의 중
간적인 거주형태가 모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0년경부터 와상상
태의 고령자가 증가하여 수발하는 가족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의료기관이 와상 고령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간병을 하기 어려운 사태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자로 한 사회보험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개호보험제도가 1997년 제
정, 2000년도부터 실시되었다.
2005년 이루어진 개호보험의 재검토에서 늘어나는 개호보험 지출을 억
제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연령을 20세로 낮추고 장애인복지와의 통합이
논의되었지만 재계와 사회복지계의 반대로 대개혁은 차기로 미루어졌다.
단, 보험료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예방의 강화와 급부의 재고가 이루어졌
다. 특히 소득에 따른 감액 조치는 있지만 시설 이용자의 호텔 코스트(식
비, 광열비, 거주비)를 거의 기초연금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하
게 되었다.
한편 제1호 보험료를 기존의 월평균 3,293엔에서 2006～2008년도에는
평균 4,090엔(24% 증가)으로 인상하였다. 개호서비스 수가는 기존의 단가
를 평균 0.5% 인하하였지만 중증 이용자의 재택 개호 수가는 4% 인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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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호보험은 첫째, 피보험자 자신에게 개호급부를 받지 못하게 하
는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케어 매니지먼트뿐 아
니라 등급 판정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이 급부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호보험 참가자
(보험자, 피보험자, 서비스 제공자)의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하다(城戸
喜子, 2005: 37).
5) 현물급부 중심형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현재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은 기초연금․
노인의료․개호보험 가운데 절반은 조세, 나머지는 사회보험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절반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확보
되는 것으로 인상분의 대부분은 세대간 이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젊은 세대의
보험료 갹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증가하는 사회보험료 가운데 세대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城戸喜子, 2005: 42).
최근 의료, 개호, 장애, 공적부조․모자세대, 고용정책 등에 공통되는
키워드는 스프링보드로서의 사회보장이다. 이는 즉 국민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끌어낼 것, 혹은 개개인의 자립촉진이다. 그 구체적 성과는 현물
급부의 책임을 진 지자체와 NPO가 얼마나 유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느
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城戸喜子, 2005: 43).

3. 노동조합의 대응4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1995～현재) 사회보험제도의 변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1) 이 부분은「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2007.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에서의 일본측 발제자 나리카와 히데야키(Narikawa
Hideaki)의 발제문을 요약 및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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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개혁에 대한 대응

연급개시 연령의 65세 인상안에 대해 정년연령 60세와 지급개시 연령
간의 시차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가두시위 등을 통해 정부에 수
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60대 초반의 고용지속조건 조성, 비례보
수 부분에 관해서는 60～64세에 ‘별개로 지급’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였다.
보수비례연금의 지급개시 연령 인상에 대해 정부는 65세까지의 고용지
속제도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연금에 대한 정부의 국고 부담을 기초연금
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법률에 2009년까지 실시
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나. 개호보험의 도입을 요구

개호 실태에 대해 조사한 조합원 가정조사는 가족 수발의 참담한 현실
을 드러내어 본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족을 수
발하는 근로자의 개호휴직제도를 요구하며 실현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
호휴직 기간 중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고용보험에서 개호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혁에 대한 대응

고용창출을 꾀하는 긴급지역고용창출 교부금제도 마련(2001～2004)과
더불어 2003년도부터 지역노사 취업지원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토록 하
였다.
산재보험에 관해서는 정부종합규제개혁회의의 ‘산재보험의 민영화’ 방
침안에 반대, 심의회 위원 전원의 찬동을 얻어 반대 성명을 내고 민영화
를 단념시켰다(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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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회보장 개혁과 노동조합의 과제

1. 노동조합의 원점과 사회연대
오늘날 일본 사회의 개혁 바람은 메이지 유신과 종전에 이은 세 번째
역사적 대전환기로 비유된다(福原宏幸, 2001: 16). 이미 1993년 연합은 ‘일
본의 진로’에서 일본이 지향하는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이 사회적 공정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를 위한 사회제도의 구축
과 정책 선택의 방향은 기업 중심의 ‘현상 유지형’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개인 중심의 ‘시장 만능형’이 아닌 개인의 존엄과 ‘사회 연대형’을 지향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세 친절형(重稅親切型)’도 ‘경세 자립형(輕稅
自立型)’도 아닌 ‘중세 연대형(中稅連帶型)’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국민
간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福原宏幸, 2001:
17).
일반적으로 일본의 사회보장은 전후 GHQ에 의해 들여왔다고 평가된
다. 그러나 노동기준권과 단체교섭을 통해 확보한 제 노동조건의 개선과
사회보장의 확립을 노동조합의 오랜 투쟁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노동조합은 과거 오랫동안 35% 정도를 유지
했던 조직률이 매년 떨어져 현재는 18% 정도에 불과한 위상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사회보장 개혁의 담당자로서의 노동조합은 먼저 자기 개혁을
통한 위상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합이 2003년에 발행한 『연합 21세기 사회보장비전』42)에 따르면
42) 렌고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형 사회 구축’을 정책제도 요구의 기본 방침으로
확인하였다(2001년). 이 기본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렌고 21세기 사회보장비
전」(2002년 결정, 2005년 보강 결정)을 결정하여 향후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꾀하였다. ‘비전’의 기본 방침은 다음 네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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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상부상조=사회연대’의 제도란 도식을 인용, 상호부조야말로
노동조합의 본래 역할이며 연대는 조합의 힘이라고 쓰고 있다. 전후 일본
사회보장의 특징은 ‘복지국가’를 실현한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노동조합
이 배양해 온 상호부조 기능을 국가 제도로 완성시킨 것이 아닌 기업과
가계 두 민간 부문의 상호 보완에 있다. 또 하나는 생활의 기반인 주택을
사회보장 틀 밖에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동자들은 주택을 확보
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예가 없을 정도로 장기에 걸쳐 과중한 부담을
안아 왔다.
이러한 ‘일본형 복지사회’체제하의 노동자 가계의 부담은 단순한 주택
비·교육비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격차’ 구조를 발생시켰다. 일
본적 산업구조는 개별 가계와 개개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노동
조합의 기치인 연대와 단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속에서 과거와 같은 정년보장을 꿈꿀 수 없게
된 많은 국민은 다시 한번 개별 기업이나 가계의 틀을 넘어선 상호부조의
네트워크에 큰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는 원점에서 21세기 노동조합의 존
재 의의를 되새기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2. 정부의 정책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成川, 2007)
일본의 최대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연합은 매년 산업별 조직과 협의하
여 ‘정책제도의 요구와 제언’을 작성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①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심’을 보장・급부하는 연금, 의료, 개호, 복
지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21세기 일본의 경제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②
국민・이용자의 ‘참여와 책임 분담’이 기본이 되는 제도운영 개혁을 지향한다. ③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선택권’과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여 의료, 개호는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고령자에게도 일정 부담을 요구한다. 때문에 소득보장
수단인 연금은 현행 급부수준을 유지한다. ④ 사회보장은 ‘상생(사회연대)’을 위한
시스템이며 노동조합의 ‘원점’이자 ‘원동력’이다. 사회보장 개혁의 주체는 노동조합
이며 이는 노조의 사회적 의무이다(나리카와 히데야키, 2007,「사회보험과 노동조
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발제문 중에서, 2007년 10월 30일, 한국노동연
구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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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를 총리대신과 관계 부처, 정당에 제의해 왔다. 이 ‘요구’에는 정
치적 쟁점이 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안과 증감세안, 예산 항목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선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은 정부, 관련 행정당국
이 거부한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에 그 실현을 요구하
고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요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노동관련 법률개정안 및 행정지침안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공익․
노동․사용자가 위원수 각 3분의 1씩 구성하는 노동정책심의회(분과회,
부회)에서 법안과 지침안에 대한 의견 청취․심의를 실시해 왔다. 연합은
이 노동정책심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을 선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그 심
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종합하여 근로자 측의 요구 실현에 힘
쓰고 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회보장심의회(그 내부에 연금부회, 의료보험부회
가 있음)에서 심의회의 위원인 근로자 측 위원은 의견 표명은 하지만 노
동관련 이외의 심의회에서는 학자, 유식자 등 공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다
수를 차지하여 근로자 측 위원은 1명 내지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때
문에 노동조합은 노동관련 법안이나 행정지침에서 발휘한 만큼의 영향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에 노동조합은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조합, 후생연금기금은 종업원 절반 이
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민간 조직이며 이들 조합이나 기금에서는 운영
위원을 노사에서 절반씩 선출하였다. 이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강
보험조합 등에서는 노동조합이 종업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다. 공무원 공제조합은 행정 조직의 수장이 운영위원을 지정하도록 되
어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운영위원이 선임되고 있다.

3. 향후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보험 개혁은 국민과 근로자에게 향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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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안겼다.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제도를 국민
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① 저임금 비정
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주민․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
할 것, ② 그 운영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킬 것, ③ 실직자․미취업자의 취
업지원사업을 강화할 것, ④ 정부가 사회보험 재정에 책임을 질 것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 각 항목은 노동조합이 정부에 요구한 주요 사항이다(成川,
2007).
가. 산재보험

노동조합은 이미 노재보험 민영화를 저지하였으며 심의회의 ‘산재상병
에 관한 인정기준의 재고’ 작업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
을 촉진하는 ‘기준을 재고할 것’과 석면(asbestos)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
고 있다.
나.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 이하, 6개
월 이하 근무) 및 다취업 근로자(multi job holder)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실업수당의 지급이 끝난 장기 실직자(1년
이상 실직)에 대한 생활수당 지급제도의 신설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전
인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의료보험

의료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개업의 중심의 의료수가제도
를 개정하여 병원과 개업의가 역할 분담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응급
의료․산부인과․소아과 의사부족 현상을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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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건강보험,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운영에 노동조합, 주민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다.
라. 연금보험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분을 2011년도까지 2분의 1로 인상하도록 요구하
였다. 국민연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전액 세(稅)부담
방식으로 개정할 것과 모든 시간제 근로자에게 후생연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피고용자 연금제도의 일원화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창설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마. 개호보험

청년, 장애인 등 연령을 불문하고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바. 육아기금의 창설

차세대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출
산수당 등 재원을 통합하여 알찬 기능을 갖춘 ‘육아기금’을 창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노동조합의 과제
가.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개혁

연금, 의료, 개호 등 공적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보장비
의 사용처에 대해 충분한 체크가 필요하다. 특히 퇴직금이나 기업연금 없
이 공적연금만이 지급되는 노동자와 건강보험조합처럼 부가급부가 없는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적용 노동자가 다수를 점하는 많은 중소기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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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현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 개호 등 현물급부 분야에서는 이용자 측과 제공자 간의 신뢰
와 연계야말로 중요하며 이용자의 제도 운영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통해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구체적 주제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식과 견해가 노동조합에 요구된다.
나. 사회보험의 완전 적용

파트타임, 임시직, 파견 등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많은 수가 사회
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미적용 사업소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
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소 단위 적용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는 특정 직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도 설계 등 산업별 조직에서의 이니셔티브도 필요하다.
다. 기업 내 복리후생의 평등 적용과 사회화

같은 직장, 사업소 내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임시직, 파견 등 다양한 고
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 식당과 보건실 등 사업소 내 복리시설의 평
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직장 조직의 기본적 과제 중 하나이다. 재정
면에서 어려울 경우 이를 시장화하기보다 사원 외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책으로 사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업, 지역 경제계, 행정담당자, 의료･보건 전
문가 등의 협력과 지원을 얻는 건강, 안전위생 등 시설의 프로그램도 다
양화화는 것이 필요하다.
라. 자주복지사업 활동의 쇄신과 재활성화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에 따라 자주복지사업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비혼화 경향으로 결혼식장의 수요가 대폭 감소하였다. 직
역 중심의 종래 사업활동은 오랜 기간 조합원이었던 퇴직자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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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또 같은 지역에서 일하면서 조합이 없어서 이러한 사업단체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까지 직역에 한정되었던 노동금고43), 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44)(이하 공
제) 등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공조(共助)’의 사회적 확대

노조와 사업단체 활동은 공적 제도에 의한 ‘공조(公助)’와 개개인과 가
족 단위의 ‘자조(自助)’ 사이에 걸쳐 있는 ‘공조(共助)’의 영역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는 기업 내 복리후생이 충분하지 않다. 또
노동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분단되어 있어 이들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금고 등의 사업단체가
공조 역할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육아지원 등 새로 복지 분야의
확장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요구된다.
바. 지역공동체 형성

직역보다 ‘지역’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붕괴되고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주민, 시민조직 NPO 등과의 연
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 지역행정과 공공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산업별 조직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과제이다.

43) 1953년에 제정된 노동금고법에 따라 노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기타 노동자단
체가 협동해서 조직, 운영하는 노동자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노동자의 자주복지사
업의 하나.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 전체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4) 노동자 자주복지사업의 하나로 1957년 화재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18개 노
동자 공제생활협동조합이 전국 조직을 결성한 이래 1976년 광역단위 사업을 통합
해 현재의 조직(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을 확립하였다. 1980년대부
터 노동조합 중심의 공제사업을 지역사회로 확장해 여러 가지 공제 상품을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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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회보험에의 노동조합 참여45)

일본 사회보험의 운영 주체는 정부․시정촌․단체이다. 산재보험과 고
용보험의 운영 주체는 정부이며, 의료보험의 운영 주체는 시정촌․정
부․단체이고, 연금보험의 운영 주체는 정부․단체이다. 그리고 개호보험
의 운영 주체는 시정촌이다.
이들 사회보험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 형태는 행정심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을 선출하여 심의회에서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심의위
원회는 행정부, 지자체 대표, 연금보험 대표, 의료보험 대표, 학자 등 28명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근로자측 위원은 1명이다. 사회보장심의회
산하의 연금부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근로자측 위원은 2
명이다. 의료보험부회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근로자측 위원
은 1명이다. 개호보험부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근로자측
위원은 1명이다.
의료수가 결정을 하는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
성되며 이 중 근로자 측 위원은 2명이다.
노동정책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근로자측 위원은 10명이
다. 노동정책심의회 산하의 직업안정분과회 고용보험부회는 15명으로 구
성되며 이 중 노․사․정 각각 1/3씩이며 근로자측 위원은 5명이다. 근로
조건분과회 산재보험부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근로자측 위원은 5
명이다.

45) 이 부분은「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2007.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에서의 일본측 발제자 나리카와 히데야키(Narikawa
Hideaki)의 발제문을 요약 및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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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한국에의 시사점

이상 일본의 사회보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은 때로 격렬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일본 노사정이 국가적 수준의 사회적 협약
인 산업노동간담회(산노간)를 통해 임금을 억제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
면서 두 번의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임상훈, 2004: 2)한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일본의 노동조합이 개호보험제도 실시보다 5년 앞서 요보호 고
령자를 둔 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수발의
사회화를 지지하며 개호보험제도 창설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점이다. 뿐
만 아니라 동 조사는 이후 정부의 개호보험제도 설계 및 개혁 시 ‘당사자
의식’하에 정부에 대응하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노조활동의 지역화 시대의 도래이다. 노동자의 생활의 기반은 지
역에 있으며 실제 임금 외에 환경, 교통, 교육 문제 등은 노동자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담보하
기 위해서 지역에서 여러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동이 필수적이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개별 기업이나 가계의 틀을 넘어선 상호부조의 네트워크
에의 기대를 펼치는 장으로서의 지역 중시는 새로운 ‘생활 밀착형’ 노조
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향후 지역의 NPO 등과 연
계,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고용의 기회 확대란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한
광희(2007)는 고용에서의 NPO 등의 역할을 첫째,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
전되면서 취업형태가 정사원, 파견사원, 파트타임, NPO 등으로 다양화되
었고, 둘째, NPO의 협력하에 청년층이나 고령자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셋째, 공적 서비스로는 대응할 수 없
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NPO의 역할은 중요하며 넷째, 지
자체의 위탁사업 등에 있어서 NPO가 능력개발, 자원봉사 적응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고용과 취업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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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1절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시기, 도입 주체 및
노동조합의 역할

1. 한 국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
을 잡은 박정희 정권의 1962년 기본대책 중의 하나로 천명한 ‘사회보장제
도의 기초를 확립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에 의거하여 1962년 사회보
장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노동보험반에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였다(노동부,『산재보험 40년사』, 2004 :
16～21).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1961년 5월 16일 비상계엄을 선포하
고 직장 이탈과 태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1961년 5월 18일 계엄사령부
발표 제5호 ‘경제질서 회복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노임을 5월 15일
수준으로 동결하고 노동쟁의를 일체 금지시켰으며, 5월 21일 국가재건최
고회의 포고령 제6호를 공포하여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5월 23일부로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후 8월 3일 군사정권은 6월 12일에 공포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노동단체의 등록을 허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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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리고 같은 날짜에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
포하여 노동조합의 재조직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재조직은
군사정권이 지명한 9명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산별조직으로 만들어야 한
다는 것이었으며 그나마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은 금지되었으며, 1963년 4
월 노동관계법 개정 공포된 이후에야 가능하였다(한국노총, 한국노총 50
년사』
, 2002 : 350～351).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나 오랜 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7년부터 사업장 근로자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1972년 유
신정권으로 재무장한 독재정권의 극심한 노동탄압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의료보험 등 독재정권의 사회보험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
견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의료보
험법 개정 문제점 보완 등 당면 문제에 대한 정책 건의 활동만을 하는 상
태였다(한국노총,『한국노총 50년사』, 2002 : 577).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0년 무력
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의 권위주의 체제의 노동억압적이고 노동배제
적인 제5공화국 정권하에서 기획되어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 새
로이 정권을 잡은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 초기인 1988년부터 사업장 근
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초반 사회보험제도 초기 도입 과정에 노동조합은
그다지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2. 독 일
독일 사회보험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건
강보험(1883), 산업재해보상보험(1884) 및 생산직 근로자 연금제도(1889)
가 도입되었다. 당시 비스마르크 수상은 사회민주주의 확산을 제지할 목
적으로 반사회주의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1878)하여 노동운동을 탄
압하는 한편, 노동자의 환심을 사려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정책을 정비
하는 양면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의 배경에는 당시의 열악한 노동자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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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 증가와 더불어 활발한 노동운동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법 제정(1880년대) 이전부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많은 자조기구를 설치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후에 정부가 이 모델을 기
초로 사회정책을 입안․실시하게 되었다.
1880년대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은 이후 유럽국가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독일의 산재보험제도(1880년대는 오스
트리아(1887), 노르웨이(1894년), 핀란드(1895년), 영국(1897년) 및 프랑스
(1898년)에서 동 제도가 도입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3. 일 본
일본 사회보험은 1922년 노동자를 위한 질병보험법이 제정(1927년 실
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혁명(1919)이 일어나면서 일본
에 강력한 노동운동이 다시 전개되었고 강화된 노동운동을 완화하고 노
동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질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군정하에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과
실업보험법(1947)이 제정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신설된
후생연금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1949년에 재건되었다.
사회보험제도 도입 단계에서 노동조합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4. 비교를 통한 시사점
사회보험제도의 초기 도입 과정은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 정부에 의
한 사회보험법 제정(1880년대) 이전에 이미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
로 많은 자조기구를 설치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후에 정부가 이들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을 입안․실시하였다. 1880년대 독일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
도 도입은 국가가 사회정책에 적극 개입하는 개입 국가가 시작되는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면서 일본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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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각국의 사회보험 도입 시기, 도입 주체, 도입 배경, 노조의 역할 비교
독일

일본

1880년대 : 건강보험(1883),
1920년대 : 노동자질병보
산재보험(1884), 생산직 근로자 험법
제정(1922)․시행
도입 연금제도(1889)
(1927)
시기

도입
정부
주체
․비스마르크 수상은 사회민주
주의 확산을 제지할 목적으로
반사회주의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하여 노동운동
을 탄압하는 한편, 노동자의
도입
환심을 사려고 국가가 주도하
배경
는 사회정책을 정비하는 양면
정책을 실시
․열악한 노동자 생활환경 개선
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
식 증가 및 활발한 노동운동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
로 많은 자조기구를 설치하여
노동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의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후에
역할
정부가 이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을 입안 실시

정부

한국
1960～70년대 :
산재보험법 제정
(1963)․시행
(1964), 의료보험
제정(1963)․시행
(1976)
정부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면 ․쿠데타로 정권을
서 일본에 강력한 노동 잡은 군사정권의
운동이 다시 전개되었고 정체성 확보를
강화된 노동운동을 완화 위한 사회보장제
하고 노동력을 보전하기 도 기초 확립
위하여
․19세기 말부터 이미 당
시의 정부행정가들이 독
일과 영국 등 유럽의 선
진국을 둘러보고 사회보
장정책과 제도를 습득
․정부행정가들의 주도의 ․초기 산업재해보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 상보험제도 도입
정에 노동조합은 별다 과정에 노동조합
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 은 별다른 역할
음.
을 하지 못하였
음.

노동운동의 강화와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요구의 증대 과정에서 정부에서
노동운동의 탄압과 동시에 노동력 보호의 시혜적 측면의 사회보험제도
도입(1920년대)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요
구나 주장에 의해서라기보다 1961년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이
정통성 확보를 위한 방편의 일환 및 통치작용의 일환으로 도입(1960년대)
된 측면이 강하다. 즉, 한국 사회보험의 초기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체제통치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이니시어티브에 의하여 시작되
었다.46)

제5장 비교를 통한 시사점 143

제2절 사회보험 관리운영에의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1. 한 국
한국의 사회보험은 정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사회
보험의 정책결정 과정에 노측, 사측, 학계 전문가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
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소속 위원으로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대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 총수는 5명이며, 이 중 노측 위원
은 1/3(5명)이다. 이 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노측
위원의 의견 반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47)(표 5-2 참조).
고용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총수는 30명이며, 이 중 노측 위원은
6.7%(2명)이다. 이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나 노측 위원이 고용보험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질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
여는 크지 않다(조흠학 외, 2006 : 43)(표 5-2 참조).
국민연금제도 관련 위원회의 실제 운영 모습은 정부(복지부)가 주관적

46) 이호근(2007)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 과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노동운동과 정치사회적 민주화, 그리
고 산업화가 유례없이 동시적으로 진전된 나라에 속한다. 초기 사회보험의 도입
은 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군인, 공무원, 교원을 중심으로 산재, 연금 등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발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배제와 국가
와 자본의 이니시어티브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스마르크의 건강보험
과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이 산업화와 체제통치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이니
시어티브로 시작되었던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영국의 엘리자베
스시대 구빈법(poor law)에 비유될 수 있는 구호법이 1874년에야 제정되었고, 질
병보험법이 1922년 제정, 1927년 공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화와 노동자의
세력화가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비교해 볼 수 있다.”(이호근(2007),「사회
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한․독․일 국제세미나 토론문 중에서 재인용,
2007. 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47) 한국노총,「산재보험제도 운영의 현황과 개선과제」,『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
선방안 논의자료』, 노사정위원회, 2007. 1.18,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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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등 위원회에 참여한 각
단체의 대표들을 위원회의 동참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
흠학 외, 2006 : 194).
<표 5-2> 한국 사회보험의 정책결정기구와 노동조합의 참여
산재보험
1. 보험의
노동부 장관
관장자
2.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
회별
심의위원회
산재보험에 관한
3. 기능
주요 사항 심의
- 노측위원 5명
- 사측위원 5명
- 시민단체위원 3명
4. 위원의 - 정부위원 2명
구성 - 전체 15명

심의기구일뿐 결정
권이 없는 기구이
며 노조의 의견반
5. 노동
영에 제대로 이루
조합의
어지지 않고 있다.
역할

고용보험
노동부 장관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원회
고용보험 등 고용 건강보험 정책에 관
에 관한 주요 사항 한 사항을 심의, 의결
심의, 의결
- 노측위원 5명
- 노측위원 2명
- 사측위원 5명
- 사측위원 2명
- 시민단체위원 4명
- 시민단체위원,
전문가위원 14명 - 의료계,
- 정부위원 14명
약업계위원 8명
- 전체 30명
- 전문가위원 4명
- 정부위원 4명
- 전체 30명
고용보험관련 정
책 결정과정에 참
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결
정과정에의 참여
는 크지 않다.
고용정책심의회

국민연금보험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심의위
원회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노측위원 4명
- 사측위원 4명
- 가입자위원 6명
- 공익위원 5명
- 전체 19명

정부가 독단적으
로 의제 선정하
고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등
노동조합을 동참
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역
할이 제한적이다.

2. 독 일
독일의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와 사업주에 의하여 자치운영된다. 이와 같
은 자치운영은 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과 사회법전 제4권 제29조(§29 SGB Ⅳ)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보험관리운영기관은 자치운영을 하는 공법상의 법인체이며, 개
별 사회보험관리운영기관마다 자치운영조직으로서 대표자총회와 이사회

제5장 비교를 통한 시사점 145

를 노측 위원과 사측 위원 50 : 50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예로서 금속․
기계․제강업산재보험조합(MMBG: Maschinen- und Metall-BG)의 대표
자총회는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 각각 26명씩으로 구성되며, 이사
회는 각각 8명씩, 대표자총회 산하의 산재예방위원회는 각각 4명씩, 그리
고 대표자총회 산하 회계감사위원회는 각각 2명씩으로 구성․운영되고 있
다. 기업건강보험독일연맹(BBK: Betriebskrankenkasse Bundesverband)
의 운영위원회는 피보험자측 위원 15명과 사업주측 위원 15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독일연방고용청(Bundesagenrtur für Arbeit)의 이사회는 노․
사․정 대표 각각 7명씩으로 구성․운영된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의 노․사 자치운영원칙은 초기 사회보험 도입기
(1988년대)부터 시행되었다.

3. 일 본
일본 사회보험은 주로 정부․시정촌에 의하여 운영되며, 부분적으로
대기업에서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경우 종업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앙단위에서 행정심의회에서 사회보장 관련 정책을 논의하며 노동조
합은 여기에 근로자측 위원을 파견하여 의견 표명을 한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근로자측 위원 수가 적다(표 5-3 참조).
<표 5-3> 한국 사회보험의 정책결정기구와 노동조합의 참여

․사회보장심의회
- 연금부회
- 의료보험부회
- 개호보험부회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노동정책심의회
- 직업안정분과회 고용보험부회
- 근로조건분과회 산재보험부회

전체 위원수

근로자측 위원수

28
18
19
21
30
30
15
15

1
2
1
1
2
10
5
5

자료：나리카와 히데야키(2007),「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 발제문에서 재인용.

146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4. 비교를 통한 시사점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독일은 노사의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노사 자치운영이 아닌 정부 주도의 운영 형
태이며, 부분적으로 대기업에서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경우 종업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민간 조직에서는 노사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 주도 운영 형태이다.
독일에서 노사가 자치운영을 통해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대부분
의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 결정권이 없는 기
구이며, 노조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정책심
의회는 고용보험 등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나
노동조합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이는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보험정책 수립 및 집행의 합리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
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 제도는 다분
히 형식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하종범, 2007). 실질적인 참여가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에 노사 참여를 늘리고
당사자 중심의 제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거버
넌스(governence)와 관련하여 글로벌한 추세이다.48)
48) 이호근(2007)은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과 선진화라는 과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들 중의 첫 번째 사항으로서 노사참여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의 확충과 선진화라는 동시적 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두 가지라 할 수 있
다. 첫째, 당사자인 노사참여의 확대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문에 향후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를테면 고용보험제도의 효율화와
실질화에 있어 당사자와 최종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참여에 의한 제
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성공에 있어 핵
심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산업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과정
에서 정부와 관료, 그리고 자본의 역할이 중심적이었던 유산이 개선되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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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동조합의 산별화가 향후 사회보험 발전에 미칠 영향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에 노동조합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제도 도입시에 정부는 이미 노동조합이 자조기구에 의한 조합원
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입
안․실시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발전 과정에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였
던 것은 독일의 노동조합이 중세 길드 조직에서부터 시작된 직종별 조합
을 중심으로 18세기 후반 노조조직시 처음부터 산업별 노조형태를 갖춘
것에 기인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표자총회(Vertreterver
sammlung)의 1/2을 구성하는 노동자대표의 선출 과정엔 사회보험선거
(Sozialversicherungswahlen)에서 개별 산별노조는 대표자 후보리스트
(Vorschlagsliste)를 제시하고 총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대의원)수를
배정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46 SGB IV, 사회법전 제4권 제46조)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에 노동조합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및 참여구조에서도 노동조
합의 역할이 크지 않다. 이는 일본 노동조합 구조가 기업별 노조로 운영
되고 있는 데에 기인하다고도 할 수 있다.49)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산별노조가 병존하고 있다.50) 사회보험제도 도입기에 노조는 별다른 역
가 있다. 즉,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에 노사참여를 늘리고 당사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시도하는 것은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한 추세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노동조
합 역시 최대 강령적 요구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
색되도록 내부 정책역량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이호근(2007),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한․독․일 국제세미나 토론문 중에서
재인용, 2007.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49) 이승렬(2007)은 일본 사회보험제도의 의견수렴 구조 또는 제도운영참여구조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일본의 전형적인 기업별 노사관계
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이승렬(2007),「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
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 토론문, 2007. 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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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제도 발전 과정에서도 중앙단위의 노조연맹
(한국노총,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정책건의 및 부분적인 참여가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그 역할은 그다지 크지 못하다.
독일산별노조의 사회보험관리 운영에의 참여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조
도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면, 개별 산별노조의 이해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운영
에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50) 이수봉(2007)은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별노조의 한계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
적하였다.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복지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
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은 이제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와
확대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 자체가 기업 내부 노동시장과 기업 외부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외부 노동시장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지
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한국의 노
동조합은 기업별노조가 강한 편이고 산별로 전환했지만 내부구조는 여전히 기업
별 조직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 조합원들의 의식도 기업별 의식을 아직 크
게 벗어나지 못해 노동계급간의 사회적 연대의 토대가 약화되고 있다. 장기적으
로 이러한 경향이 진전된다면 노동조합운동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고 이는 노자
간의 불균형을 초래해 사회적 혼란 및 추가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노
동조합은 기업 외부 노동시장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제반 제도들을 설계
하고 실행하는 작업을 고민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직업훈련제도, 실
업부조제도, 의료보험의 제도개선, 무상교육, 무상의료정책의 구체화 등에 대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로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이수
봉,(2007),「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독․일 국제세미나 토론
문, 2007. 10.30,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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