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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건강보험, 전 임금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발전하여 왔다. 공공부조제도 또한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하게 존재한다. 특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일차적으로 노
동시장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차노동시장의 비대한 노동시장 구조 때문
에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 배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정책 노력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복
지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 운영상의 문제에서도 기인한
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
무 불이행 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는 법적인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치중하여 왔지
만,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보험료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사회보험
을 적용․징수하는 행정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금전적 유인

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후자에 주
목하여 사각지대의 규모․실태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보험료 지
원정책의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 입법화에 필
요한 법적 정당화 근거와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다행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2012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
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
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선도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제
기하여 온 한국노동연구원으로서는 감회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실
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방대한 사각지대 규모와 재원에 비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원율과 지원대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지만, 이에 더하여 공식 고용화의 계기라는 점도 강조하
고자 한다. 사회보험 적용은 취업 및 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보를 통
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과 제도의 사
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그동안 분리되어 추진되었던 노동시장정
책과 사회보장정책을 결합하는 데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근거, 고려해야 할 쟁점들
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 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2011년 12월 초순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확정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과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들
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12년 4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 승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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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
료의 미납 문제에 주목하여 사각지대의 발생원인, 규모와 실태를
밝히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 입법화에 필요한 법적 정당화 근거와 법률적 쟁점
을 다룬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이중노동시장의 제도화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하려면 ‘안정적인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이때의 안정적인 고용이란 생애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기간
이 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소득보
장체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일자리를 통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화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위협한다.
논문은 비스마르크식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해 온 대륙유럽국가
사회보장체계의 최근 변화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
지대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화에 대해 주변적 노동력에게는 조세에 기반한 사회부조나
보조금 제도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체계의 이중구조화로 대응하였다.
즉 정규직 임금노동이라는 근로계약과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을 하나의 사회적 보호틀 안에 포괄해 왔던 대륙유럽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직면하여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성격을
일정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체계를 이중구조화하는 전략
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이중구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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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ism)’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형태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된
사각지대라는 형태로 사회보험이 이중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실질적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방
치한다는 점에서, ‘이중구조의 암묵적 제도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조세기반으로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했다고 평가되지만, 우리나
라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둘 다 적용되지 않는 커다란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사회보험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이 글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
유를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 기여기피보다는 사업주의 규제회
피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순응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것을 심층 면접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임금․비정규 근로와 실직을 반복하는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① 부분가입 관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②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형태나 도급계약 형태를 활용하거나, ③ 사업
자 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기피하는 경우가 광
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주의 규제회피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들은 ① 지인 소개 등의 비공식적인 채용 방식 때문에 권리
행사가 어렵고, ② 권리를 주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
으며, ③ 생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일수록 불이익이 크며, ④ 노조가
없어서 노사자율적인 규율이 어렵기 때문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러한 현실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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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노동시장에서 대등한 계약 대상자의 자유의
사를 전제로 하는 기여기피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
음을 말한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
지만 수급권의 측면에서 노동자에게는 권리이며, 이때의 권리란 종
속이 있으면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노동권으로 인식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규제회피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이라는 진
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첫째, 행정감독을 통해 미
가입을 규제하거나 유인정책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역
할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근로형태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고용형태를 활용하여 의무적인 가입기피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차
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고용보험 적
용대상 확대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셋째, 엄격한 수급 요건에 따라
사용자의 규제회피를 순응하게 하는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용보험 및 고용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긍
정적인 수혜 경험의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유형인, 법적인 적용대
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주목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
와 실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근거와 시행 시 쟁점을 검토하였다.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규모는
2011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가운데 4,770천 명, 비임금근로자 가운
데 1,30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3%를 차지한다. 사회보험 사각
지대에 있는 임금근로자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 17.6%, 법정 최저
임금 미만율 25.7%, 퇴직금 수혜율 14.1%, 노조 가입률 1.2%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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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최저임금․기업복지․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비
공식 근로(informal work)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금전적인 인센티브
를 통해 사회보험의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회보험료율 부과가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입자 기여에만 의존하는 재정
운영 방식에서 국가의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
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예산 제약하
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2012년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3
분의 1 또는 2분의 1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사자, 특
히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의 특성상, 실제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지원대상, 지원대상 보험, 보험
료 지원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처음 붓는 물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마중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지만,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사
회보험료 지원에 의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취업 및 소
득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
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
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베버리지형 복지모델인 영국과 비스마르크형 복지모델인 독일․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기초와 내

요약

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과 비교하였다.
우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은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과 영
국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근로 유인이 주된 목적인 반면, 프랑스
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
다. 영국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근로유인의 제고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원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다르다. 독일의 경
우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자신의 보험료가 지원 대상이다. 즉 조정
영역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요
율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험료율
이 그대로 적용된다. 감면되는 보험료율은 소득에 따라 점감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감면하여 준다. 감면액
은 각 근로자마다 연 단위로 계산되고, 최대감면액은 기업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다. 영국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
두가 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
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과 고용을 연계하여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
리형으로 보장하는 점이나 국고에 의한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등에서는 공통적이다.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쟁점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
되어 추진되었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결합하는 고용친
화적 사회보장정책이다. ‘공식고용의 촉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등
을 지향하는 고용정책상의 목표와 저소득 혹은 빈곤의 예방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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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회보장정책상의 목표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저임금근
로자의 고용의 질 향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
권 보장 또는 사회정책의 역사에서 새로운 관점의 등장 혹은 패러
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정책은 빈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빈곤을 저지하는 데
1차 목표를 두어야 한다. 즉 1차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강화가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비공식고용에 속한 저
임금근로자를 공식고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1차 안전망
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정책이다.
셋째, 소극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사회보험료 감면
방식’)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대납(‘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혹은 본래 의미의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함으로써 고
용과 사회보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을 사회보장 제도의 주류로 파악하
면서, 사회보험에서는 특히 사회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
나야 하며, 이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
표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다섯째, 사회정책에서는 특히 국가의 재정부담 등이 중요하게 고
려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저임금근로자 계층에 지원
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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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보장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취약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는 비자발적 실직에 놓였을 때 소득 상실, 고용정
책 접근의 제한,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는 법적인 적용대상을 확
대하거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치중하여 왔다. 이러
한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지만,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못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약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실시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료 미납 문제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보험의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
에서, 그리고 가입자 기여에만 의존하는 재정 운영 방식에서 국가의 지원
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적이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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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행
정적인 인프라는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
아 있다.
우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기여에 근거하여 가입자들 간에 위험을
분산한다는 사회보험 재정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가입자의 부담에만 의존하는 사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에 정부
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나라가 많으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업
인에게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회보
험료율 부과가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사
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나라마다 지원 목적과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을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으로 표기함을 지적해 둔다. 외국에서는 사회보험
료 재정을 노사의 기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면에 따른 재정
적 부담을 사회보험 재정이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이외에는 가입자의 부담에 의해서만 재원을 충당하고 있기 때
문에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정책으로 부르
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
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는 반면, 우리
나라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얼마
나 일하는지를 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당사자, 특히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이 수반되는 비용보다 커야 당사자들이 사
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재정적인 제약을 고려하더
라도 처음 붓는 물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마중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 배제로
이어지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
장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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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는 근로기준․최저임금․기업복지․노동조합으로부터 배
제되어 있는 비공식 근로(informal work)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회
보험료 지원에 의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취업 및 소득에 대
한 공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해소 방안을 다룬다. 제
2장에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초래하는 문제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화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비스마르크식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해 온 대륙
유럽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과 프랑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응하여 주변적 노동력에게는 조세에 기반한 사회부조나 보조금 제도로
지원하는, 이중적인 사회보장체계로 대응하였음을 살펴본다. 반면 우리나
라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실질적 가입 확대
를 위해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점에서,
논문은 ‘이중구조의 암묵적 제도화’라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근로관계가 존재할 때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규명한다. 노사간의 공모 또는 결탁에 의한 적극적
인 기여기피 또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극적인 기여기피라는 원인 진단
이 부적절함을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심층 면접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힌다. 사업주의 규제회피가 보다 주요한 원인이라는 진단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의 근거와 시행 시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 미가입이 근로기
준, 최저임금, 기업복지,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되는 비공식고용과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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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며,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
소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넘어서 공식 고용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야 함을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외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입법화에 필요한
법적 정당화 근거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다. 제5장～제7장은 사회보험
료 지원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얻기 위해 베버리지형
복지모델인 영국과 비스마르크형 복지모델인 독일․프랑스에서 채택하
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기초와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서 제8장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논의들을 비교하면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9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쟁점을 밝힌다. 저임금근
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은 그동안 서로 분리되어
추진되었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결합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
점의 등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마중물로 이용하
여 비공식고용에 속한 저임금근로자를 공식고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1차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정책으로서, 고용과 사회보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제 1 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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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것은 사회보험이 각 사회에서 갖는 의의와 역할의 비
중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도대체 사회보험이
무엇인가에 따라 답이 정해질 문제이다.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 상호 간에 위험을 분산하는 시스
템이다. 한편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극
복 방식이며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적 기능에 기초한다(이정우, 2002). 사
회보험이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중
단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대하여 대비하도록 국가가 강제
하는 제도이다(이혜경, 2003). 노동이 상품이 아닌데 상품으로 의제화된
(폴라니, 1944) 이러한 왜곡을 교정해 줄 이차적인 배분기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문제에 대답하는 방식의 하나가 사회보험이었던 것이다.
서구에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낳은 새로운 사회현상인 ‘임금노동자
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임금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노동과 자본 간 힘
의 불균형에 기인한 부적절한 근로조건과 저임금, 고용불안으로부터 노

8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등장하며(고용보호), 다른 하나는 고용이 단절되
었을 때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았
다(사회적 보호). 후자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20세기 복지
국가의 발달과정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급여수준 적정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보험에 부여한 역할과 위상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당초 노동
자의 사회주의로의 경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비스마르크
식의 사회보험은 고용단절 이전의 생활수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정도
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여와 급여는 임금수준에 연동된
다. 베버리지식의 사회보험은 보편적인 사회권을 보장한다는 기치를 내
걸고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보편성은 획득하였지만 중산층
이상의 국민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민간보험이나 다
른 소득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보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급
여를 깔고, 그 위에 소득수준과 연동되는 급여를 얹어서 적정수준의 급여
를 보장하는 방식은 스칸디나비아 유형에서 발견된다.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유일한 방편은 아니다. 조세에 기반한 부조와
각종 수당제도가 결합하여 소득보장의 큰 틀이 완성되므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는 이런 사회부조와 수당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회
보험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초래하게 되는 문제의 특징과
정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초래하는 문제를 유럽과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사회보험의 이념적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사회보험의
사회권적 의미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유럽에서 최근 20여 년 동안 사
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확대되어 온 과정을 노동시장의 특징과 사
회보험 제도의 변화를 연계하여 살펴본다. 이 과정은 모든 국가가 같은
정도로 겪는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사회보험제도를 가진 국가에
서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제4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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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나라에 이 논리를 대입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갖는 주
요한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5절은 요약과 결론이다.

제2절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보험

Marshall(1964)은 사회권(사회적 시민권)을 시민권의 마지막 셋째 단계
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20세기는 시민권과 자본주의적 계급체계 간
에 전쟁의 시기이다(Marshall, 1964; Stephens, 2010 재인용). 그런 의미
에서 사회적 시민권과 탈상품화는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에
스핑-안데르센(1990)이 ‘탈상품화’를 “노동시장 참가와 상관없이 사회적
으로 용인될 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다. 하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나’ 제공되는 급여(소득)라는 보편적 권리의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급여
의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탈상품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1)
보편성과 높은 소득보장수준은 탈상품화, 나아가 사회권의 두 가지 기준
이다.
그런데 페미니즘의 전통에서 탈상품화만으로는 사회권을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비판이 등장하였다. 누구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이 강조되었
다. 이러한 비판은 마셜의 사회권 개념이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사회적 자산을 공유할 권리, 그리고 사회가 제공하는 표
준적인 시민적 삶을 살 권리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었다는 점, 즉 소
득이전과 서비스를 넘어서 적극적 사회참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정의되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Stephens, 2010).2) 일정한 수
1) 마셜도 고용되어 있던 시기의 임금수준에 근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체계
를 발달된 사회권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Stephens, 2010).
2) 단, 노동할 권리를 사회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판이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될 권리를 주장하고 활성화(activation)

1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준의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자기개발(self-development)
의 권리까지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이 흐름에 있다(Room, 2000). 소득
이전과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나
아가 사회적 시민권은 만족스러운 일과 자기개발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
다.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건의
료, 일․가족양립정책에 이르기까지 시민권의 영역은 확장되어 왔다.
시민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시각이 있는데, 시민권을 어
떤 기본적인 ‘자격(entitlement)’ 또는 ‘지위(status)’로 바라볼 것인가 아
니면 ‘성취’ 또는 ‘획득’되는 무언가로 볼 것인가 하는 구분을 가지고 시민
권의 개념에 접근하는 것이다(Plant, 2003). 전자의 접근, 즉 시민권을 자
격이나 지위로 보는 접근방식에서는 개인이 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따지지 않으며, 자격이 ‘부족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후자의 접근
방식에서는 권리보다는 의무와 기여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를
통해서 시민권을 성취(achievement)하는 것으로 본다. 즉 시민권은 주어
지는(given)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earned) 것이다. 국가와 시민 간에는
사회보험 기여와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호혜성이 강조되는데,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보험 기여금의 납
부를 통해서 ‘안전성(security)’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뿐 아니라 베버리지식 사회보험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 원리로
실현된다(Plant, 2003). 요컨대 사회보험은 노동과 기여를 통해서 획득하
는 사회적 권리로 이해된다.
다시 기초적인 사회적 시민권인 ‘탈상품화’ 개념으로 돌아가 보자. 탈상
품화는 소득보장과 공공서비스로 실현되는데, 이때 보편성과 높은 소득대
체율이 탈상품화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하였다. 베버리지 방식의
사회보험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데 비하여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험은 소
득대체율을 보다 더 염두에 둔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Palme(1990)는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제도설계의 원리와 보호의 내용을 정리
하였는데, 여기서 기초보장과 소득보장으로 개념화한 것도 보편성과 소
득대체율의 기준에 대응된다(표 2-1 참조). 모든 사람에게 기본을 보장하
를 지지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복지의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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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금제도 설계의 원리
원리

수급권의 기초

보호의 내용

사회부조

자산조사
천부적 시민권

기초보장
(basic security)

획득한 시민권
(근로이력)

소득보장
(income security)

사회보험

자료 : Palme(1990). 수급권의 기초는 Plant(2003)의 개념으로 필자가 수정.

되 비교적 높은 소득대체율을 자랑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모델은 기
초보장과 소득보장을 모두 성취한 사례로 언급된다.
근로이력에 연동된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된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체
계에서 ‘임금노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회보장 모델은 독일
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유럽국가들에서 발견되는데, 임금노동에서 발생
하는 불안정성을 사회화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 개인은 임금노동
자의 지위를 매개로 사회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임금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완전고용의 종언,
점증하는 실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더 취약하다는 문제가 드러
나고 있다. 노동유연화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보호를 연계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드는데, 계약형태의 다양화는 고용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
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보호 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기
초가 와해되기 쉽기 때문이다(Zimmermann, 2006).
그러나 임금이 낮다거나, 고용기간이 짧다거나, 비정규적인 고용형태로
계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또는 기술적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하기 어
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일부 노동자들을 근로이력에
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체계에서 배제하는 현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취
약노동자를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사회권 보장이라는 복지국
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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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 대륙유럽의 경우

1970년대까지 유럽 각국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의 과정을 거쳤다. 그
러나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보험 적
용률이 하락하는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dualization)로 개념화되
기도 하고(Emmenegger et al., 2012 발간예정), 사회적 배제(exclusion)로
개념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Palier & Thelen(2011)은 독일의 미니잡처럼
사회보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을 이중
구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dualism)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일자리, 불안정 일자리, 비정규 일자리의
증가와 사회보험의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
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를 초래한 배경
요인으로는 탈산업화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일차적으로 거론된다. 서비스
업종의 확대는 전통적으로 규제의 영향이 미치기 어렵고 조직화가 덜 되
어 있는 부문의 확대를 의미하며, 고용의 여성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다. 글로벌화는 국민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약되는 환경
을 만들었으며, 임금수준이 좀 더 낮은 국가로부터의 노동이동은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과 임금수준에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압력은 정책의 변화나 노동시장에서
의 결과변화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라는 과정을 거쳐 사회
적 보호를 규율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위자들, 특히 개별 국가의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떤 방식
으로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 흔히는 자유화(liberalization)의 길을 걸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즉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전반에서 규제를 풀고 민영
화를 확대하며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Streeck, 2009). 지나온 과정이 그러하였다면, 그 결과는 모든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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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전보다 더 커다란 시장의 위험(market risk)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Emmenegger et al.(2012 발간예정, 제1장)은 조금 다른 주장을 펼
치고 있는데, 탈산업화와 글로벌화라는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는 정치적
전략은 대체적으로 이중화(dualization)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사회보
장급여나 서비스가 특정한 집단에게서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다른 방식으
로 제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
화와 고용불안정의 증가로 인하여 이중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
기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보호 제도들의 변화가 동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중구조는 재생산 메커니즘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이중구조가 제도화(Institutionalizing Dualism)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Palier & Thelen, 2011).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사회의 이중구조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서 출발한다. 이중구조
의 하층부에 있는 노동자, 또는 아웃사이더로 분류되는 사람은 비정규직
과 (장기)실업자이다. 물론 비정규직과 장기실업자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
지만, 최근 20〜30년 사이에 “이중구조화”로 불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Emmenegger et al., 2012 발간예정, 제13장).
첫째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시간제와 기간
제를 합쳐서 OECD 국가의 비정규직은 10% 수준에서 25〜3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둘째, 이전에는 청년이나 여성의 경우 가족의 보호범위에 있
었기 때문에 정치영역에서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들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셋째, 비정규직의 증가가 단순히 경제성장의 둔화
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을 조장하
는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의해서 초래되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가지고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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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끄는 것은 총 740만 개에 달하는 미
니잡이다. 당초에는 조세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여성노동력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현재 약 490만 명이 미니잡을 유일한 일자리로 가지
고 있는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에 달하는 규모이다(Knuth,
2011). 미니잡은 정의상 월 400유로 미만의 저소득 일자리이고, 사회보험
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이다.
독일에서 미니잡을 비롯하여 저임금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제도적 기제
는 ‘구직자 최저소득급여(minimum income benefit for jobseekers)’라는
지적이 있다. 이 제도는 이전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결합하여 근로능
력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데, 이름에 ‘구직자’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실
제 수혜자의 대다수(2008년 27%)가 실직자가 아니고 15시간 이상 근로함
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다. ‘활
성화(activation)’정책의 강화로 인하여, 최저소득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일자리에서 제안하는 임금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수락하여야 한다. 이 때
문에 일을 시작하는 최저소득급여 수급자의 3분의 1만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되었고, 수급자의 2분의 1은 저임금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7.5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Achatz,
Trappmann, 2009; Knuth 재인용). 제아무리 저임금 일자리라도 하지 않
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에 기반한 보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기간제와 시간제, 파견근로를 합친 비정규직 일자리는
1970년 전체 고용의 3%였던 것이 2007년에는 25%로 급증하였다. 더욱
놀랍게도, 최근 신규일자리 계약의 70%가 ‘비정규’라는 통계가 제시되기
도 하였다(Castel, 2009; Palier & Thelen, 2011 재인용). 프랑스에서도 비
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정부보조금을 받는 일자리의 증가
를 통해서 촉진되었다. 1982년에 도입된 ‘공공근로사업(TUC)’을 시작으
로 ‘고용연대계약’이 도입되었고, 1990년 말에는 ‘청년고용정책’이,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시민생활적응계약(CIVIS)’이 도입되는 등 국고보조
를 받는 일자리 유형이 약 3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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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또는 기간제 일자리의 수는 2005년에 50만 개로 기록되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하여 대륙유럽국가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
하는 기제는 ①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부터의 이탈, ②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는 전일제 근로로부터의
이탈, ③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로부터 불안정한 자영자
형태로의 변형, ④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저숙련자를 노동시장으로 끌
어들이기 위한 임금 낮추기 방법을 이용, ⑤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정부
가 지원하는 임금하락 기제를 활용(Eichhorst and Marx, 2012)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히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하게 된
기제는 제조업 부문의 아웃소싱과 서비스업 부문의 확대이다. 이 두 나라
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은 핵심 제조업 경제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핵심부문의 노동강도와 생산성은 높이면서 그 외의
부분은 아웃소싱으로 정리하고, 고연령자의 조기은퇴와 여성의 장기육아
휴직 등의 방법으로 노동력 규모를 줄이면서 남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
이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사용자(employers)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한 행위
자(dualizers)이다(Emmenegger et al., 2012 발간예정, 제13장 결론).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실현가능하도록 만든 정책입안자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3) 고용주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는 관
련제도와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권력 자원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3)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커다란 관심을 끄는 주제이
다. Emmenegger et al.(2012)에서 각 장을 집필한 연구자들의 견해에도 약간의 온
도차이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노동조합은 이중구조화가 진행되도록 방조
한, 혹은 허용하는 역할(consenters)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조조정의 시기에 제
조업 노조들의 ‘내부돌보기’가 진행되었고, 내부자의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교
섭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대 산별노조가 저임금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함께 끌어올리는 리더십 기능은 상
실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중구조화의 과정에서 좀 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차이점들이 각국별로 발견된다는 사실이 중
요하다. 단기적이고 좁은 조합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노조가 약한
경우, 이중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Emmenegger et
al., 2012 발간예정,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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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일차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
제도와 활성화정책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아웃소싱과 파견근로의 확대
등 모든 노동시장정책은 주변적 노동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활
동하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노동시장정책뿐 아니라 사회
보장정책 측면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2.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대륙유럽형의 복지국가는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낮은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과 결합되어 있었다. 노동자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만한 임금과 사회보험급여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모두 제
공할 핵심노동력과 그렇지 않은 주변적 노동력에 대한 구분이 등장하였
다. 사회보장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핵심노동력에 대해서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모델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회보험의 혜택을 주
변적 노동자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이들에게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잔여적 급여와 근로연계적 급여가 제공되게 되었는데, 이로써 소득보장
제도의 측면에서도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점차 분명해지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보험의 영역과 연대의 영역을 구분하
자는 논의가 촉발되었다. 사회적 파트너들은 최소납부기간을 채우지 못
하는 노동자의 실업보험급여 수급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협약에 서명하였
고, 이후에도 실업급여에 대한 제한과 삭감이 이루어졌다. 그 대신 조세
로 재원을 마련하는 실업부조(장기실업자를 위한 ASS, 노동시장 신규진
입자를 위한 AI)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사회보험이 더
이상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저소득집단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
기 위해서 ‘최저생활보호수당(RMI)’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비기여형으
로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한 수준의 급
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급여의 수급자는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4) 프랑스는 RMI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회최저
4) 2009년 6월 이후에는 사회최저급여와 추가소득을 통합한 사회연대소득(RSA)이라
는 새로운 제도가 RMI를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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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급여제도를 8개나 운영하고 있고 전체 프랑스 인구의 10% 이상이 이
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Palier, 2005). 2001년에는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부의 소득세제(근로연계급여)가 도입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 작동하고 있고, 이 덕분에 빈곤
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사회적 보호의 논리를 두 집단에 각각 적용하는 현상을 심화시
켰다. 핵심적 노동력층에게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과거의 생활수준을 유
지하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노동력층에게는
‘취업우선(work first)’정책과 함께, 기업이 제공하는 저임금으로 인해 빈
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빈곤예방정책
이 적용되었다(Palier and Thelen, 2011).
독일이 취한 방식도 프랑스와 다르지 않았다. 1998년에 슈뢰더 총리는
“기여형 급여와 조세기반 공공부조의 경계가 더욱 명확하게 그어져야 한
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런 방향에서 취해진 조치가 하르츠개혁이
다. 하르츠 IV 이전에 일자리 상실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한 대비는 실업
보험, 실업부조(액수는 작지만 소득관련 급여임), 공공부조의 3단계였다.
하르츠개혁은 실업보험의 수급기간을 줄이고, 중간단계인 실업부조를 폐
지하고 이를 공공부조로 통합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핵
심 노동력층에게는 사회보험의 논리를 유지하여 이전소득을 보장하는 반
면, 보험료 기여기간이 짧은 취약근로계층에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부조
성격의 빈곤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변화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화와 수급기준의 엄격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정규근로자에 대
해서는 조세를 통해 재정이 조달되는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범위를 확장
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취업우선정책을 통해서 저임금 일자리를 수락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대륙유럽 주요국의 경우 전 세계
적인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핵심노동력은 보호하되 주변적 노동력은

18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배제하는 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며, 국가는 노동시장
정책과 소득보장정책 양 부문에서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는 제도변경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다. 정규직 임금노동이라는 근로계약과 사회보험제
도를 통해서 전 국민을 하나의 사회적 보호 틀 안에 포괄해 왔던 대륙유
럽국가들이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새롭게 선택한 방식은 자유주의적
(또는 잔여적) 복지국가의 성격을 일부분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보
장체계를 이중구조화한 ‘저진로(low-road)’ 전략이었다. 이 전략이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시켰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의 구별, 그리고 이로 인한 사
회적 갈등의 내재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제4절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암묵적 제도화 :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에서 경제의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이념의 물결이 노동시장과 사
회보장 양 부문에서 이중구조화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사회보
험의 적용을 확대해 왔다는 점만 보면, 우리나라와 유럽의 차이점이 부각
될 수도 있겠다. 한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최대 확장기까
지 도달해 보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만나게 되었다는 차이점도
간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 적용 배제를 명시적 제도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실질적 적용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의 이중
구조를 초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위
에 얹혀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암묵적으
로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근로빈곤과 소득양극화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배제
적인 국가복지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되어
있어서 상층부(1차 시장)에 속한 사회성원만이 고용을 통해서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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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릴 수 있고, 하층부(2차 시장)에서는 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형태의 과소취업(underemployment) 상태가 만연하고
있다. 더 나아가 2차 시장 근로자의 상당수는 국가복지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다. 방대한 2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그리고 역
시 방대한 사각지대를 노정하는 사회보장체계, 이 절에서는 이 둘 사이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1.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이중노동시장론의 요체는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가진
1차 시장과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보이는 2차 시장으로 나뉜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이
동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형
태와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뉘는데, 이 두
집단 간에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처우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을 지적한 바 있다(장지연, 2009).
장지연(2010)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국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한국의 노동
시장이 겪었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관찰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상용직의 감소폭이 임시일용직의 감소폭보다도
더 컸다. 이와는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주로 비정규직
(임시일용), 여성, 자영업자에게 주로 타격을 입혔고, 남성노동자와 상용
직노동자의 수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김유선, 2010). 이것은 이번 위기
의 강도가 1997년의 그것보다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자면
1997년 이후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7년 이후 1차 시장이 소수 정예화하면서 1차 시장에 속
한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심화하지 않았지만, 2차 시장에 속한 일자리는
그 이전에 비해 더욱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장지연(2010)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노동시장은 1차와 2차 시
장으로 나뉘는데, 이들 간에 이동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2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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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속해 있던 근로자가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
으며, 미취업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1990년대 중반 이
후의 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이중구조는 더욱 공고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지금도 이미 2차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형태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는데, 2차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고, 여기 속한 노동자가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 사회보장 사각지대
2차 시장에 속한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사회보험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일자리인데, 이것은 당장의 임금이 저임금이라는 사실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장기적으로 초래한다.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성격을 재원조달방식
과 지출방식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회보험과 법
정기업복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장지연, 2009). 법정기업복지지출은
전체 사회지출의 4분의 1에 육박하는데, 이 중에 상당부분은 중규모 이상
기업에 속한 정규직 임금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사회보험은 약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제도 자체
가 특정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
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
차 시장에 속한 근로자들이다.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선별적 혹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부조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전체 사회지
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장지연, 2009).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분배와 위험분산을 시도하는 경우 실제로 제도가
보호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만 이 제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어떤 사회보험인지 면
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실질적 수혜자가 전체 국민이
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특히 소득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김종건(2007)은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우리나라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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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기반을 침식시킬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를 새로운 불평등 기제로 재
생산시킬 위험”마저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복지지출이 확대되었으나 이
것이 최하위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양극화를 심
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제도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임금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는 존재한다. <표 2-2>는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성별과 종사사업체의 규
모, 임금수준, 고용형태에 따라 나누고, 각 범주의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라면 법적으로는 직장가입자
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가입자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이것은 법이 정한 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결국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밖에 방치된 상황은 아니므로 본 연구의 초
점은 아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과 별정직 우체국직원 등은 고용보
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다른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는 직업집단
이다. 한편 적용제외자는 단시간근로와 특수형태 근로자로 일컬어지는
비전형근로자 등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서 법적으로 적용제외로 규정되어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실
제로 고용안전망이 적용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범주는 이 표에서 ‘적용
제외’와 ‘미가입’이다.
임금근로자 전체를 놓고 볼 때,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사람은 27.1%이
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적용제외자를 합치면 33.4%이다. 그런데 이 수
치는 앞서 정의한 1차 시장(1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에 속한 사람의 경
우는 각각 1.4%와 3.2%로 거의 무시할 만한 숫자인 데 비하여, 2차 시장
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32.6%, 고용보험 미가입(적
용제외 포함)은 3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2차 시장 부문에서 사회보험을 통한 고용안
전망은 매우 부실하게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보험이 예방하
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 즉 소득상실에 대한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
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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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국민연금(+특수직역)
지역
전체 미가 직장
가입
입 가입자
자
임금근로자 27.1 65.6 7.3
1차 시장 1.4 98.3 0.3
2차 시장 32.6 58.7 8.7

미가 직장
입 가입자
2.4
0.0
2.9

67.6
98.6
61.0

건강보험
의료
지역
직장가입 공무원
수급
가입자
피부양자 등
권자
17.6 1.0
11.4
7.7
0.6 0.0
0.8
18.6
21.3 1.2
13.6
5.4

고용보험
가입

적용 미가
제외 입

58.9 8.6 24.8
78.3 0.2 3.0
54.8 10.3 29.5

주 :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조작적 정의 - 1차는 1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2차
는 그 외 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2010. 3),「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중구조이며 사회
보장제도는 일자리에 연계된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 주목하였
다. 대부분의 인구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있고 일자리를 통
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크
게 문제시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사회보장제도가 시민권에 근거
한 보편적 제도를 근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여과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내고 이 제도에 편입된
사람들끼리 소득단절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시스템인데, 2차
노동시장에 속하고 소득단절의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보험제도의
수혜 영역 밖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제5절 소 결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국가이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시기 동안에도 최소한
의 수준으로는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이다. 이런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하려면 ‘안정적인 고용’으로 뒷받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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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여기서 안정적인 고용이란 생애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소득보장체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일자리를 통하여 사회보험에 가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스마르크식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해 온 대륙유럽국가들은 기간의 정
함이 없는 전일제 고용계약과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양대 축으로 하
는 사회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1980년대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허용해 오면서, 이들을 사회보험체계로부터 배제하고 조세에 기반
한 사회부조나 보조금 제도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체계의 이중구조화가 진
행되었다. 사회보험은 이전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인 데 비해서, 취약
근로자층에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는 빈곤방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하나의 원리로 통합된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적용범
위를 계속 확대해 왔기 때문에 유럽에서 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기에
도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륙유럽국가들의 경우,
사회보험의 최전성기에는 대상자의 거의 100%에 근접한 수준의 적용률
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소득보장제도에 못지않
은 보장수준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고 수준에 도
달하였다가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일부 노동자를 배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우
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대규모의 2차 시장을 가진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이런 과정과 결과는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경로’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유럽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유럽의 경우는 사
회보험의 보호냐 사회부조(또는 조세기반의 보조금)냐로 갈리면서 이중
화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보험의 보호와 그 사각지대로
이중화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기반의 보조금제도나 사회
부조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서 오히려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2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유럽의 경우, 조세기반으로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빈곤문
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했다고 평가되지만, ‘사회보험의 보호냐
조세기반의 부조냐’가 나란히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
여 복지국가의 기반인 연대의 정신이 도전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
려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둘 다 적용되지 않는 커다란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사회보험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
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륙유럽국가들이 명시적으로 기존 제도를 고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의 이중구조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현상을 ‘이중구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Dualism)’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보험을 제도적으로 도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득보장의
이중구조(사각지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중
구조의 암묵적 제도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이 모든 노동
자를 포괄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통합적이고 일관된 원리를 가지고
소득보장체계가 운영될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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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한국의 사회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강제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다. 2010년 경제활동인
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8.3%,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7%,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3.9%이다6). 또한 임금
근로자 중 1개 이상 미가입한 사람은 4,770천 명이고 3개 모두 미가입한
사람은 4,006천 명이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2,764천 명을 뺄 경우 가입
대상 근로자 중 33.4%가 하나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그 중 대부분(84.0%)이 3개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이병희, 2011a). 임금근
로자에서 취업자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각지대는 훨씬 더 넓어진다. 또
한 법적 가입대상이지만 미가입하는 유형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넓힌다
는 사실 역시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류만희, 2004; 성은미, 2007; 윤
정향 외, 2005; 이병희 외, 2009; 이병희, 2010; 이병희, 2011a; 장지연 외,
5) 이 글은 2010년 10인 미만 사업장 면접결과 1차 분석(은수미, 2011a 참조)에 기초
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6)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 및 지역단위 보험 모두에 미가입한 임금근로자의 비
중이며, 고용보험은 직장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가입한 임금근로자의 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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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적용제외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를 논외로 한다면 가입대상
이지만 미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이유를 “기여회피”에서 찾
기도 한다. 물론 기여회피 현상에 대한 접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
를 들어 류만희(2004: 24)는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시안적이지만 일종
의 합리적 선택에 기반을 둔 자발적 ‘공모’의 결과” 혹은 “결탁”에 따른
자발적 배제 경향성이라고 한다. 반면 성은미(2007: 186〜187)는 Hernanz,
et al.(2004), Bailey & Turner(1997) 등을 인용하여 사회보험 가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나 사회보험 기여에 비해 낮은 급여 때문에 기여회
피하거나 가입하고 싶어도 저임금 등으로 인해 생활 유지조차 어려워 필
연적으로 가입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불안
정도 기여회피로 연결되어, 고용이 불안정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
에서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하긴 어렵다고 한다. 즉 자발적 혹은 적극적
미가입보다는 소극적 기여회피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글의 첫 번째 질문은 “기여회피를 고용보험 미가입과 사각지대 형
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적극적인 기여회피, 즉 공모 혹은 결탁(최근 담합이라는 말도 쓴다)과
소극적 기여회피는 두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 우선 양자 모두 노동자와
사용자를 동등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즉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노동
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대등한 상호 합의나 동의를 한
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지만 노
동자에게는 권리이다. 또한 사회보험 측면에서의 권리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약적․경제적 권리가 아니라 종속이 있으면 보호가 있어야 한다
는 점에 주목하는 노동권이다. 전자는 개인 의사에 따른 자유를 인정한다
는 점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역할에 머무른다.
하지만 후자는 시민 특히 노동자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권
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며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때문에 사회보
험은 헌법과 하위법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이고 강제 가입이며 사용자 의
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권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의무를 회피하는 것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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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노동자는 동등한 행위자가 아니며 사용자의 의무 회피와 노동
자의 권리 포기를 같은 범주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혹
은 이론적 측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동등한” “자유의사”에 기초한
“기여회피” 개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 두 입장 모두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근시안적
판단이든 상황에 대한 소극적 순응이든,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
황에서는 지금 당장 몇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아예 선택의 기회가 없든가 선택할 만한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할 경우 혹은 종종 위협이나 그와 유사한 환경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의 동의를 합리적 선택이나 기여회피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글은 법적 측면에서의 접근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합리적 선택을 전제한 특정 현상을 기여회피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
한가를 심층면접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받는 노동자에게 사용주가 “보험료 떼고 93만 원을 받겠느냐 아
니면 100만 원 다 받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노
동자가 100만 원 다 받겠다고 동의하면 그것을 노사의 기여회피, 좀 더
적극적으로는 공모나 결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더
불어 만약 기여회피가 아니라면 그 현상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즉
사각지대 형성의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본다. 분석 결과, 기여회
피보다는 규제회피(exit option)가 좀 더 타당하며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더불어 국가의 의무 불이행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과 사각지대 형성의 지
배적 요인임을 지적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고용보험 수급 자격의 엄격성 혹은 법적인 적용제외
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을 가르는 제도적 특성
이 사각지대 형성에 끼치는 효과가 무엇인가?”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제외할 경우 사각지대는 피보험기간 미충족이나 이직사유 미충족 혹은
미신청 때문에도 발생한다. 특히 자발적 이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
지 못하는 이직사유 미충족은 그 비중이 둘째로 높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통한 사각지대 형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 초
점을 여기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직사유 미충족이나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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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임금근로자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유의 구성비 추이
(단위 : %)
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미신청
수급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8.8
66.7
61.0
60.4
56.7
54.0
3.6 (11.4) 4.5 (13.4) 4.8 (12.4) 4.1 (10.5) 5.8 (13.3) 4.8 (13.4)
18.0 (57.5) 19.2 (57.6) 20.8 (53.4) 18.8 (47.4) 21.6 (50.0) 23.5 (51.1)
5.3 (16.9) 6.1 (18.3) 6.8 (17.5) 7.6 (19.2) 6.4 (14.9) 7.4 (16.0)
4.4 (14.2) 3.6 (10.8) 6.5 (16.7) 9.1 (23.0) 9.4 (21.8) 10.3 (22.5)

주 : ( )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직자 대비 구성비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5차～10차년도; 이병희(2009: 15).

험기간 미충족이 사용주의 규제회피에 동의하게 하거나 규제회피를 유도
하는 관계가 있다면 가능한 한 정책의 폭을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급 요건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정
책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근로자집단이 생애 전체에 걸쳐 이동성이 높다고 할 때 이
전 직장에서 수급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을 경험하지 못하
면 다음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혜택을 받은 사람에 비해 떨
어질 수 있다.
적용제외나 고용보험 가입대상 아닌 대상에 관해서도 같은 문제 제기
가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등은 적용제외자이다. 적용제외만 해도 규모가 약 150만 명
이며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는 더 많다. 만약 적용제외 등 때문에 직장 이
동시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나 실업급여 수혜 경험이 없고, 이 같은 상황
을 생애 전체의 취업경력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사용주의 규제회
피에 쉽게 동의하거나 사용주의 규제회피에 눈감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ILO에서 통과된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가사
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불가피하다. 이것
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영업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 이력 중 자영업이나 근로자성이 애매한 고용을 경험하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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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업보험을 수급할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쉽게 포기하게 한다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생애취업경력을 추적하여 고용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제외, 혹은 엄격한 수급 요건 등 제도적 한계가 규
제회피를 허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자료

1. 연구 방법
이 글에서 사용하는 고용안전망(ESNs : employment safety nets)은 “노
동시장 위험에 대응하여 소득지원 또는 노동시장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이나 공적부조 등을 포함하는 제도이며 사회안전망
(SSNs : social safety nets)의 하위 개념이다(이병희 외, 2009: 2). 사실 연
구자나 국가, 조직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그 하위 개념으로서의 고용안전망 역시 새
로운 개념이고 좀 더 보완해야 할 개념이다.
예를 들어 ILO는 SSNs를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반빈곤 급여”이며 사
회보장(social security)의 일부로 정의하는 반면, World Bank는 2003년
SSNs를 빈곤층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장의 사망에 따른 위
험이나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소득지원 프
로그램으로 인식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재분배에 따른 빈곤 및 위험 감
소가 사회안전망의 목적이며 종종 사회보장 등과도 대체될 수 있는 개념
인 것처럼 이해되기도 한다(Paitoonpong et al., 2008).
이 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사회부조와 사회연금 등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맥락에서 이해하지만 사회적 위험 완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사용하며, 고용안전망은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위험 완화를
위한 제도나 정책으로 정의한다. 또한 고용안전망의 핵심 제도가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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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제도라는 점에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고용보험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회피에 대한 정의이다. Gautié and Schmitt(eds.)(2010)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5개 업종(병원의 간호
보조와 하우스키퍼, 호텔의 하우스키퍼, 소매업 오퍼레이터, 콜센터 오퍼
레이터, 음식업)의 저임금 일자리를 비교하면서 저임금 일자리와 규제 제
도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 제도의 유무 및 수준이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전략(하향전략, Low-Road Strategy)이나 그것
을 줄이는 전략(상향 전략, High-Road Strategy)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7).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포섭성(social inclusiveness)이 큰 규제
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섭성이 큰 제도일지라
도 사용자가 회피하는 것(규제 회피, exit option)이 어려운가 쉬운가에
따라 국가, 산업, 기업 수준에서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
어 독일처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는 제도가 있다 해도 산업 혹은 기업
수준에서의 개방성을 허용할 경우 그것이 사용주의 규제회피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의 규모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포섭적인 제도이지만
7) 해당 논문에 따르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복리후생을 균등하게 하며, 강력한 노조운동(조직률
등) 역시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② 법정 최저임금이나 노사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이 존재하고 최저임금의 임금대체율이 높을 경우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떨어진
다. ③ 직업훈련 효과도 크다. 특히 직업훈련이 승진제도와 연계되어 노동조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경우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떨어진다. ④ 사회임금(social
wage)의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보장(health care), 연금
(pension arrangements), 장기간 실업급여,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상대적 안정성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저임금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제도가 존재한다. ⑤ 고용보호제도(EPL)의 효과는 EPL의 범위(예를 들어 정
규직만 대상인지 혹은 다른 고용형태까지 적용하는지 여부)나 내용에 따라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⑥ 규제완화 혹은 강화 등으로의 산업규제의 변화
인데, 예를 들어 민영화, 금융 및 통신사업에서의 규제완화 등이 저임금 일자리를
늘린다. 즉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강조하는 방
식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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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회피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첫째, 미가입을 규제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국가 역할(당근 및 채찍)이
없거나 취약할 경우이다. 행정지도가 약하거나 유인정책이 부재한 것, 적
극적인 가입홍보나 독려가 없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다양한 고용
형태의 활용이나 고용관련 규제의 부재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을 확대하여 의무 가입 회피를 정당화하는 경우이다. 특수고용형태나 불
법이 의심스러운 아웃소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 이에 해
당한다. 혹은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역시 유사한 사례이다.
셋째,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아서 노사관계를 통해 사각지
대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사업
장 등에 취업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대표적인데, 이때 이들의
조직화를 어렵게 하거나 단체협약 적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규제회
피를 허용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도적 완화 및 그에 기초한 전략적 행위로서 규
제회피를 정의한다. 때문에 규제회피 여부 및 허용성이 적은데도 노동자
들이 순응하거나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기여회피”
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요건이나 적용제외 제
도 자체가 규제회피의 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노동이동에 따른 위험과 사각지대의 관계에 주목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중심-주변으로의 분절이 커지고 중심-주변부 간
일자리 이동이 줄어들어 일자리 양극화가 커질 뿐만 아니라 주변부 일자
리는 중심부에 비해 하향이동의 비중이 높고(이병희 외, 2009; 장지연,
2010; 장지연 외 2011), “‘저임금->실업->저임금’의 과정이 반복”된다(윤
윤규 외, 2011). 또한 이와 같은 이동은 근로빈곤층으로의 전락을 가져오
며(이병희, 2010) 이 현상을 필자는 저임금<->실직<->근로빈곤의 하향
이동 악순환(vicious cycle)으로 정의한 바 있다(은수미, 2010). 따라서 악
순환이 노동자의 순응이나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기여
회피”에 대한 판단에 있어 또 다른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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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는 장지연 외(2011)의 ‘제5장 고용안전망 사각지
대의 발생 메커니즘’에서 이미 소개한 것이다. 당시 면접은 ① 주로 5인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되 불가피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여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 및 직종 해당자를 우선적으로 면
접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③ 면접자격은 노사 모두 최소 1년 이상 사업 혹
은 직업경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 및 실직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사업
주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미가입 혹은 미가입->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면접은「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면접지는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사업주
혹은 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특수문항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⑤ 면접 내용
중 실직 경험과 실직이유,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여
부, 미가입 혹은 미수급 원인, 실직 시 생활대책 및 신용불량 여부, 고용
안전망에 대한 인지정도 관련 결과를 주로 활용한다. ⑥ 면접 기간은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며, 면접 대상자는 사업주 총 9인(남성 7
인, 여성 2인), 근로자 41명(남성 17명, 여성 24명)이며 이 중 2인은 사업
주와 근로자의 경험이 중복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면접 자료를 이 글
의 질문에 맞추어 재분석하여 구성한다.
면접대상에 대한 구제적인 정보는 <부표 3-1>과 <부표 3-2>에 제시
하였으며 모두 가명 표기하였다. 10대에서 50대까지 노동자 41명의 특성
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적게는 5개월 많게는 34년 이상 취업을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경험이 없거나 가입해도 수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
이다. 또한 현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8명이며 이 중 3명은 정부의 사
회적기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5명에 불
과하다. 더불어 직장이동이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20, 30대 15명 중 기혼
은 3명(여성 2인, 남성 1인)에 불과하며 남성 1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현재
별거 중이다. 만혼 현상을 고려한다 해도 미혼 비중이 높다. 이들의 평균
급여수준은 월 8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이며 100만 원 이하가 17명(4명
이 주생계부양자), 150만 원 이하가 12명(3명이 주생계부양자),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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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5명, 250만 원 이하가 7명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고려할 경우 저임
금 근로 비중이 60%를 넘는다. 결국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이며 50%
이상이 저임금근로자라는 점에서 연구에 맞는 면접대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분석에서는 2011년 청년 단시간 노동자들의 취업경험(2011년 11
월 10일 청년 유니언 토론회), 2011년 병원 청소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등
관련 자료를 부가한다.

제3절 생애취업경험과 고용보험

분석을 위해 근로자 41명의 면접당일까지의 생애취업경험8)을 연령별
로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표 3-2>의 20대 이하 8명의 생애
취업경험에 따르면 이 중 3명은 현재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거나 검정
고시 준비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대졸자는 1인이며 4인은 고졸이거나 중
졸이다. 이들의 평균 취업기간은 3.1년으로 가장 짧은 사람이 5개월, 가장
긴 사람이 최소 9년 6개월간 취업한 경험이 있다. 이들의 평균 이직횟수
는 3회(평균 근속연수 1년)이며 단시간 아르바이트 경험은 일일이 기억하
지 못하여 실제 이직횟수는 그보다 많을 것이다. 또한 현업 혹은 기존 직
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명이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
람은 1명에 불과하다.
생애취업경험에서 공통점은 잦은 이동과 비정규 노동 혹은 비공식 노
동9)이다.

다른 한편 정규 노동에서 비정규 혹은 비공식 노동으로의 하향

이동이 보인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이직이 상당히 많다.

8) 생애취업경험은 면접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어 불완전하며 그
런 점에서 최소한의 취업경험이다.
9) 비공식 고용은 ILO의 정의에 기초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근로자성이 애매하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월급 명세서를 교부받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불확실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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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근로자 생애취업경험(10〜20대)
이름

생년

박신양 1993
김명민 1991
백진희 1990
진숙경 1988
임미화 1986
김래원 1986

김주원 1982

황신혜 1982

총 취업
기간

취업 경험

중졸->검정고시준비중->피자배달(1개월)->치킨배달(1
1년 2월
개월)->피자배달(10개월)->커피서빙(1개월)->커피전문
이상
점 서빙(수개월)->편의점 알바(3주)
고졸->카페서빙(2개월, 시간제)->대안학교선생(2개월)->
5월
카페서빙(시간제, 1개월, 청년유니언활동 중)
대학재학중->피부관리실(3개월)->자발적이직->칵테일
5월
바 서빙(2개월)
고졸->전자부품(8개월, 용역)->전자부품(1년, 정규
2년 9월
직)->자발적이직->전자부품(1년 1개월, 용역)
대졸->학원강사(1년)->유학(학위못받음)->방과후학교(1
2년 9월
년)->학원강사(파트, 9개월)
고중퇴->카페서빙(1년)->카센터, 노가다(6개월)->군대->
4년 6월
노래방근무(3년)
고졸->반도체(2년 2개월)->자발적이직(병)->청우(알바, 1
년)->오뚜기(파견, 4년)->자발적이직(병)->백화점(비공식
9년 6월
일자리, 1년)->자발적이직(병)->할인매장(비공식일자리, 8
개월)->자발적이직->백화점(비공식일자리, 8개월)
고졸->전자부품조립(정규직, 4년)->전배->자발적이직->
8년 3월 전자부품조립(3년)->비자발적이직->전자부품조립(1
년)->비자발적이직->전자부품조립(3개월, 용역)

심층면접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유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따른 육체
적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 학업이나 취업준비 때문에 단시간 근로를 병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 나은 일자리 탐색 등이다. 이와 같은 특징이 고
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미수급, 적용제외 등과 연관이 있을 것임은 충
분히 추정가능하다.
다음으로 <표 3-3>은 30대 8명의 생애취업경험이다. 이들의 평균 취
업기간은 9년이며 평균 이직횟수는 6.5회(평균 근속연수 1.4년)이다. 8명
중 5명은 대졸이며 나머지 3명이 중졸 혹은 고졸이다. 현업 및 생애취업
경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명이며 이 중 1인만 실
업급여를 받았다.
생애취업경험에서 공통점은 첫째, 비공식 혹은 비정규 노동에 따른 잦
은 직장이동이다. 둘째, 정규노동에서 비공식, 비정규 노동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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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이동이나 비공식, 비정규 노동을 지속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셋째,
자발적 이직의 비중이 높으며 비자발적 이직 역시 눈에 띈다. 30대의 자
발적 이직은 20대와는 달리 결혼, 출산, 육아 요인이나 성희롱 요인이 첨
가되며, 비자발적 이직은 회사의 부도 등이다.
<표 3-3> 근로자 생애취업경험(30대)
이름 생년

양자경 1981

남상미 1979

고현정 1977

류승범 1976

배연정 1976

조인성 1974

김 범 1974

변희봉 1972

총 취업
기간

취업 경험

고중퇴->주유소(3년)->호프집(3개월)->알바전전(약1
년)->LG전자사내하청(3년)->자발적이직->명동의류(2
년)->자발적이직->옷 판매(3년)->비자발적이직->재입사
(1년)
대졸->유치원교사(1년)->자발적퇴직(회사내부갈등)->유
7년
치원교사(1년)->자발적퇴직(출퇴근거리문제)->유치원교
사(5년)
고졸->식당근로(4년, 임시직)->결혼->식당(1년 8개월, 임
6년
시직)->판매업(4개월, 시간제)->병(1년)->희망근로(6개
8개월
월)->가사도우미(2개월)
고졸->호텔(1년)->군대->알바하면서 쉼->모텔(3개월)->
3년
자발적이직->모텔(1년)->자발적이직->모텔(15일)->자발
11개월 적이직->모텔(1년)->자발적이직->모텔(7개월)->비자발
적이직->모텔프런트(15일)->병으로 휴직
대휴학->경리(1년)->대졸(아버지사업부도로 신용불량)->
6년
학원강사(8개월)->자발적이직->학원강사(3년 8개월)->자
4개월 발적이직->학원강사(3개월)->비자발적이직->논술학원(9
개월)
군대->대졸->신발가게알바(2년)->화장품가게(1년)->호
6년
프집(8개월)->신발가게운영(1년)->판매(2년 남짓)->카드
10개월
및 보험설계(2개월)
대중퇴->군대->숙박업(1년)->숙박업(5개월)->숙박업(7
개월)->경찰공무원시험준비(2년)->어학연수(1년)->장사
12년 (중국대상, 수개월)->섬유회사(4년, 정직원)->비자발적이
3개월 직->분식집(1년)->회사(5개월)->숙박업(1개월)->자발적
이직->숙박업(4개월)->자발적이직->숙박업(7개월)->자
발적이직->숙박업(10개월)
대졸->시민단체(3년)->논술학원(8개월)->비자발적이직->
15년 논술학원(6개월)->비자발적이직->학원(1년 6개월)->학원
5개월 운영(4년)->학원운영(3년)->학원운영(1년)->과외교사(1년
반)->학원강사(3개월)
13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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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는 40대 취업이력이다. 18명 중 5명이 대졸이고 평균 취업기
간은 12년 2개월이며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25년간 취업을 하였
다. 평균 이직횟수는 4.4회(평균 근속연수 2년 8개월)이지만 건설일용 노
동의 이직횟수는 파악하기 어려워 직장 이동은 훨씬 더 빈번할 것이다.
생애 취업경험은 20대, 30대와 유사하다. 대부분이 비공식, 비정규 노동
과 자영업, 실업을 반복하는 등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향이동
추세 역시 뚜렷하고 전형적인 미끄럼틀 사례(정규노동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의 전락)도 있다. 또한 신용불량 문제가 큰 것도 심층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육아나 성희롱에 따른 여성의 자발적 이직이나 더
나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위한 남성의 자발적 이직, 회사부도에 따른 비
자발적 이직 등도 뚜렷하다.
10명이 현업 혹은 과거 직장에서 1회 이상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40대에서도 생애취업경험의 특징
과 고용보험 미가입 등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4> 근로자 생애취업경험(40대)
총 취업
취업 경험
기간
10년 고졸->제조업->결혼->제조업계속->자발적이직(육아)->
1971
이상 의류판매(시간제, 4년 6개월)->의류판매(2년 6개월)
고졸->결혼(전업주부)->전자부품조립(1년 2개월)->비자
발적이직->전자부품조립(1년 3개월)->비자발적이직->전
1971
6년
자부품조립(1년 1개월)->비자발적이직->전자부품조립(1년
1개월)->자발적이직->전자부품조립(1년 3개월, 용역)
고졸->전업주부->웅진학습지(8개월)->자발적이직->마트
1971 7년 8월 (6개월)->자발적이직->가내근로(6개월)->전자부품조립(4
년)->자발적이직->전자부품조립(2년, 정규직)
대학중퇴->피아노과외(5년)->결혼->방통대졸업->일반및
13년
1968
피아노과외(3년)->컴퓨터회사(1년)->피아노과외(1년)->부
11월
동산(3년)->희망근로(6개월)->사회적일자리(5개월, 계약직)
대졸->(중간미확인)->영업(10년)->비자발적이직->택배 및
각종 알바(1년)->전기수리관련 훈련->전기AS기사(6개월,
13년
1968
개인사업주형태의 도급제)->비자발적이직->보험(6개월, 개
이상
인사업주)->희망근로(6개월)->인턴(2개월)->건설일용직(4
개월)->현재 실직(한국노총PLC과정교육)

이름 생년
한예슬

한지민

사미자

고소영

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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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의 계속
이름 생년

총 취업
기간

권상우 1968

10년
이상

박금자 1968

5년 8월
이상

신현옥 1968

20년

엄지원 1968 2년 6월
정일우 1968

20년
이상

윤향기 1967 19년 1월

안도현 1966

21년
이상

전인화 1966 6년 6월
정숙자 1965 6년 이상
최진경 1965 3년 10월

장동건 1964 19년 8월

김태희 1964 18년11월
김종서 1962

25년

취업 경험
고졸->알바->복사업->서점(1년 이상)->영업(정규직, 6년
2개월)->비자발적이직->기계연마(5개월)->자발적이직->
기계설치(일용직, 2년 1개월)
고졸->점원(1년)->결혼->제조업(1년, 남편 신용불량)->자
발적이직(출퇴근거리)->가내근로(2년)->서울로이사(남편사
고, 생활보호대상)->제과점(8개월)->자발적이직->식당(6개
월)->비자발적이직->사회적일자리(6개월)
중졸->봉제(5년)->결혼(전업주부)->봉제(6년)->자발적이
직(출산)->봉제(4년, 정직원)->비자발적이직->봉제(1년)->
자발적이직->봉제(1년, 정직원)->자발적 이직(장시간근로,
출퇴근거리)->의류포장(1년, 정직원)
고졸->전업주부->세차(1년)->교보생명(8개월)->자발적
이직->청호나이스(6개월)->자발적이직->전자회사(3개
월)->자발적이직->한일정수기(3개월)
무학->시계부품(10여년)->비자발적이직(임금체불)->건설
(6년)->도로보수공사(일용직, 3년)
대학중퇴->근로자(8년)->제약회사총판(2년)->분식점(2
년)->반복적 휴직하면서 임시일용직(6년)->고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경과적일자리(5개월)->현재 서울일자리플러
스센터에서 근로자(계약직, 6개월)
고졸->운송회사배차담당(20년, 정직원), 택시회사3년(투잡)->
비자발적이직->신용불량->독서실총무(6개월)->디스크(장
애 5급)->퀵서비스(1년)
전문대졸->결혼->마트판매(2년)->비자발적이직->세이브
존(3년)->비자발적이직->직업훈련->백화점캐셔(11개
월)->직업훈련->CCTV모니터(7개월, 계약직)
고졸->취업->가사육아로 퇴직->금속(4년)->비자발적이직
->가내근로(수개월)->전자부품조립(2년, 하청)
대졸->자영업(3년)->결혼->전업주부->이혼->대형마트
(파견업, 6개월)->자발적이직->치킨집(1개월)->한정식집(2
개월)->자발적이직->사무보조 알바하며 구직중(1개월)
대졸->공기업근무(11년, 정직원, 1998년 희망퇴직)->무직(1
년)->쌀정미업(3년)->무역업(1년 6개월)->우유대리점(2년,
신용불량)->비공식일자리(8개월)->현재기초생활보호대상
자, 사회적일자리(6개월)
고졸->보험설계(7년)->결혼 및 가사(6년)->보험설계(5년)->
사회적일자리(5개월)->퇴직(개인사정)->바우처일자리(6개
월)->퇴직(2010년 9월, 출퇴근거리가 5시간)
고졸->건설업->생산과장(4년, 정직원)->건설업(25년 이상
건설업무, 기계제작, 배관, 용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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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근로자 생애취업경험(50대 이상)
이름

생년

총취업
기간

취업 경험

고졸->전업주부->음식점서빙(5년)->음식점서빙(9년)->퇴
박신혜 1961 14년 9월 직금문제로 비자발적이직->알바(9개월)->음식점서빙(일용
직, 1일)
유재석 1961

20년
이상

초졸->노무직->80년대노동운동->노무직(용역)->용접(5
년, 건설노조원)->산재

구혜선 1960

8년
이상

고졸->전자회사(기간 확인못함, 정직원)->자발적이직(노조
활동관련)->결혼->경리(3년, 정직원)->임신 및 출산->가내
근로(1개월)->그린보험(5년)

나홍영 1958

15년
이상

중졸->전업주부->사별->식당(여성가장생활보호대상, 자녀
고졸로끊김)->영세자영업->공공근로(9개월)->경리(12년)

주지훈 1957

35년

중졸->음식점(25년 이상)->기와복집(4년 5개월)->비자발
적이직->노무직(2년)->음식점주방장(2개월)->음식점주방
장(2개월)

윤미례 1951

10년
이상

고졸->청소(수년)->식당(2년)->비자발적이직->아파트청
소(4개월)->비자발적이직->가사도우미(수년)->사회적일
자리(3개월)->가정사정으로 퇴직

유준상 1950

34년

초졸(?)->기계제작설치(16년)->공장운영(6년, 신용불량)->기
계제작설치(노조가입, 12년)->기계제작설치(일용, 한달반)

마지막으로 <표 3-5>는 50대 이상 7명의 취업경험이다. 50대 이상은
가장 학력이 낮아 대졸은 없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명이다. 평균 취업
기간은 20년 정도이며 평균 직장이동 횟수는 3.3회(평균 근속기간 6년 1
개월)이다. 물론 건설일용직의 직장이동 횟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동은 훨씬 더 잦을 것이다. 고용보험은 1명도 현업 혹은 과거
직업에서 가입한 경험이 없으며 다른 연령대와 같이 비정규나 비공식 고
용, 하향이동이 두드러진다.
종합적으로 비공식 근로나 비정규 근로의 반복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
고 여기에 자발적 이직이 결합되며 하향이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뚜렷하
다. 즉 생애취업경험이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가 하락하는 형태, 임금근
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나 비경활로 이동하는 형태, 규모가 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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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이동하는 형태 등의 어느 한 가지거나 복합적이다.
앞에서 지적한 악순환이 생애취업경험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한 그 과정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적용제외, 대상 아님 등의 양상이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하향이동의 악순환과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사각지대의 형성은 함께 나타난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에 의해 결합되는
가이다. 즉 “기여회피”라는 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 실현되는 것
일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이후 일
자리의 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직전 일자리에서
의 고용보험 가입은 재취업 일자리의 이직위험을 낮추어 일자리 안정성
을 높이고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확률도 높인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률 확
대는 저임금 고용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을 감소시킨다(장지연, 2011; 이
병희, 2011d). 이것은 2011년 청년 유니언 조합원들의 취업경력에서도 드
러난다. 현재 28세인 한씨는 대학재학 시 6회에 걸쳐 등록금 대출을 받았
고 그것을 상환하면서 생활하기 위해 20세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급여 중 60%를 상환하는 어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았다. 그 결과 1년 전 L모 공기업 기간제로 입
사하여 현재 130만 원을 받고 그 중 30만 원을 등록금 상환에 사용한다.
숨통도 틔었고 미래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 한씨의 토로이다. 하지만 최
씨(27세)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
며 여전히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향이
동의 악순환과 고용보험 미가입은 상당한 연관이 있다. 하향이동과 고용
보험 미가입이 기여회피를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
장년층만이 아니라 청년층 저임금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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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각지대 형성 메커니즘 :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노동자의 순응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확산과 노사의 의식변화
2010년 면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늘어
나는 추세이며 노사의 의식변화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자료에 따르면 신규성립 사업장은 2005년 607,765개(52.9%)에서 2009
년 826,907개(59.7%)로 소폭 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면접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은수미, 2011a).
영세사업장 500여 개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배용준 씨는 자신의 고객
사업장 중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모두 보험에 가
입하고 있다고 한다10).
<표 3-6> 고용보험적용사업장 현황
2005
총 적용
사업장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6

1,148,474

1,176,462

1,288,136

1,424,330

1,385,298

1,402,371

자진
신고

529,290

602,748

703,004

820,847

787,501

403,730

신규
인정
성립
성립

78,475

86,986

75,962

53,352

39,406

22,045

소계

607,765

689,734

778,966

874,199

826,907

425,775

주 : 인정성립 -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는 것.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장지연 외(2011)에서 재인용.

10) 이것은 다른 세무사와의 면접에서도 공통적인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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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사업장 중에서) 법인이거나 직원이 있으면 가입해요. 정말 가족이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다 가입하는 추세이고 2004년 무렵부터 이렇게 바뀌었
어요.” (사업주-배용준)

사업자 면접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가 있는데 첫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교부 등에 따라 소득이나 매출
이 상대적으로 투명해져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식당들은 왜 가입을 해야 하냐면 … (중략) … 카드가 많으니까, 매출은 거
의 신고가 다 돼요. 그러다 보니 매출 대비 비용이 있어야만 나중에 소득세를
적게 내잖아요. … (중략) … 공장들도 요즘은 거의 매출누락은 없어요. 거의 상
대방이 다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니까.”(사업주-배용준)
“장사해 보니까 5,000원짜리, 5,500원짜리 카드 끊으면 굉장히 얄미워요. …
(중략) … 솔직히 국세청에 항의하고 싶어요. 20,000원 이하는 카드 못 끊게 하
면 안 되나, 다 드러나서 … 남는 것도 없는데.” (사업주-황미영)

둘째, 최근 행정지도 등 실사가 엄격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고용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
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
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실사를 당해 본 사업장이 늘거나 관련 입
소문이 돌면서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셋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식 변화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친인척 혹은 주변의 고용보험 가입경험이나
실업급여 수혜경험은 고용보험의 인지도를 높인다. 근로자 스스로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을 찾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유
도 바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직했을 때) 애기 아빠가 실업급여 타먹고 교육받고 들어온 거, 책 나온
거 보고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그런 쪽(4대보험 적용사업
장)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사회적 일자리를 신청했어요.” (고현정)
“희망근로 하면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알고 나서부터(희망근로 때는
가입은 했지만 못 받았어요. 7일 모자라게 일시켜서) 아 그것도 좋겠구나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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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을 흘리는거죠. … (중략) …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받고 사회보험 된다, 그
러면 너무 너무 좋은 조건이죠.” (고소영)

더불어 사업주의 의식변화도 감지된다.
“4대보험은 무조건 해줘야 되요. 사업주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거고 근
로자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
아요.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쉴 때 부득이한 경우에 고
용보험 처리해 주고. 돈이 없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무조건 해줘야
해요. (사업주-박찬호).
“(4대보험 가입은) 그게 사람 기본 아닙니까. 산재보험 들면 그나마 내가 좀
부담을 덜고.” (사업주-소지섭)

넷째, 업종의 특성상 산재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
입을 선호한다.
“우리는 뜨거운 물, 육수 같은 것에 데어서 사람이 다치면 내가 다 물어야
하잖아. … (중략) …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빨리 해야 되겠더라
고.” (사업주-황미영)

2. 사업주의 규제회피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증가가 개별 고용보험 가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층면접에 따르면 ① 행정관리의 틈새를 이용한
부분가입, ② 적용제외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형태의 활용 ③ 노동자에
대한 위협 등 사용자의 규제회피가 사각지대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며, 노
동자들은 생애취업경험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첫째, 중소영세사업체에서는 고용보험 부분가입 관행이 지배적이며 적
극적으로 그와 같은 관행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그 중 1명 정도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은 기타소득11)으로 처리하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하
11) “세법상 공단으로 안 넘어가는 소득이 있어요. 기타소득이라고. 기타소득은 1년에
한 사람당 1,500만 원 미만, 4.4%만 세금을 내면 그대로 모든 게 소득세법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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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 특정 세무사가 부분가입 기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고객이 다른 세무사를 찾는다고 한다.
“미가입 사업장은 거의 없지만 … (중략) … 가입은 했는데 일부 직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 (중략) … 일단 가입을 하면 국세청 조
사는 받지 않으니까. 또 이런 컨썰팅을 하지 않으면 사업체들이 저희에게 오지
않아요. 말이 좋아 절세이고 사실은 불법이지요.” (사업주-배용준)

또한 부분가입을 하면 최소한 사회보험 관련 감사를 받지 않고, 감사가
나온다 해도 노동부문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된다. 즉 행정지도의 미흡함
이 규제회피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다.
“이번에 유치원 감사하는데 교직원 연금가입증서, 보험가입증서 이런 거 있
잖아요? 그런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자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남상미)

식당처럼 외국인 노동을 사용하는 업종에서 부분가입 현상은 뚜렷하고
지배적이다.
“4대보험을 올해 6월 1일부로 들었는데 … (중략) … 한국인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중국인 종업원들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사업주-황미영)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눈이 하나인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
인 것과 같다.
“이 업계는 브랜드샵이 판매근로자들에게도 4대보험을 거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업인데. 그래서 저처럼 한 사람 고용하고 고용보험 준다니까
‘너 미쳤냐, 브랜드 애들도 (4대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니가 왜 해주냐?’고 선
배가 그래더라구요, 작년에.” (사업주-박찬호)

둘째, 고용보험 적용제외 혹은 가입대상이 아닌 고용형태나 비공식 노
동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과세라고 그러는 건데, 아무런 체크가 안 돼요. 소득금액 증명도 안 나오고 …
(중략) … 기타소득이라는 거는 직원이 아니거든요. 프리랜서식인데.” (사업주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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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보험업,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 건설업은 개인사업자 형태(독
립자영업)나 근로자성이 애매한 고용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보험업에서는 특수고용형태라고 불리는 개인사업자 등록 관행이 자
리잡고 있는데 합법적인 규제회피 방식이다.
“제가 영업사원들을 교육하는 본사의 육성팀장이었어요. 매일 본사로 출근
하구요 아침마다 회의도 하지만 사업소득자라고 4대보험이 안 되어서. 사업자
등록증은 회사에서 했고 … (중략) … 설계사들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다
고 회사에서 설명해 주었고.” (김태희)

게다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김태희, 엄지원 씨
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실제 고용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
하였다. 김태희, 엄지원 씨 모두 고용보험 가입은 차치하고라도 근로계약
이라도 정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무것도(면접자주 : 어떤 고용형태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각자 각자의 사업성이 있다고 해
야 할까? (면접자 질문 : 특수고용?) 그게 특수고용이예요?” (엄지원)

다음으로 학원은 노동자에게는 개인사업주로 통지하지만 실제 노동자
는 개인사업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배연정
씨는 구직 당시 파트타임으로 생각했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적은 없지
만 업체에서는 개인사업주라고 한다는 것이다.
“학원 측에서 제 소득 중 3.3%를 떼어서 통장에 넣어줘요. ‘왜 3.3%냐’라고
했을 때 … (중략) … ‘개인사업자다’라고 학원에서 얘기해 줘서 알게 된 거지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는 않았어요. … (중략) …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요? 월급을 줬다는 증명이 있어야 학원에서는 세금을 덜 물잖아요. 제 소
득이 얼마로 신고 되었는지 몰라요.” (배연정).

백화점에서는 아예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백화점에 납
품하는 의류업체는 본사직영과 중간관리자 활용의 두 형태를 가지는데
후자의 경우 매장마다 중간관리자로 매니저를 두고 수수료 계약을 하면
그 수수료에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준다. 이때 매니저는 사업주등록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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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해당 직원 역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본사 직영이라 함은 본사에서 매니저까지 월급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곳은 중간관리라 해서 매니저한테 수수료를 주고 그 수수료에서
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직이고 매니저도 사업자등록을 안 했
으면 무직이 되는 거지요.” (김명원).

셋째, 사업체 등록 자체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
하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등의 좀 더 심각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용역업체 중에서는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기도 한다.
“용역 사람들 다 4대보험이 안 되어 있어요. … (중략) … 용역회사에서 회사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신고해야지 4대보험 이런 걸 떼는데 그걸
신고 안 해서. 돈 내는 문제 때문에 계속 상호를 바꾼다고 하던데요.” (진숙경)
“불법하도급 업체이다 보니까 내가 몇 달 일을 해도 그런 건 적용을 못 받지
요. 다만 노조가 있어서 산재는 처리가 되고.” (유재석)

모텔 등 소규모 숙박업에서는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 지급 관행이 지배적이다. 김범 씨는 급여를 현금이 아니라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한 경험이 있지만 결국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고, 여전
히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
“고용보험을 들 수 있으면 근로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못 받아요. 사채 말고는 안 되요, 그것 때문에 제
가 사장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고 … (중략) … 금리가 좀 더 세도
급여통장만 있으면 대출해 주는 곳도 있는데 통장으로도 넣어주지 않아요. 10
개 모텔 중 7, 8곳은 이러더라구요.” (김범)

넷째, 보험료 부담을 부당한 세금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경영관이나
번듯한 대기업마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관행도 부정적 요인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에 있다가 명퇴하여 사업하는 분들은 대화가 좀
돼요, 그나마 대졸자니까.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자기 평생 공장만 한
분들은 사회보험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세금하고 4대보험의 차이
를 구분을 못 해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지서가 나오면, ‘뭔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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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이 나와!’ 하면서 무조건 ‘나라가 뺏는다더라, 나는 늙을 때 못 받는데 나는
왜 내냐?’고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죠.” (사업주-배용준)

결론적으로 사용주의 규제회피는 상당히 일반적이며 행정지도의 취약
이나 법적 규제부재 등이 이와 같은 여지를 넓힌다.

3. 순응을 낳는 반복적 경험
사업주의 규제회피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들은 대개의 경우 항의하기보
다는 포기하거나 순응하며 이 역시 반복된다. 그 이유는 첫째, 항의하였
을 때의 부정적 효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상미
씨는 “유치원 원장님들 모임에서 입소문이 나고 다른 직장까지 원장님의
추적을 받은” 동료를 보면서 포기했다. 업계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돈
다는 것이다.
“(퇴직금 등으로 지난번 그만둔 선생님이 원장님과 싸웠는데) 저희에게 그
러는 거예요. 너네도 그렇게 해, 난 끝까지 찾아갈 거니까. 진짜 그만둔 선생님
이 다른 유치원에 취업했는데 쫓아가셨어요.” (남상미)

건설업에서 34년간 종사한 유준상 씨도 유사한 응답을 한다.
“우리가 가서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물어보면 회사에서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약자 아닙니까? 굳이 고용보험 들어야 한다면서 비위를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같은 업계인데.” (유준상)

둘째, 노동자의 수가 적으며 노조 등 노동단체와의 접촉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등 노사관계를 통한 자율적 규율이 불가능한 것이 순응을 가져온다.
또한 대면접촉이 잦은 중소영세사업장의 특성이 공개적 항의를 어렵게
한다. 서로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당장 일자리 찾는 것도 급하기 때문
에 노동자들은 상황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제과점에서 함께 알바하던 학생들은 사장 눈치 보이고 좀 껄끄럽다 해서
안 했지요.” (박금자)
“4대보험 해주지 않는 것이 괘씸해서 사실은 신고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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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 몇 년 동안 얼굴 보고 일했던 것이 있어서 다 참기로 했지요.” (사미자)

얼마 전 신문에서 카페 베네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자
가 고발을 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 유니언의 활동이 없다
면 이와 같은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
이겠다.
셋째, 정보 부족 즉 몰라서 하지 못한다는 것도 중요한 순응 요인이다.
이와 같은 정보 부족은 이후의 절에서 다루겠지만 행정지도 취약과 함께
국가의 의무회피로 분류할 수 있다.
“4대보험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 (사회보험 가입권유)
한 번도 없었어요. 국민연금 없었고 의료보험도 … (중략) … 실업급여 자격요
건 같은 것 몰라요. 상담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김주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는 애 하나가 회사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타먹는
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같이 공공근로 일을 해서 알게 된 애인데 자기
는 어느 회사 다녔다가 그만두고 그거를 타먹는대요. ‘너는 놀면서 왜 타먹어?’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정말 몰랐어요.” (나홍영)
“(정규직이고 고용보험도 들었지만) 그때는 실업급여 자체를 몰랐어요. 알
았으면 탔는데 그런 걸 몰라서 … (중략) … 지금은 회사 언니들이 이야기를 해
서 알아요.” (진숙경)

넷째, 비공식 일자리는 대부분 비공식적 구인방식(폐쇄적인 관련 사이
트, 지인 소개 등)을 채택하고 있어 노동자는 처음부터 순응하여 일자리
를 찾는다.
“등록된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아는 소개든가 아니면 백화점
자체 내 게시판에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인맥을) 타고 타고죠, 아니면 백화점
홈페이지. 다 그런 일자리라는 것을 알고 취업해요.” (김주원)
“학원강사 취업 최대 사이트가 있어요, 훈장마을이라고. 거기서 자기 이력서
를 올려놓게 되면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일자리
에 가게 돼요. 능력이 이것뿐이니 다른 취업 사이트에는 관심이 없구요.” (배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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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야놀자, 모텔이야기 등등 관련 사이트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 보
면 구인구직란이 있어요.” (김범)
“일자리는 알바몬에서 찾았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알바 구하는 데에는
규모가 큰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김명민)12)
“인터넷에 최고피부관리사 모임이라는 피부관리사들 다 가입되어 있는 카
페가 있어요. 거기서도 주로 알아보고요, 알바몬 같은 데 가도 떠 있고요. 그렇
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백진희)

다섯째, 출산, 육아 등을 해야 하는 여성의 조건이 고용보험 적용 여부
등 괜찮은 일자리 탐색을 어렵게 하고 그것이 순응으로 나타난다.
“고용보험 사업장을 찾기 위해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바깥을 보면 4대보험
가입된 곳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애들 키우면서 애가 아직 어리니까 보살
펴야지 하고 동네만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사미자)

더욱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스스로의 일자리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내가 벌지 않으면 나도 힘들뿐더러 가족도 힘들
고 직업훈련을 받고 고용보험 따지고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임미화)
“산부인과를 가니까 나팔관이 다 썩어서 없어질 정도라고 나보고 어떻게
참았냐고 해요. 한 달 반 그렇게 아팠을 거야. 그런데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다리가 아픈 거야. 병원에서 절제수술을 했어요. 월요일에 수술하고 다음 날
출근했어요. 우울증으로 3년간 약을 먹고 … (중략) … 직업훈련은 생각도 못 해
요. 누가 벌어요, 그동안?” (나홍영)

또한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미수급 등의 제도적 한계를 함께
경험하면 노동자는 순응한다. 비정규, 비공식 일자리는 아무런 보호가 없

12) 예를 들어, 최근 TV나 극장 광고를 통해 알려진 알바천국(http://www.alba.co.kr/)
이나 잡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알바몬(http://www.albamon.com/)에 들어가서 일
자리 공고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사용주의 의무사항인 4대보험, 최저임금 적용 여
부, 법정 복리후생, 고용형태 등에 관해 분명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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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 저임금, 잦은 질병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자
발적 이직을 낳는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험의 반복이 노동자에게 쉽게 권리를 포기하게 한다. 예를 들
어 김주원 씨는 4년간 15킬로가 빠졌고 그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사실을
입증하기도 힘들어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도 처음부터 포기할 것이라고 한다.
“(대형마트에 파견으로 일하다) 병으로 퇴사하면서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했
더니 ‘알아봐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수술기록, 진단서, 입원 별 거를 다 떼어
오라는 거예요. 아픈 사유를 입증하기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것
도 받지 못한 거지요.” (김주원)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데 한 달 반 동안 쉬는 날도 없이 토요일 일
요일도 8시, 9시까지 시키더라고.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 체력적으로. 남들 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거야. 결국 나왔지요.” (변
희봉)
“(식당에서) 10시부터 10시라고 그래요. 그것도 일하는 언니가 10시에 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고 9시 반에는 와야 한다고 해서 9시 반까지 가고. 저녁때에
도 손님이 있거나 당번이면 11시까지 했지. 그래도 돈을 더 주지도 않고. 쉬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돌아가며 했지요. 주6일 일하고 하루 쉬어요. 그러고서도
140밖에 안 주거든요.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박신혜)

또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특성이나 성희롱에 따른 자
발적 이직 역시 생애취업경력에서 중요한 부정적 경험이다. 예를 들어 출
퇴근 거리가 멀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응답자들은 이때 증빙서류를 제
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 정보부족과 가사 및 육
아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결합한 사례이겠다. 그리고 성희롱 때문에 자발
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여성에게서 적지 않다.
“파견직원들이 거의 여자들인데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과장급,
대리급들이거든요. 대리급들은 나이가 어려요. 30대 초반이거나 20대 후반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너무 쓰는 거예요. 만지듯 때린다거나 꼬집는다거
나 딱밤을 한다거나. … (중략) … 그 얘기를 몇 번을 하다가 저랑 부딪치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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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거지요. 그 후에 왕따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자체가 좀 힘들어졌어
요. 그래서 제가 소속사에 그런 사실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거꾸로 관두거나 옮
기거나 하라고 해서 결국 제가 옮겼지요.” (최진경)

반면 남성들은 이동을 통한 경력 상승이나 경력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자발적 이직을 하는데 이 역시 부정적 경험을 낳는 요인이다.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직장이동을 통해 기술을 익히는 것인
데 그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개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권리의식이 고취
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일식계통이 오야붕이 있어서 내가 오야붕이 되려면 이 사람 일도 배우고
저 사람 일도 배워서 여러 가지 일을 배워야 해요. 일을 배울 때에는 1년 정도
해서 자주 옮깁니다.” (주지훈)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시간이나 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 역시 부정적 경험이라 하겠다.
“(사회적 일자리의)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사업이 종료되어야만 하고, 그렇
지요? 그리고 6개월 이상 넣어야만 받을 수 있고 … 그것이 안 되면 못 받잖아
요.” (김난희)

결론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나 기간미충족에 따른 실업급여 미수급, 정
보부족 혹은 사용자의 위협의 반복적 경험, 노동조합 등의 부재가 사용주
의 규제회피와 결합하여 노동자의 순응과 사각지대 형성으로 이어진다.
노동조합을 통한 저항 경험이 있다면 이와 같은 연쇄를 끊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 어렵다. 또한 사용주의 규제회피뿐만 아니라 제도적 한계, 나아
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하는 국가의 의무회피가 노동자에게는 순응을 야
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국가의 의무회피를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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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노동자의 순응과 국가의 의무 회피

1. 노동자의 기피
지금까지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노동자의 순응을 살펴보았다. 노동자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의 노골적 기피 사례
는 노동자의 순응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그 역시 없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 양상을 보면 첫째,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임금이 조금 높은 것에 만족한다는 응답이다.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일용직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노동자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다.
“제가 건설 쪽으로만 25년 일을 … (중략) … 제가 건설노조 플랜트 분과장을
맡았었고 상근도 섰었고 무료취업센터소장까지 했어요. 취업담당도 했었고 …
(중략) … 일이 많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일이 없다 보니까 … (중략) … 지금
300만 원 받아서 약 30, 40만 원 떼면 당장에 생활하기가 벅차거든요.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가입안해요.” (김종서)

둘째, 신용불량이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경우는 노골적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한다. 필자가 만난 장동건 씨는 기초생활대상자일 뿐만 아니
라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두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4인 가족에 아이들은 고3, 중2인데 제가 자활근로로 79만 원을 받고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21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요. 그런데 도저히 생
활이 안 되어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우유대리점에서 알바로 일해요. 최고
150만 원 받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숨기지요, 제
가 신용불량상태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장 돈이 없
으니 보험가입을 저도 원하지 않지요.” (장동건)

셋째, 배우자나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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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등 지역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 납부를 기피한다.
“맞벌이 같은 경우 남편 쪽에서 어차피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안 하고 싶
어 하더라구요. 취업흔적이 남는 걸 싫어하는 거지요.” (최진경)
“보험도 나가야 되고 연금도 나가야 돼. 지금 실장님도 남편 분이 일해서 집
어넣었단 말이예요. 근데 그게 또 내야 되는거야. 나 같은 경우는 신랑회사에서
의료보험하고 연금이 나가요, 회사에서. 근데 나도 또 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불
안정하고. 두 개 합하면 월 한 40만 원쯤 나가는데 어렵지요.” (사업주-김하늘)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를 “기여 회피”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까?
우선 신용불량과 같은 조건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처음
부터 불리한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② 또한 신용불량 상황에서 면접
자들은 우울증이나 각종 비정상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제가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이거든요. 사회하고 격리되어 있던 시간들이 많
아서 우선은 경과적 일자리에 있으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이 더 중
요했지요(신용불량 해결보다는). 지금은 과연 제가 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
심도 있지만 희망도 조금씩 생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윤향기)

그래서 저임금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회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려는 것을 기존의 “기여회피”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때도 사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의 실익을 정확히 알려주
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부족 등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
어 박금자 씨는 기존 직장에서 보험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만약
정보만 정확했다면 가입하였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정보를 알고 나니 사
실상 합리적인 선택은 고용보험 가입이었다는 것이다.
“제가 식당일 할 때에도 주방 이모가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본사에 건의를
하더라고요. 알바지만 어떻게 좀 안 되냐고. 물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액수가
어떻게 되고 상세히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본인이 8만 원쯤 드는데 할래 안 할
래 이렇게만.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자세히 아니까 사회보
험에 가입하지요. 제가 100만 원 받으면 7, 8만 원은 감수해야지요.” (박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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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젊은층일수록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며 나이가
들면서 고용보험 등의 효과를 알게 되면 태도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입사를 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
가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근로계약서만 쓰고 이후에 전혀 교육이 없으니까 좋은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김태희)
“제가 요 근래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그 뜻을 제대로 알려고 인터넷에서 쳐
보니까 상세하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내용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생소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뜻을 모르니까 돈 나가는 것만 아까운 것이
지요.” (김주원)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의 장점을 알려주었을 경우 상당히 놀라워하는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단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직업훈련 등
의 혜택이 있다는 것에 노동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결국 정보 비대
칭까지 고려한다면 대부분 노사의 이해합치나 노동자의 합리적 선택이라
고 하기 힘들거나 매우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가의 의무 불이행
게다가 행정지도의 취약은 물론이고 사회보험에 대한 홍보나 권장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거나 가입부담을 완화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성은 합리성 혹은 제한적 합리성을 판단하
기 이전의 영역이자 국가 의무 불이행의 결과일 수 있다. 인터뷰에 따르
면 홍보나 권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서비스를 활용한 경우에도 상담
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면접자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외에도 취
업지원 및 직업훈련, 고용안정과 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고 충분한 상담
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영세사업장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알지도 못하고. 노동자들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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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창업지원 같은 것은 더더욱 모르고.” (사업주-배용준)
“고용지원센터요? 거기서 취업알선 하는 것 아닌가? 자세히는 몰라요. 직업
훈련은 모르구요. 그냥 내 돈 내고 하는 것으로 알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정
숙자)

때문에 “공단의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 “매우
간편한 조작만으로도 취득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 촘촘
한 행정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그런 거 하려면 사각지대를 찾아다녀야죠.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공단에
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챙겨줘야 해요. 그래야 (고용지원센터도) 고용이 늘죠!
그래야 거기서 전문가들이 크는 거고.” (사업주-박찬호)

또한 소개받은 일자리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불만이 의외로
많고 이것이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린다. 이 역시 맞춤
형 원스톱 서비스나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일자리가 10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저한테 필요한
일자리는 아니고 쓸데없는 것들만 들어와요.” (김종서)
“본인에게 맞는, 이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몇 달씩 그 준비를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기간을 정해서 적성검사랑 원하는 직업훈련을, 개인에게 맞는 걸로 제
공을 해주면 도움이 될텐데요.” (진숙경)
“어떤 사람을 취업시키려면 구체적인 상담이담 필요한데그렇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서너 번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가 계시면 메일 드릴께요’ 하고, 메일
오는 것도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상관없는 것만 오고.” (김범)
“저같이 정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데
가 지금도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취업정보센터에 직업상담사 아가씨하고 얘기
해 봤지만, 뭐 그분들이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고소영)

둘째, 일상적인 홍보만이라도 광범위하게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의
견이 있다. ① 우선 고용보험이나 노동권을 학교 교육에 넣는 등 일반적
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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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해 중3 때나 고3 때(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알바 많이 하니까)
사회과목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학
교에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배워 봤어요.” (김범)

② 연령이나 성별로 홍보 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
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많이 보잖아요. 저도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글씨가 좀 크게 나온다든가 하면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하거든요.” (김주원)
“스마트폰에 어플이라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고
용보험이나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어플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 많이는 아니
어도 관심 있는 애들 같으면 충분히 볼 것 같거든요.” (김래원)

③ 홍보 매체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도 있다.
“우리 회사 사정은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잘 알거에요. 그러면 너희 회사에
는 이런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데 아느냐, 이렇게 알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 (중략) … 하지만 세무사 사무실이 그렇게까지 못 해
요. 그곳도 이직률이 심하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사업주-이동욱)

셋째,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정말 영세해서 남는 게 없고 하청의 하청을 받아서 하
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못 해주는 수도 있으면, 그런 거는 나라에서 조금 보
조를 해주면 우리 일하는 사람한테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사미자)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주 입장에
서도 결국엔 조금만 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많이 벌어서 그만큼 많이 내면 좋
겠지만, 적게 버니까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 퍼센트도 위에도
3%, 밑에도 3%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에 사람들 3%는 적을지 몰라도 밑
에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거거든요.” (양자경)

결국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국가가 어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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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는가에 대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때문에 사
용주의 규제 회피와 국가의 의무 불이행의 여지가 넓고 노동자의 권리의
식도 취약한 상황에서 “기여 회피”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형성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위치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제6절 소 결

지금까지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피나 순응을 “기여회피”라고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였다.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수급권의 측면에
서 고용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는 의무이지만 노동자에게는 권리이며,
노동시장에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전제할 수 없다는 점에
서 기여회피는 법적․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념이다. 게다가 사용자
의 의무 불이행과 노동자의 권리 포기를 동일한 개념으로 지칭한다는 점
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기여회피”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국가의 의무 불이행이 오히려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회복지처럼 고용보험 및 실
업급여는 해당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의 장점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정
확한 정보가 사용자 및 국가에 의해 노동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채용공고에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
고 정부 역시 이것을 규율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
에 노동자, 특히 신규 채용된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권리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나쁜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는 노동자는 사용자의 규제회피에
대해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반복적 경험이 권리의식을 약화시킨
다. 권리를 주장할 경우 해고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육체적 불이
익을 경험해야 하는 취약한 노동자 집단일수록 이와 같은 불이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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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소한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어야 권리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국
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것이 선행된 이후에야 기여회피인가를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
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며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
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
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때문에 개인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국가
가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거나 단체협약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관계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다. 만
약 이와 같은 상황을 방관하거나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 불이행
일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구직자에서부터 중소영세사업장의 단기간 근
로자나 비정규 근로자의 자발적 결사체인 청년 유니언이 합법적인 노동
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의 의무 회피의 또 다른 유형일 수
있다. 게다가 기여회피는 사용자의 규제회피 및 국가의 의무 불이행에 따
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형성을 개별 노동자의 책임으로 바꿔치기할 뿐
만 아니라 제도적이고 전국적인 해결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등의 제도적 특성
과 저임금 및 비정규근로 집단의 잦은 직장이동 및 실직의 반복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국가의 의무 불이행이 겹치면
서 일종의 악순환을 형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일자리의 질이 다르다. 따라서 실
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집단이 커질 수 있어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최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 노동으로의 전
환이 제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이병희, 2011a), 이 외에도 몇 가
지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와 더불어 ① 자발적 이직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② 단기간 근로의 고용보험 가입, ③ 실업급여
돌려받기 지원 등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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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서,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에게서 자발적 이직률이
높다. 그것은 “자발적”이라는 말과 달리 노동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직장을
그만두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집단(800만에서 1,200만 명)을 대
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이와
같은 노동자 중 일부에게 무료 직업훈련제도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훈련
기간 동안의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훈련을 포기하거나 아예 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을 결합하
는 취업연계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0만 원의 수강료를 내
고 2011년 4월부터 학원에서 요양간병사 교육을 받고 9월에 자격증을 딴
후 현재 낮에는 두 가구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밤에는 복지기관
에서 일하는 45세 박씨는 5개월의 학원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생계부양자로서 만약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학원 수강을 하는 한편 단시간 노동을 병행해야 했을 것이라고
술회한다. 따라서 박씨와 같이 실업급여 수혜자가 아닌 상당수의 사람들
은 직업훈련과 더불어 생계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청년구직자 역
시 마찬가지며 청년 유니언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한 형태로서 구직수당
확보가 2012년 중요한 사업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다양한 비전형적인 근로형태 혹은 비공식 노동이 사용자 규제회
피의 적극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입법의 보완, 사내하도
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은수미, 2011b). 이를 위해서는
파견법의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파견이나 근로기준
법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조달이나 공공위탁 자격을 박탈
하는 등의 페널티를 검토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2009년 2,500유로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 3년간 공공위탁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넷째,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저임금 근
로집단이나 저소득 계층은 취업이나 직업훈련만이 아니라 주택, 질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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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자녀교육, 신용불량 등의 종합적인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다. 때문에
고용지원서비스는 종합복지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① 맞춤형 직
업훈련(사례관리와 원스톱 서비스), ② 영세사업주와 노동자의 접근가능
성 제고 등 찾아가는 지역복지서비스로의 성격을 띨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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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 심층면접 대상
이름

생년

성별

현업

종업원

사회보험

혼인경험/자녀유무

김하늘

1971

여

부동산

1(정직원)

미가입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녀 2(초1, 중1)

윤향기

1967

남

음식업

3(임시직)

미가입

기혼, 별거, 자녀 2
(고1, 중1)

배용준

1966

남

세무사

7(정직원) 전원가입 미혼

박찬호

1966

남

의류소매

주지훈

1966

남

무역업

황미영

1965

여

음식업

6명

장동건

1964

남

우유대리점

1(임시직)

미가입

사별, 주생계, 자녀2
(고1, 중1)

이동욱

1962

남

노래방기기

1(정직원)

가입

기혼, 주생계, 자녀2
(중1, 초1)

소지섭

1960

남

반도체부품

1 -> 0

가입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녀 2(대1, 미취학1)

1(정직원)

미가입 기혼, 주생계, 자녀
->가입 2(중1, 미취학1)

3(정직원) 전원가입

기혼, 주생계, 자녀2
(초 2)

부분가입 기혼, 맞벌이, 주생계,
(1명) 자녀 2(중1,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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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심층면접 대상
이름

생년 성별

총 취업
기간
1년 2월
편의점알바
이상
카페서빙
5월
칵테일바서빙
5월
전자부품조립 2년 9월
학원강사
2년 8월
노래방서빙 4년 6월
의류판매
9년 6월
전자부품조립 8년 3월
의류판매
10년 6월
현업

박신양 1993

남

김명민
백진희
진숙경
임미화
김래원
김주원
황신혜
양자경

1991
1990
1988
1986
1986
1982
1982
1981

남
여
여
여
남
여
여
여

남상미 1979

여

유치원교사

6년

고현정 1977

여

가사도우미

6년 8월

류승범 1976

남

모텔프런트

배연정 1976

여

조인성 1974

남

김 범 1974
변희봉 1972

남
남

논술학원
보험및카드
6년 10월
설계사
모텔프런트 8년 5월
학원강사 14년 11월

한예슬 1971

여

의류판매

10년 이상

한지민 1971

여

전자부품조립

6년

사미자 1971

여

전자부품조립 7년 8월

고소영 1968
김 준 1968
권상우 1968

여
남
남

박금자 1968

여

신현옥 1968

여

의류포장

20년

엄지원 1968

여

정수기관리

2년 6월

정일우 1968

남

4년 1월
이상
6년 4월

사무보조
기계설치
기계설치

13년 11월
13년 이상
10년 이상
5년 8월
가사도우미
이상

도로보수공사 20년 이상

고용
보험

혼인경험/자녀유무

미가입 미혼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미가입
자녀 없음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가입
녀(미취학1)
미가입 미혼
미가입 미혼
미가입 미혼
미가입 기혼(별거), 주생계
미가입 미혼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미가입
자녀 1(초2)
별거, 주생계, 자녀 2(중1,
미가입
초1)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가입
녀 2(중1, 초1)
가입 이혼, 주생계, 자녀1(중1)
미가입 미혼
미가입 미혼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미가입
자녀 1(중1, 초1)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미가입
녀 3 (대졸1, 대1, 중1)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미가입
자녀 1(고1)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미가입
녀 1(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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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의 계속
이름

생년 성별

현업

총 취업
기간

고용
보험

혼인경험/자녀유무

가입

기혼(별거), 주생계, 자녀
2(고1, 중1)

윤향기 1967

남

특수청소

19년 1월

안도현 1966

남

퀵서비스

21년 이상 미가입

전인화 1966

여

CCTV
모니터

정숙자 1965

여

최진경 1965

여

사무보조

3년 10월 미가입 기혼(별거), 자녀 2(중2)

장동건 1964

남

특수청소

19년 8월

김태희 1964

여

기부모집

18년 11월 미가입

김종서 1962

남

플랜트

박신혜 1961

여

음식점서빙

유재석 1961

남

용접

구혜선 1960

여

보험설계사

나홍영 1958

여

경리

주지훈 1957

남

일식집주방장

윤미례 1951

여

유준상 1950

남

6년 6월

가입

전자부품조립 6년 이상 미가입

가입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녀 2(초1, 중1)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자녀 2(초1, 중1)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자녀 2(초1, 중1)

사별, 주생계, 자녀 2(고
1, 중1)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녀 2(중1, 초1)

미가입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녀 2(대졸1, 고2)

14년 9월 미가입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자녀 2(대졸1, 대1)

25년

20년 이상 미가입 미혼
8년 이상 미가입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자녀 2(초2)

15년 이상 미가입 사별, 주생계, 자녀 1(대2)
미가입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녀 2(대1, 대졸1)

가사도우미 10년 이상 미가입

기혼, 맞벌이, 생계보조,
자녀 1(대1)

기계제작설치

35년

34년

미가입

기혼, 맞벌이, 주생계, 자
녀 2(대졸1, 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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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과 하나의 공공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
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취
약하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사회적 위험이 가구 빈곤으로 이어지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적
인 원인이기도 하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째, 법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 연금․건강보
험의 직장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
구하고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또는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국민연금에서 납부 예외자와 장기 체납자, 고용보험에서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
는 경우이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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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계층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아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국민연금에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였으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 빈곤에 노출되는 계층이나
실업급여에서 수급기간이 3개월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는 법적인 적용대상을 확
대하거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치중하여 왔다. 이러
한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지만,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못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약했다. 이 글은 보험료
의 미납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3분의 1 지원
하는 정책을 발표(2011. 9. 9, 비정규직 종합대책)하였으며, 민주당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30% 이하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
로 5대 사회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하고「저
임금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2011. 9.
9)하였다.13)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료 미
납 문제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전적
인 유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입자 기여에만 의존하
는 재정운영 방식에서 국가의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 글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보장
정책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한 논
의는 실직, 질병, 노령 등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여 사회보
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일
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대부분
13) 2011년 12월 31일 국회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의 저임금근로자로, 지원수준을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의결
하였다. 2012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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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제도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보
험으로의 편입이 비공식고용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
으로 의미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이라는 목적의 설
정은 노동정책․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책
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절에서는 사회보험별로 직면한
사각지대의 고유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사회보험 전체의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
와 실태를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적발과 제재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넘어
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필요한 근거를 살펴본다. 특히 외국과 달리 우
리나라에서는 공식고용의 전환이라는 목적이 중요함을 제기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시행 시 직면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
토할 것이다.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1. 사회보험별 사각지대의 발생 유형
가. 국민연금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95년 7월 농어민,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자
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히 2003년 7월
부터 사업장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06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크게 적용․가입과 급여 측면으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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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적용․가입 측면에서는 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다른 공적연금에
서 퇴직연금(일시금)․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
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등의 법적인 적용 제외자 ② 납부 예외자․장기 체납자 등 가
입대상자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며, 급여 측면에서
는 ③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할) 계층 ④ 연금수
급권을 확보하였으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 빈곤에 노출된(될) 계층 ⑤ 국
민연금 가입기회가 배제된 현 세대 노인층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진
다. 윤석명(2010)은 국민연금에의 가입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현 노령층
에 대한 해법(⑤)과 국민연금에의 가입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수급권을 확
보하지 못할 잠재적 사각지대에 속하는 집단(②, ③, ④)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
을 제안하고 있다.14) 강성호(2011)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
는 연금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입 측면에서의 사각지대, 특히 법적인 가입대상자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목한다. <표 4-1>에는 2010년 말 기준
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가입대상자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납부 예외자는 51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85.2%는 실
직․휴직, 사업 중단 등의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영세 자영
업주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었어야 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비정규
근로자이다(강성호, 2011). 전체 가입대상자 대비 납부 예외자가 차지하
는 비중은 2000년 27.4%에서 2010년 26.5%로, 납부 예외 문제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2년 이상 장기 체납자
14)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 소득신고자 중 저소득 신고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 신고자가 납부 예외자로 전락할 위험을 사전에
막고, 보험료 지원정책 시행에 따라 납부 예외자의 일부가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
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사각지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부 예외자․장
기 체납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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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0. 12. 31 기준)
(단위 : 천 명, %)
사업장 가입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지역 가입자

실직․휴직
사업 중단
기초생활 곤란
재학
기타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전체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0),『국민연금통계연보』.

규모
10,415
3,575
5,100
3,927
420
263
321
168
90
49
19,229

비중
(54.2)
(18.6)
(26.5) [100.0]
[77.0]
[8.2]
[5.2]
[6.3]
[3.3]
(0.5)
(0.3)
(100.0)

110만 명(2009년 7월 기준, 윤석명, 2010)을 포함하면, 국민연금의 사각지
대는 620여만 명에 이른다.
나. 건강보험
1989년 7월 도시 지역의료보험 시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체제가 확립
되었다. 당장의 질병 위험에 대처하는 건강보험의 성격 때문에 가입의 사
각지대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
험 급여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8년 8월부터 보험료 체납으
로 인한 급여제한 기준이 기존 3회 체납에서 6회 체납으로 변경되면서 급
여제한 적용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2010년 7월 말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
6회 이상 장기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이들은 133만 세
대, 232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6.5%를 차지한다(유원섭, 2010).
체납자의 대부분은 지역가입자 세대인데, 지역가입자 세대 4가구 중 1가
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보험료의 장기 체납이 곧바로 급여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급
여제한 통지서가 가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지 않
아 보험급여가 제공된다. 그리고 급여제한 이후부터 본인이 전액 부담해
야 하지만, 실제로는 급여제한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요양기관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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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추이
(단위 : 천 세대, 천 개소, %)
전체 세대/사업장
세대수
지역
체납세대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9
1,374 1,585 2,069 1,987 2,139 2,108 2,067 2,023
1,361 1,563 2,038 1,952 2,093 2,055 2,006 1,963
15.0 18.0 23.7 23.3 25.8 25.3 25.4
24.7

자료 : 유원섭(2010)에서 인용.

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제한자를 진
료한 요양기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부
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원섭, 2010). 그러나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95%가 가구별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신영전,
2010)이기 때문에 체납세대의 상당수는 치료를 포기하는 사각지대가 발
생하는 경우가 많다.15)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가입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특히 직장
가입자)가 다른 사회보험의 가입 기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징
수당국들은 서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여 가입인정 성립조치를 하기 때
문에 영세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유인이 있더라도 국민연금․고용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과 효과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통계청은 2009년 4월「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
조사로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실직한
지 1년 미만인 전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비수
급 사유 등을 묻고 있다.
<표 4-3>에 따르면,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조사 불응 또는 실업급
15) 유원섭(2010)은 체납세대 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경우
가 많고, 체납된 보험료 중 장기 체납세대와 저소득층에 의한 체납보험료의 비중이
높아 보험료 체납을 억제하기 위한 급여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지적
하면서, 보험료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 적용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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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급자격 심사 중인 자 제외)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은 11.3%
로 나타난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
일 이상의 임금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유로
인한 이직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직 임금근로자가 실
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보험 미가입(45.0%)이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없는 주된 이
유는 이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22.9%)으로 나타난다. 정당한 사
유가 없는 자발적인 이직자의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등 이직사유
에 의한 수급자격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편 취약계층일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이 낮다. 전 직장에서 상용
직이었던 실직자는 37.0%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비중은 7.2%, 2.3%에 불과하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용직은 이직사유
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임시․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
으로 응답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게는 고용지원서
비스와 고용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이중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4-3>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단위 : %)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수급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이직사유
미가입 기간 미충족 미충족
45.0
11.1
22.9
9.0
5.7
34.2
46.9
11.6
25.1
61.6
13.5
14.9

기타
비수급
6.8
7.6
6.5
6.6

수급 종료
2.9
6.6
2.7
1.1

수급
11.3
37.0
7.2
2.3

주 : ‘전직 사업장의 근무일수 부족’을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자발적 사유로 인
한 이직’을 이직사유 미충족, 그 외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
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기타 비수급으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2009. 4),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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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2010년 8월 자료를 이
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자.「경제활동인구 근
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임금근로자에게 공적 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월평균 임금, 주당
평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질문하고 있다.
<표 4-4>에서 2010년 8월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가
입률은 71.7%(직장 가입 65.0%), 건강보험 가입률은 97.3%(직장 가입률
67.0%), 고용보험 가입률은 58.6%로 나타난다. 사업체 규모, 임금계층, 고
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
로자의 25.3%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51.2%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고용보
험 가입률이 67.6%인 반면, 비정규직은 40.4%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
인 임시직․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각각 29.2%, 7.5%)은 비정규직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6) 한편 임금계층
별로 보면, 저임금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2.5%에 불과하다.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저임금계층에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크지 않다. 저임금계층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이 27.7%인 반면,
정규직도 38.1%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법률상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
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을 제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적용제외 범위가 가장 넓은 고용보험의 비적용 대상을 제외하는 방

16)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인식이 상이한 배경에는
정규 임시․일용직 문제가 있다.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임금근로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취약근로자’로 부르고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바 있다(200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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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공적 연금

임금근로자
1〜4
5〜9
사업
10〜29
체규
30〜99
모
100〜299
300〜
저임금
임금
2) 중간임금
계층
고임금
정규직
(정규 상용)
(정규 임시)
(정규 일용)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고용 (계약 반복)
형태 (단기 기대)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일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의료
공무
미가
미가
가입
가입 가입
가입 가입 수급
원
입
입
피부
1)
자 자
자 자 권자
등
양자
28.3 65.0 6.7 2.7 67.0 17.3 1.1
11.9 7.5
62.7 24.8 12.5 6.2 26.7 38.4 2.4
26.3 0.4
40.4 49.9 9.8 3.8 52.9 26.1 1.3
15.9 0.7
25.1 68.3 6.5 2.3 71.1 14.8 1.0
10.8 4.6
14.4 80.7 4.9 1.1 83.1 8.7 0.6
6.4 14.0
6.8 91.8 1.5 0.7 92.6 3.2 0.3
3.3 11.4
3.6 95.6 0.8 0.3 96.0 1.9 0.1
1.7 20.2
62.3 29.2 8.5 6.1 34.3 30.6 3.0
26.0 0.3
23.4 68.5 8.1 2.1 69.8 17.6 0.6
9.9 3.2
4.6 92.6 2.8 0.3 93.2 4.5 0.1
2.0 21.2
17.2 78.4 4.4 1.7 79.5 11.5 0.5
6.7 10.6
1.4 98.0 0.6 0.0 98.7 0.9 0.1
0.3 14.6
57.5 28.4 14.2 5.9 30.4 38.4 1.5
23.8 0.1
78.6 4.7 16.7 10.9 6.4 54.1 3.3
25.3 0.0
50.5 38.1 11.5 4.5 42.1 28.9 2.2
22.3 1.2
35.3 58.6 6.1 3.8 64.6 15.7 1.7
14.3 2.1
31.3 63.8 4.9 2.8 71.1 11.4 1.8
12.9 2.3
9.4 86.0 4.6 2.8 86.5 7.1 0.5
3.2 3.4
72.7 14.2 13.1 9.2 17.4 43.0 2.1
28.3 0.0
81.6 9.3 9.1 6.7 10.6 35.9 4.2
42.7 0.5
58.5 22.3 19.2 4.5 28.8 41.0 2.2
23.5 0.0
27.0 67.1 6.0 3.3 72.0 13.4 2.0
9.3 0.0
36.7 59.0 4.3 2.6 81.3 6.8 1.2
8.2 0.0
64.7 0.4 34.9 3.6 0.6 63.1 1.5
31.2 0.1
85.7 7.7 6.6 3.3 6.9 33.3 2.3
54.1 0.0
76.1 0.3 23.6 6.9 0.4 57.7 3.5
31.5 0.0

가입

미가
입

58.6
25.3
51.2
65.5
68.2
80.1
74.8
32.5
66.3
70.5
67.6
82.8
29.2
7.5
40.4
60.6
66.4
82.1
17.0
10.6
28.6
71.7
74.2
2.0
8.9
4.0

33.9
74.3
48.1
29.9
17.8
8.5
5.0
67.3
30.5
8.3
21.7
2.6
70.7
92.5
58.3
37.3
31.3
14.4
83.0
88.9
71.4
28.3
25.8
97.9
91.1
96.0

주 : 1) 공무원, 교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
2) 임금계층은 시간임금이 중위값의 2/3 미만인 경우 ‘저임금’, 3/2 이상을 ‘고
임금’, 그 중간을 ‘중간임금’으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식으로 사회보험(직장 가입 기준)에 미가입한 사각지대를 추정하였다.
2010년 8월「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사에서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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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인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가사서비스업․국제 및 외국
기관 종사자, 65세 이상인 자, 주당 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
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추가로 제외하여, 고용보험 비적용대
상을 추계하였다.
<표 4-5>는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 수의 분포를 제시
한 것이다.17) 임금근로자 17,048천 명 가운데 적용제외 근로자는 2,764천
명이며, 이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3개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
로자는 9,513천 명(66.6%)이며, 4,770천 명(33.4%)은 하나 이상의 사회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대부분
(4,006천 명)이 3대 사회보험 모두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18) 이
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모색할 때 사회보험료 전체 부담을 고려하
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19)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금근로자가 고용될 때 서면으로 근
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중은 17.6%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미가입은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미가입자의 시간당 임금은
가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근속기간도 가입자의 5.6년에 비해 1.7년
에 불과하다.20) 이러한 비공식고용의 성격은 근로기준, 최저임금, 기업복
17) 산재보험은 사업주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급여 측면에서 사각지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8)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적용 대상자이면 피보
험자격 확인과 수급자격 인정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이병희,
2009).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
급받는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 2009년 5～7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체 고용․산재보험료를 면제하는 정책의 시행
경험은 부분적인 지원이 사각지대 해소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장
을 대상으로 자진신고하면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한시적
으로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낮았다. 체납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면제
하더라도 이후의 보험료 부담은 여전하고, 더 큰 이유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면
제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기록이 연계되어 보험료율이 더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
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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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야
기한다.
<표 4-5>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
(단위 : 천 명)

임금근로자
1〜4인
5〜9인
사업
10〜29인
체규
30〜99인
모
100〜299인
300인 이상
저임금
임금
중간임금
계층
고임금
정규직
(정규 상용)
(정규 임시)
(정규 일용)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고용
(계약 반복)
형태
(단기 기대)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가정내)
(일일)

사각지대
2개 가입
1개 가입
모두
가입 연금, 연금, 건강,
연금 건강 고용
건강 고용 고용
9,513 211 57 246 20
61 169
733 25 13
33 9
15
29
1,380 33
7
62 7
14
40
2,381 60 17
77 3
15
55
2,276 42 12
57 0
15
32
1,316 25
4
10 0
1
11
1,428 26
4
7 0
1
3
1,232 37 24 138 5
25
62
4,944 98 24
88 15
30
97
3,338 77
9
21 0
6
11
7,511 157 23
89 13
36
63
6,764 117 15
57 4
8
12
733 40
8
30 9
27
44
14
1
0
2 0
1
7
2,002 54 34 157 7
25 106
1,773 52 29 135 3
19
52
1,468 43 26 123 1
16
39
243
7
1
2 0
0
5
62
2
3
10 2
3
7
132
6
7
10 3
7
24
493
3 11
96 2
5
54
134
1
7
8 0
1
3
352
2
4
87 0
3
7
1
0
0
0 0
0
11
5
0
0
0 1
0
1

모두
미가
입
4,006
1,792
1,140
707
262
66
40
2,194
1,674
138
2,091
69
1,782
241
1,915
704
375
19
310
811
802
38
77
0
46

적용
소계 제외1)
4,770
1,917
1,303
933
419
117
82
2,484
2,024
262
2,472
281
1,940
251
2,298
995
624
34
337
867
974
57
181
11
48

2,764
546
223
546
789
242
419
766
805
1,194
1,380
1,228
116
35
1,385
513
402
28
82
622
822
20
75
578
17

주 : 1)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자.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 이병희(2009)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1년간 직장 유
지율은 41.0%에 불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76.3%에 비해 큰
폭으로 낮고, 1년간 실직경험률도 34.4%로 가입자의 12.1%에 비해 세 배 가까운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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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위 : %)
가입

미가입

적용 제외

68.0

17.6

32.7

월평균 임금(만 원)

227.9

123.4

204.6

주당 근로시간(시간)

44.4

45.0

37.3

시간당 임금(천 원)

12.2

6.5

12.4

법정 최저임금 미만율

2.7

25.7

18.1

근속기간(연수)

5.6

1.7

8.2

퇴직금

91.7

14.1

49.0

상여금

89.3

23.1

51.7

시간외수당

61.2

10.6

45.3

유급휴일 휴가

84.2

14.1

48.1

주 5일제 실시율

65.0

16.5

49.2

1년간 교육훈련 참여율

35.7

10.8

50.6

일자리 선택동기

자발적 선택

80.5

34.6

66.5

비자발적 선택

19.5

65.4

33.5

15.6

1.2

14.4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

기업복지 수혜율

노조 가입률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통계청)는 비임금근로자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 자영업주에게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 여부, 자영자
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8～59세를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미가입자와 ‘해당 없음’으
로 응답한 자를 적용제외로 분류하였다.
2010년 8월 현재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수급권자 포함)은
53.1%이며, 적용제외자가 28.1%, 가입대상이면서 미가입한 자가 18.8%로
나타난다. 한편 산재보험 가입률은 8.7%에 불과하다. 자신이 고용한 근로
자를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한 고용주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산재보
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41.2%의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반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자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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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국민연금

산재보험

적용 직장 지역 수급권
적용
미가입
제외 가입자 가입자 자
제외

가입 미가입

비임금근로자

28.1

13.6

29.4

10.2

18.8

79.3

8.7

12.0

고용주
종사상
자영자
지위
무급가족종사

3.2

41.4

35.2

4.2

16.0

2.5

41.2

56.3

13.9

8.0

36.7

15.6

25.8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표 4-8>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
(단위 : 천 명)
가입

미가입

적용제외

전체

3,696.6

1,306.0

1,955.0

6,957.5

고용주

1,193.6

236.8

46.9

1,477.2

종사상 지위 자영자

2,503.0

1,069.2

577.5

4,149.7

0.0

0.0

1,330.6

1,330.6

비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표 4-9>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단위 : 천 명,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체

예
(백분율)
<열 백분율>
[행 백분율]
아니오
(백분율)
<열 백분율>
[행 백분율]
전체

가입
2,773.7
(39.9)
<63.8>
[75.0]
922.9
(13.3)
<35.3>
[25.0]
3,696.6
(53.1)

국민연금
미가입
626.1
(9.0)
<14.4>
[47.9]
679.8
(9.8)
<26.0>
[52.1]
1,305.9
(18.8)

적용 제외
945.4
(13.6)
<21.8>
[48.4]
1,009.6
(14.5)
<38.7>
[51.6]
1,955.0
(28.1)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전체
4,345.2
(62.5)
<100.0>
2,612.3
(37.5)
<100.0>
6,95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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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
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
입(수급권자 포함) 여부로 비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규모는 2010년 8월 현재 1,306천 명이다.
비임금근로자의 37.5%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중은 63.8%인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체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35.3%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체에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38.7%
이며,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한 자가 26.0%를 차지한다.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의의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여 기피(contribution evasion)는 현상적으로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비교하여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
나 당장의 생활부담 때문에 가입대상자가 가입을 기피하거나 노사가 결
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불
이행이 보다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ailey and Turner, 2001). 사업주
는 근로자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를 대신해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소득원이 누출
될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동반된다. 이러한 탈세 유인 때문에 근로자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부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하는 경우,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 형태를 취하여 사업주 책임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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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21)
보험 가입의무에 기초하여 보호관계가 성립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 의
무 기피, 특히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을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은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detection and sanction)라는 행정적인 수단이
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화된 행
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입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그
러나 사각지대의 취업 및 소득 정보에 대한 공적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는 징수당국의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정보 공유를 확대하더라도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발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보험
의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사회보험료율은 공제가 없고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율(flat-rate contribution rates)을 부과한
다.22) 또한 사회보험료는 적용대상 확대, 재정안정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
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23) 그러나 동일한 보험료율을 요
구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자의 상대적 부담이 크
다.24)
21) 은수미(2011)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회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는 의무이지
만 노동자에게는 권리이다. 또한 사회보험 측면에서 권리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약적․경제적 권리가 아니라 종속이 있으면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
는 노동권이다. … 때문에 사회보험은 헌법과 하위법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이고
강제 가입이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 있는 것이다”.
22) 반면 근로소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으며, 최저 소득세율도 2001년
10%에서 2002년 9%, 2005년 8%, 2009년 6%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2009년
전체 근로소득자 1,429만 명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575만 명
(40.2%)에 이른다.
23) 임금총액 대비 근로소득세 및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 비율은 1995년 4.8%에
서 2006년 10.6%로 증가하여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가운데 근로소득세 및 기업·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가 차
지하는 비중도 1995년 6.9%에서 2006년 18.1%로 증가하였다(이병희 편, 2008).
24) OECD 2010 Taxing Wage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소득
이 낮을수록 상승세가 컸다. 무자녀 기준으로 저소득층(평균임금의 50〜8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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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료율(2011년)
(단위 : %)
사업주
근로자
전체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2.82
2.82
5.64
노인장기요양보험
0.185
0.185
0.37
고용보험
0.80
0.55
1.35
산재보험
1.77
1.77
임금채권보장기금
0.08
0.08
전체
10.16
8.06
18.21
주 :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평균요율, 고용보험료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능
력개발사업요율 0.1%를 적용하여 도출.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가구 노동시장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
산액)에 따라 5분위로 나누어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부담을 살
펴보았다. 이때 노동시장소득액과 지출액은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하였다. 그리고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큰 가구를 근로소득 가구, 반대인 가구를 사업소득 가구로 정의하였다.
우선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근로소득 가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
부하는 가구는 85.1%, 사업소득 가구에서는 70.4%이다. 가구 노동시장소
득이 낮을수록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는 낮다. 하위 20%에 속한 가
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비중은 근로소득 가구에서 52.3%,
사업소득 가구에서 45.5%에 그친다. 한편 의료비 지출의 긴급성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위 1분위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저소득 가구에 집
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소득 가구에서 기타 사회보험료를 납
부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료 부담을 보면, 사업소득 가구에서 사회보험료 총액이 노동

2000년 대비 2009년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폭이 0.79%포인트인 반면 고소득층
(평균임금의 180〜250%)은 0.78%포인트 감소했으며, 두 자녀 기준으로도 저소득
층은 0.79%포인트 오른 데 비해 고소득층은 0.78%포인트 감소하였다(국민일보,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 : 고소득층 줄고 저소득층 늘고」,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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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근로소득 가구의 6.1%에 비해 낮
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장 가입자는 근
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낮은 것은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이 가구 노동시장소득과 역진적이라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위 20% 사업소득 가구에서 보험료 부담은 노동
시장소득의 9.5%인 반면, 상위 5분위에서는 4.6%이다. 근로소득 가구에
서는 소득 파악률이 높은 데다가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
득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위 20% 소득 가구에서
보험료 부담이 6.5%로 가장 높다.
<표 4-11>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납부 여부 및 사회보험료의 비중(2010년)
(전국 1인 이상 비농가, 가구주 연령이 18～59세인 가구)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사회보험 납부 여부>
공적 연금
근로소득
건강보험
가구
기타사회보험
공적 연금

사업소득
건강보험
가구
기타사회보험

52.3

85.5

90.9

97.3

98.5

85.1

83.5

96.8

97.8

99.2

99.6

95.4

46.5

75.8

78.0

84.3

79.7

72.9

45.5

65.6

80.1

79.8

83.6

70.4

81.6

96.2

97.4

95.5

96.3

93.4

6.5

17.7

22.1

24.5

30.9

20.0

<노동시장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1)>
공적 연금

2.5

3.1

3.3

3.5

3.5

3.4

3.7

2.4

2.3

2.4

2.4

2.5

0.2

0.3

0.3

0.3

0.3

0.3

소계

6.5

5.8

5.9

6.2

6.2

6.1

공적 연금

3.6

2.5

2.5

2.5

2.2

2.5

5.9

3.8

3.1

2.8

2.3

3.1

0.0
9.5

0.0
6.3

0.0
5.7

0.0
5.3

0.0
4.6

0.0
5.6

근로소득 건강보험
가구
기타사회보험

사업소득 건강보험
가구
기타사회보험
소계

주 : 1) 공적 연금, 건강보험, 기타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료를 납부한 가
구에 한정함.
자료 : 통계청(2010), 가계조사 연간자료(이병희, 2011b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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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노동정책적 목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의 주요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OECD 고용전략과 유럽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목적
은 나라마다 다르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자
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독일, 영국 등)과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는 유형(프랑스
등)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유형(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2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은 사회보험의 사각
지대 해소를 통한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는 저임금 고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임금분포에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고용은 2010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26.3%
에 이르고 있다. 민간부문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하면,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고용의 비중은 급증하여 1986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OECD
의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비중은 OECD 회
원국에서 가장 높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영세자영업 부문에서 일자리와 소득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비중은 매년 4～5%에 불과하
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임금근로의 유인이 낮
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낮은 근로조건,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주
변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이병희, 2011b).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 문제를 비
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ILO가

25) 외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는 김혜원․강병구․옥우석(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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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저임금 고용비중의 추이
(단위 : %)
30
29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글로벌 금융위기 →

←외환위기

28

←최저임금 도입

27

%

26
25
24
23
22
21
20
1986

1988

1990

1992
전체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10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고용노동부,「임
금구조기본조사」, 각 연도.

1993년 15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채택된 비공식 부문 취업(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의 정의를 2003년 17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비
공식근로 정의로 확대한 것은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비공식 취업 문제
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ILO(2003)에 따르면
비공식 취업은 ① 비공식 부문 기업의 자영업자와 고용주 ② 공식 또는
비공식 부문의 무급가족종사자 ③ 비공식 고용 ④ 생산자 협동조합의 구
성원 ⑤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 다섯 가지 유형
으로 구성되는데, 비공식 고용(employees holding informal jobs)은 “법적
으로든 관행상으로든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보장, 고용관련 보호(해고 시
사전통지,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를 받지 못하는” 고용으로 정의
함으로써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U는 2003년 이후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에서 미신고 근로(undeclared
work)를 공식근로로 전환하는 조치를 회원국이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적발과 제재라는 전통적인 억제정책(deterrence approach)
에 치중하던 정책에서 미신고 근로의 발생을 예방(prevent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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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공식근로로의 전환을 촉진(curative approach)하는 준수 유도 정
책(enabling compliance approach)이 증가하고 있다(Williams and Renooy,
2008).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미신고 근로의 발생을 예방하고 공식근로로
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7).

제4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쟁점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개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이병희(2011a), 장지연
외(2011)에서 이루어졌다. 지원대상의 단계적인 확대를 전제로, 우선적인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
배에 미달하는 전일제 근로자로 설계하고 있다. 이때 법정 최저임금을 준
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10인 미만 사업
장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는 국제비교에서 널
리 사용되는 저임금선, 즉 중위임금의 2/3에 근접하는 최저임금의 1.3배
라는 임금수준을 받는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혜
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근로
자를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다.26)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 준수
율(compliance rate) 제고를 통해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
26)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 혜택이 편중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험료 수혜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독일의 Mini-Job은
신규 노동공급 유인효과가 매우 작은 반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킴
으로써 총 근로시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
혜원․강병구․옥우석, 2010). 벨기에의 고용보너스는 시간당 임금(Werkbonus)
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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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보험료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지원대상 보험료는 사회보험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로 설계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
료 지원은 비임금 노동비용의 인하로 노동수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
지만, 지원이 없더라도 유지하거나 창출했을 일자리에 대해 지원하는 사
중손실 문제(deadweight loss),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지원받는 근로
자로 대체하는 문제(substitution effect),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경쟁력 저하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거나 퇴출되는 문제(displacemen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
더라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가입 유인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 80%의
보험료를 점감 형태로 지원(graduated subsidy)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최
저임금 수준에서는 80%를 지원하되, 경계소득(최저임금의 1.3배) 주변에
서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감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2010년 8월 자료를 이용하여 지
원대상자, 지원율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지원대상자 규모와 소요재
정액을 추정한 결과가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의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지원대상은 854.6천 명이며, 모든 지원대상이
신청할 경우 연간 최대 7,4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2] 점감형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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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시나리오별 지원대상 규모 및 소요 재정액
시나리오
1
2
3
4
5
6
7
8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최대 지원율
시간제 포함
규모
사업체 규모
점감형
여부
(천 명)
10인 미만
×
50%
854.6
10인 미만
○
50%
1,283.8
10인 미만
×
80%
854.6
10인 미만
○
80%
1,283.8
30인 미만
×
50%
1,304.0
30인 미만
○
50%
1,866.8
30인 미만
×
80%
1,304.0
30인 미만
○
80%
1,866.8

최대 지원
총액
(백만 원)
467,968
735,124
749,221
1,176,707
717,065
1,067,592
1,148,023
1,708,915

지원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사회보험 모두 미가입자는 516천 명, 일부
미가입자는 43천 명, 기존 가입자는 296천 명이다. 인적 특성별로는 중장
년 여성과 청년,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주된 지원대상자이다. 고용형태
별로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정규 임시․일용직’이 444천 명으로 가장 많
으며, 비정규직 289천 명, 정규 상용직 120천 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 경리, 매장 판매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보건 및 사회복지종사
자 등이 많다.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쟁점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안전망의 확
충뿐만 아니라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대상을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접근(individual-based approach)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산 제약
하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을 우선하고,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
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빈곤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
가 있다는 일부의 생각과는 다른 접근이다.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취업자로 비공식 취업을 정의
하여 빈곤과의 정태적․동태적인 관계를 분석한 이병희(2011c)는 사회보
험료의 지원대상을 개인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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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 따르면, 비공식 취업과 빈곤 결정 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추
정에서도 비공식 취업과 빈곤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비공식 취업자는
비공식 취업을 지속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공식 취업의
지속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적인 대응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공식 취업의 지속성이 관찰가능한 인적자본이나 관
찰불가능한 근로의욕 등에서의 취업자 간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
에 기인한다면, 비공식 취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표
적화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반면, 비공식 취업 경험이 공식 일자리로의 상
향 이동을 제약하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이 주된 요인이라면,
비공식 취업을 억제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보다 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추
정결과에 따르면,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초기 조건 문제를 통제하고서
도 비공식 취업 경험은 다음 해 비공식 취업에 종사할 확률을 59.4%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공식 취업의 고착화가 상태
의존성의 측면이 강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 빈곤(persistent or recurrent
poverty)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비공식 취업을 억제하고 공식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탈빈곤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시
사한다.
둘째,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정
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취업자 중 누
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할 것이냐이다. 제2절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보
험의 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규모는 임금근로자 가운
데 4,770천 명,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1,30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3%
에 이른다.
우선 행정적인 소득파악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이 문제가 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활성화 정책, 사업용
계좌제도의 도입 등 세원투명성 제고 노력으로 소득파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김재진(2011)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 및 임대소득의 비율로 추정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
득파악률은 2009년 51.5%이다. 또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에
서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자 비율에 의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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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2.0%이다. 더구나 장부나 증빙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
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종합소득 과
세자 중에서도 무기장으로 인한 추계과세자의 비율이 42.6%를 차지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가 28.6%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자영업자
의 소득파악률은 더욱 낮을 수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이병희(2011a),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사회보
험료 지원방안은 저임금근로자를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편 신동균(2011)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
임금 일자리를 이탈하고서도 소득 상실과 하락을 감수하면서 비취업과
비임금 노동시장을 맴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임금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영세 자
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이 불가피할텐데, 근로장려세제가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되는 2014년에
근로장려금과 결합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임금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더라도 누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얼마를 지원해야 예산 제약하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라는 ‘마
중물’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느냐이다.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임금계층별․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비중을 산출하였다. 이때 임금
근로자는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을 제외한 가입대상자에 한정하였으며, 사
회보험 사각지대는 직장 가입 기준으로 공적 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에 모두 또는 일부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우선 임금계층별로
보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80%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비
중이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사각지대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임금계층과 사
업체 규모를 함께 고려하면,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5～9인 사업장에 종사
하는 최저임금 190% 이하, 10～2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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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전체 평균에 비해 사각지대의 비중이 높다.27)
지원율은 지원대상자 가운데 실제 수혜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변수
이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의 신청이 전제되
어야 하는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와 소득의 공개에 따라 유발되는
조세 부담을 상쇄하거나 적어도 경감을 체감할 만큼의 지원이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 지원, 민주당은 최대
50% 지원, 이병희(2011a)는 최대 80%의 점감형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지원율이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에 호응도를 모니터링하여 지원율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3> 임금계층별․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비중

(단위 : %)

100 미만
100〜110
111〜120
121〜130
최저임금 131〜140
141〜150
대비
시간당 151〜160
161〜170
임금
171〜180
181〜190
191〜200
200 초과
전체

1〜
4인
94.1
82.7
83.9
72.9
73.8
70.5
71.5
66.7
73.5
62.8
48.2
46.4
72.3

5〜
9인
83.4
68.9
70.5
53.5
58.1
51.9
41.8
45.1
47.1
38.4
33.1
26.6
48.6

사업체 규모
10〜
30〜
29인
99인
74.9
57.1
49.6
50.8
49.7
30.0
36.4
19.8
38.5
27.7
35.6
18.9
28.0
18.6
29.7
22.1
34.2
12.1
25.1
13.4
20.6
8.0
14.1
8.3
28.2
15.6

100〜
299인
54.9
31.1
28.0
28.9
10.4
10.8
11.1
13.2
4.9
7.6
5.5
3.9
8.1

300인
이상
66.6
49.3
34.6
9.5
18.9
34.9
5.9
2.3
16.0
1.5
10.7
3.2
5.4

전체
82.7
65.8
61.8
46.2
48.5
43.1
39.5
36.6
38.5
29.5
23.4
13.6
33.4

주 : 1)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제외, 평소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임금근로자
를 대상으로 함.
2) 음영은 평균 사각지대 비중 33.4%보다 높은 경우임. 단, 셀당 모집단수가
5만 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27) 김수완(2009)은 사회보험 편입과 배제의 경계가 되는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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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율이 높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임금수
준에서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경계 임금수준으
로 시장임금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Phelps(2007)의 제안처럼 점감형태로 지원(graduated subsidy)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정
책․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개선하는 정
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노사가 체결한 서면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법정 최저임금
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5%
(1,984천 명)에 이른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
금근로자의 60.5%가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지
원율이 높을 경우 최저임금 준수 유인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적절한 대상에게 전달되고 고용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관리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보험 간 적용대상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경우 20일 미만 근로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을 축소하거나 고용기간을 축소하여 가
입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심규범, 2011)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에 대
한 적용제외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은
2011년부터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개인별 보
수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과정
에서 사업체별․개인별 소득 및 사회보험 가입․체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활
성화하여 사업주의 신고에 따르는 행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신고의무 불이행 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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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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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제5절 소 결

최근 복지국가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저임금․비정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제계층이 광범하
게 존재하는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사회보험이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할
위험이 높고, 재정 지출의 확장만으로 증가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는 고리를 단절할 필요가 있
다.28)
28)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사회보장제도가 분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
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김용익,「사각지대, 복지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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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험
의 보험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나
아가야 함을 제기하였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은 취업 및
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계기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회보험 재정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부담에만 의존하는 사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에 정부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나라가 많다. 또한 한시적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정
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하는 복지」, 한겨레신문, 2011. 7. 12).

【제 2 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기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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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 ILO, 필라델피아 선언 중에서

사회보험은 동일한 보험료율(flat-rate contribution rate)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개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에게 불리한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회원국
중 상당수 국가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정책으로, OECD 고용전략
과 유럽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이 정책은 재정적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현대적 방식으로 사회보험료 관리에서의 전통
적 방식인 적발과 제재(detection and sanction)를 보충하는 것이다.29)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구체적 방식은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30)
지원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한 국가(근로자 지원형 : 독일 등)도 있고, 사용
자만 지원하는 국가(사용자 지원형 : 프랑스 등)도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
자 모두를 지원하는 국가(노사 전부 지원형 : 영국 등)도 있다. 지원 방식
으로 감면 방식을 택한 국가(소극적 면제형)도 있고, 정부 대납 방식을 택
한 국가(적극적 지원형)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보험(또는 사회보장)에 관한 각국의 기본적인 철학
과 이념, 정치적 타협을 포함한 역사적 배경, 경제 상황, 제도 도입 과정
29) 보험 가입 의무에 기초하여 보호 관계가 성립하는 사회보험 제도에서 의무 기피,
특히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을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은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
발과 제재(detection and sanction)라는 행정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고용․산
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
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
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화된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
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의 취업 및 소득 정보에 대한 공적 자료가 미
비한 상태에서는 징수 당국의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정보 공유를 확대하더라
도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발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30) OECD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는 김혜원․강병구․옥우
석(2010),『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대책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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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 기존 제도의 체계 등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
인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과
관련될 것이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근로유인을 제고하려는 국가들(독
일, 영국 등)과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는 국가들(프랑스 등)은 지원정책의 구체적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제도의 구체적 모습이 어떠하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기본적으
로 사회정책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
책이다. 그렇다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도 다른 사회정책이 그러하듯 현
대 국가에서는 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헌법에 의해 정당성
이 지지되고 구체적인 입법에 의해 규범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더구나 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같이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도입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국민 중 특정한 계층에 지원
되는 정책은 우리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과 질서 및 지향
목적 등과 합치될 필요가 있다.
제2부에서는 베버리지형 복지모델인 영국과 비스마르크형 복지모델인
독일․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기초와 내
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비교하면서 법적 의의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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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 사회보장의 개관과 특징

1. 영국 사회보장의 개관
현행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베버리지 구상 및 그 이후의 변화에 기
초하고 있다. 1942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위원장이었던 사회
보장위원회는「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진
행된 영국 사회보장 제도의 초석이 되었지만, 이후의 과정은 베버리지의
애초 구상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영국의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의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운영을 개별
화하고 있는 독일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상관없이
소득보장과 관련된 모든 사회보험(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서비스 제
외)을 단일 제도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제도를 통해 단일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 지급과 운영은 몇 개의 국가 기관 또는 지방정부에 의
해 분리 관할하고, 보험료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민보험은
베버리지의 구상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여
와 급여 사이의 연관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하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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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특징이 있다.
영국에서 사회보험료, 즉 국민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해 주는 제도
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일정 소득 구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이고, 둘째는 다양한 사유를 인정해 주는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이며, 셋째는 혼인 여성(미망인 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 보험료 제도이다. 이 중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첫째, 즉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이다.

2. 영국 사회보장의 특징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영국 사회보장 제도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네 가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보장은 재정적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으로 파악된다.
둘째, 처음에는 베버리지 구상에 기초하였지만, 이후 우파와 좌파 그리고
보수당과 노동당의 대립과 타협이 진행되면서 제도의 모습은 베버리지
구상과 상당히 달라졌다. 셋째, 사회보장 규율 법령은 매우 복잡하다. 넷
째,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 관리가
분리되어 있다.
가. 소득보장으로서 사회보장31)
폴 스피커(Paul Spicker)에 의하면, 영국에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이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으로 파악하는 태도는 베버
리지 보고서상의 정의, 즉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
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고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가
족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며, 나아가 출생, 사망 및 결혼
31) 이 부분은 주로 Spicker, Paul(2011), How Social Security Works - An Introduction
to Benefits in Britain, the Policy Press, pp.3〜4를 참고하면서, 그 밖의 문헌들
을 보충적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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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말한다”는 정의에
도 그대로 드러난다.32)
여기서 소득보장이란 개인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의
재정적 지원(financial resources)의 제공을 말한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
에서는 당연히 사회보장의 하나로 취급하는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즉 영국에서 국민건강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를 사회보장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민건강서비스
가 재정적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소득보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예를 들면 사회적 돌봄을
위한 지출 역시 사회보장 급여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을 파악하는 태도는 관례
적인 것일 뿐, 모든 사회보장 급여에 타당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동의하
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 임산부에 대한 우유 제품이나 비타
민의 제공, 학교 무상급식, 교복 바우처 등은 재정적 지원이 아니고 현물
급여(in-kind benefit)임에도 사회보장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저소득층에 대한 임차
료의 지급33) 등)은 사회보장으로 보면서도, 반면에 다른 어떤 것(소송 제
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legal aid) 등)은 사회
보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한다.34)
어쨌든 사회보장에 대한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주로 영국의 특수한
역사로부터 기원한다. 영국인들에게 사회보장은 2차대전 이후 정립된 복
지국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노령
연금이나 산업재해 급여 또는 실업 급여 등과 같이 국가적 시스템에 속하
면 사회보장인 반면, 직업별 연금 등 국가적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 사
32)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유사한 용어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이
다. 이 용어는 소득보장, 국민건강서비스, 개별사회복지서비스, 주택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김유성(1997),『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p.47 참조).
33)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료의 지원은 과거에는 사회보장 예산이 아니라 주택 예산의
일부였다.
34) 더구나 영국의 대표적 사회보장 교과서가 동일한 기관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조세크레딧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급여지만 노동
관련 조세크레딧은 사회보장급여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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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로 아사 브릭스(Asa Briggs)는 2차대전 후 만들어진 영국식 복지국가
에 대한 그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다음 세 가지, 즉 ①최저 소득(minimum
income)을 포함한 최저 기준(minimum standards)의 보장, ② 우발적 사
고(a range of contingencies)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제공, ③ 가능한 한도
에서 최상의 복지 제공을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다.35)
나. 베버리지 구상과 변화36)
2차대전 후 영국의 국민보험은 베버리지 구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베버리지 구상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등가성 원칙이 지배하
는 보험 급여 방식보다는 사회연대 원칙이 지배하는 보편 급여 방식을 설
계하는 것이었다. 즉 보다 많이 기여한 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보
다는 낮은 수준의 급여를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는
사회보험의 또 다른 기본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형 사회보
험과 대비된다. 비스마르크 모델은 직업상 신분에 따른 개인별 소득관련
급여의 제공, 독립적(또는 준자치적) 기금에 의한 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베버리지 모델은 단일한 관리․감독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정형적
인 급여의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베버리지 구상은 이후 영국 국민보험에서 그대로 관철되지 못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우파와 좌파, 보수당과 노동당의 견해 차이 및 정
치적 타협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의 모습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베버리지 구상은 보험에 관한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하
였는데, 현재의 제도는 그 모두에서 약간 혹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띠
고 있다.
첫째, 보편성(comprehensiveness)에 관한 것이다. 베버리지의 보편주
의는 특히 두 가지 이유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하나는 노동에 종사하지
35) Briggs, A.(1961),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2, pp.221〜258 참조.
36) Spicker, Paul, 앞의 책, pp.45〜50 및 pp.67〜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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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으로써 기여를 할 수 없는 국민을 포괄할 수 없었던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계층(classes)에 관한 것이다. 베버리지의 보험 계층에는 연금수
급자와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1975년에 국민보험에서
제외되었다(아동에 대한 크레딧 혹은 명목 기여는 계속 인정하였다). 결
혼한 여성을 위한 특별 기여제도는 1977년부터 점차 사라졌다.
셋째, 정율(flat-rate) 급여/정율 기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베버리지
는 그가 구상한 제도가 순수하게 보험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급여와 기여
는 상호 결합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정율 급여를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국민보험의
급여는 대륙유럽국가들의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
고, 이는 이미 1950년대 초반부터 비판에 직면하여 수정되게 된다.
넷째, 적정성(adequacy)에 관한 것이다. 1948년에 도입된 국민보험 제
도는 베버리지 구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무상급식 등이 추가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부과된 보험료 수준이 베버리지가
제안한 것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베버리지 구상
자체가 적정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베버리지 구상에서 제안한 보험료율
이 지나치게 낮았고, 또한 베버리지는 주택 수당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다섯째, 통일된 행정(unified administration)과 관련된 것이다. 전국적
제도가 완성되었지만 그 부적절성과 급여상의 낮은 커버리지는 다른 급
여들에 의한 보충을 필요로 하였다.
다. 규율 법령의 복잡성
영국의 사회보장 규율은 매우 복잡하다. 비전문가나 외국 연구자의 접
근을 극히 곤란하게 하는 규율의 난해성은 무엇보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
령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그 양이 많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영국에
서 적용․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양은 거의 6천 페이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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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면에서 볼 때, 법령은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 급
여에 관한 것, 재정에 관한 것, 관리와 운영에 관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중요한 법령들만 보아도, 최초의 법령인 1911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과 2차대전 후 새로이 개정된 1965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비롯하여, 1965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1967년 산업재해(구 사건)법(Industrial Injuries
and Diseases (Old Cases) Act), 1973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2년 사회보장기여금․급여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년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6
년 사회보장(기여금)명령(Social Security (Contribution) Order), 1998년 사
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9년 사회보장기여금(기능의 이전 등)법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ransfer of Functions, etc.) Act), 1999
년 복지개혁 및 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등이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개정도 잦은 편이다. 특히 국민보험료와 관련
된 개정이 가장 빈번하다. 법령의 개정은 하원(Commons)에서 주도하되,
입헌군주국이라는 특징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흔한
예는 별첨하는 2002년 국민보험료법(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2002)과 같은 형식이다.
라. 사회보장 업무의 분리 관장
영국에서 사회보장에 관여하는 기관은 크게 세 개이다. 국가 중앙기관인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와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 Customs) 및 지방정부이다.
세 기관은 보험료 징수 업무와 급여 관리 업무를 분리 관장하고 있다.
보험료 징수는 모두 국세청이 담당하고,37) 급여 관리 업무는 위의 세 기
관이 급여에 따라 나누어 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나 구직
수당 등의 급여는 노동연금부가 관장하고,38) 아동급여, 아동 조세 크레딧,
37) 1999년 이전 국민보험료 징수 업무는 구 사회보장부 산하의 징수청에서 담당했으
나 1999년부터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제5장 영국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101

노동 조세 크레딧 등은 국세청이 관장하며, 주택급여와 지방 조세급여
(Council Tax Benefit) 등은 지방정부가 관장한다.
노령연금과 같이 그 속에 다양한 급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
여별로 노동연금부 산하의 여러 담당 기구들이 담당한다. 예를 들어 퇴직
연금과 연금 크레딧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는 연금관리청(The
Pension Service)에서 담당하고,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는 직업관리청(The
Jobcentre Plus)에서 담당한다.

제2절 국민보험39)

1. 법적 기초
영국의 국민보험(NI : National Insurance)은 1911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40) 1911년 국민보험법
은 애초에는 질병과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기여 방식의 보험(contributory
system of insurance), 즉 의무적 기여에 기초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
로 출발하여 이후 퇴직연금, 그 밖의 급여들도 포함하였다.
현행 제도의 기초는 1946년 애틀리(Clement Attlee) 정부가 만든 국민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46)에 의해 확립되었다.41) 이 법률은
38) 노령연금 급여 업무는 1966년부터 1988년까지는 보건사회보장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가, 1988년부터 2001년까지는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가 담당했으나, 2001년부터는 노동연금부에서 노동행정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
39) 영국의 국민보험에 관한 개설적 내용을 보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1989),『영국
의 국민보험제도』를 참조.
40) 고세훈 교수는 이 법률에 대해 “국가복지발전사에서 자유당정부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며,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로이드 조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성취
로 평가된다”고 한다(고세훈(2011),『영국정치와 국가복지』, 집문당, p.94). 이 법
률의 입법과정과 주요 내용은 같은 책, pp.94〜96 참조.
41) 입법 과정 및 정치적 배경에 관해서는 위의 책, pp.179〜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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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험료를 통해 모든 국민보험 급여들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액기여- 정액급여’ 방식의 사회보험으로 이를 통해 보편적 국민보험 시
대가 시작되었다.
국민보험 급여에 관한 법령은 위의 두 가지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개정한 1965년의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년의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1967
년 산업재해(구 사건)법(Industrial Injuries and Diseases (Old Cases) Act)
등이 있었으나, 1973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통합되었고,
이후 1998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에
는 복지개혁 및 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이 제정되었다.
국민보험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법령으로는 1992년 사회보장기여금․
급여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6년 사회보
장(기여금)명령(Social Security (Contribution) Order) 및 이후의 국민보
험료법 등이 있고, 국민보험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령으로는 1992년의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과 1999년의 사회보
장기여금(기능의 이전 등)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ransfer of
Functions, etc.) Act), 1999년 복지개혁 및 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등이 있다.

2. 가입 대상 및 국민보험번호
가. 가입 대상과 가입자
국민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은 영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16세 이상부터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이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9년 4월 6일 이전에 출생한 남성은 65세, 1950년 4월 6일
이전에 출생한 여성은 60세이다. 여성의 수급연령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42)
42) http://www.adviceguide.org.uk/index/life/benefits/national_insurance_contributions.
최종방문일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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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규모를 보면,43) 2004년 현재 국민보험 가입기간인 근로연령기
간에 해당하는 인구의 78.6%가 경제활동인구인데, 2005년 기준 가입자를
보면 당연가입자로서 근로자 25백만 명, 사용자 1.7백만 명, 자영인 3백만
명이고 임의가입자는 50만 명이다. 2007. 4.～2008. 3. 기준 국민보험 가입
대상 연령 인구(16세～남 64세, 여 59세)는 38백만 명이고, 이 중 실제 가
입자는 보험료 납부자 28.9백만 명, 크레딧 등에 의한 가입자격취득자까
지 합하면 33.4백만 명으로 가입 대상의 87.9%이다.
나. 국민보험번호44)
가입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국민보험번호(NINO : National Insurance
Number)가 부여된다. 국민보험번호는 개인별 계좌번호로서, 개인이 내는
국민보험료와 세금이 개인의 계좌에 적절하게 기록되도록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한 근거 번호로 기능한다.
영국에 거주하는 16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또는 부모가 아동급여를 수
급한 경우에는 관련 아동은 자동적으로 국민보험에 등록되고, 국민보험
번호가 표시된 국민보험카드는 해당 아동의 16번째 생일 직전에 해당 아
동에게 송부된다. 국민보험번호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지만, 일을 하려는
경우나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국민보험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모든 국민보험번호는 다르며, [QQ 12 34 56 A]와 같이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별 국민보험번호는 해당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결혼
하거나 가족관계(civil partner)를 등록하거나 심지어 성명을 변경한 경우
등에도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① 이사(주소의 변경), ② 개명(改名), ③ 결
혼 또는 가족관계(civil partnership)의 등록, ④이혼 또는 가족관계의 소멸,
⑤배우자(남편이나 처) 또는 가족관계인의 사망 등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
청 국민보험기여금 사무소(HMRC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Office)’
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43) 연금제도연구실(2010), pp.105〜106 참조.
44) http://www.adviceguide.org.uk/index/life/benefits/national_insurance_contributions.
최종방문일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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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곳(또는 사람)으로는 ① 국세청, ② 사용자,
③ 노동연금부, ④ 주택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위원회(local council), ⑤
학자금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학자금 대부 회사(Student Loan Company)
이며,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3. 국민보험료
국민보험 시스템에서 기여금(contributions)은 국민보험료(NICs :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라고 불린다.
가. 납부 의무45)
국민보험 가입 대상, 즉 영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자로서 일정 수
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인은 국민보험료를 납부해야 한
다. 다시 말해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한
다. ① 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이고, ②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③ 소득
이 일차적 기준선(primary threshold) 이상일 때이다.
16세 미만인 자는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납부 의무는 종료됨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9년 4월 6일 이전에 출생한 남성은 65세, 1950년 4월 6일
이전에 출생한 여성은 60세(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65세까지 단계적
으로 상승)이다.46) 다만 근로자와 자영인의 납부 의무 종료는 약간 다르
다. 근로자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납부 의무
는 종료된다. 반면에 자영인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면 2종
보험료 납부 의무는 수급연령 도달한 때로부터 종료되지만, 4종 보험료
45) http://www.adviceguide.org.uk/index/life/benefits/national_insurance_contributions
최종방문일 2011. 8. 18.
46) 남성으로서 다음의 경우 ①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② 65세 미만이지만, ③ 해당
남성과 생일이 같은 여성이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국민
보험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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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익년 조세연도의 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종료되되 일부 4종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 의무가 존속
될 수도 있다.
16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에 미달하면 국민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노령연금 수급연
령 미만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따라 1종 국민보험료를 납부해야 하
지만, 소득액이 일차적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도 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액이 급여 수급 등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
후에 국민보험료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자신의 보험료기록(contribution
record)을 보충할 수 있다. 자영인도 소득이 법정 기준 미만일 경우 국민
보험료 납부예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벌이나 소추
를 당할 수 있고, 또한 사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인 경우 사
용자가 보험료 원천공제 의무 및 납부 의무를 지지만, 만약 보험료 납부
회피에 사용자와 함께 개입한 때에는 근로자 역시 소추될 수 있다. 후납
보험료(late contributions)는 법정 기한 내 납부된 때에 기여(보험료 납
부)와 관련된 급여들을 위한 것으로 계상될 수 있다.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불완전한 보험료기록을 가진 경우 임의적 기여
금(3종 기여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보험
료 납부기간은 종래 남자 44년, 여자 39년에서 2010년부터 양자 모두 30
년으로 변경되었다. 만약 2008. 4. 6.부터 2015. 4. 5. 사이에 노령연금 수
급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하여 후납 임의적 보
험료를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추가된 6년간의 보험료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
달한 후 6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47)

47) 이 새로운 규정은 특히 현재 50대의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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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별 국민보험료48)
국민보험료는 종별(Contribution Classes)로 산정되고 부과된다. 보험
료의 종별은 크게 가입 대상자가 근로자인가(1종과 1A종) 아니면 자영
인인가(2종과 4종)에 따라 다르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
득(earnings)에 기해 부담하는 보험료(1종)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현물 급여(benefits-in-kind)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1A종)로 구성
된다. 또한 사용자가 원천공제 시스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1B종)가 있다. 반면에 자영인인 경우에는 일부는 고정적인 주별
또는 월별 부담액을 기준으로(2종) 다른 일부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
준으로(4종) 계산된 보험료를 부담한다. 또한 가입 대상자들은 개인별로
자신의 보험료기록상의 갭을 메우기 위해 임의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3종).
납부한 1종(Class 1), 2종(Class 2), 3종(Class 3) 국민보험료는 개인별
국민보험계좌(National Insurance Account)에 예치․기록된다. 개인별 국
민보험계좌는 노령연금과 같은 일부 급여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된
다. 1A종, 1B종 및 4종 국민보험료는 급여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납부는 의무적이다.
1) 1종 보험료
1종 보험료는 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의 근로자로서 주간 소득이 법정
기준 이상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한다. 법상으로는 근로자
의 보험료를 ‘일차적(primary)’ 보험료라고 하고 사용자의 보험료를 ‘이차
적(secondary)’ 보험료라고 부르지만, 대개 간단하게 근로자 보험료, 사용
자 보험료라고 한다. 근로자 보험료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총 임금으로부
터 공제되고, 사용자는 여기에 근로자의 소득세와 자신의 보험료를 더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사실(근
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을 보여주는 임금명세서(pay
48) http://www.adviceguide.org.uk/index/life/benefits/national_insurance_contributions.
최종방문일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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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의 기준이 되는 주간 소득은 임금으로, 개인 근로
자의 모든 주간 임금이 아니라 소득활동별 주간 임금이다. 본래 국민보험
료는 각 고용관계마다 산정한다. 다시 말해 어떤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용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둘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보험료
는 모든 근로관계에서 얻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직업
별 임금은 별개로 취급되어 임금별로 국민보험료를 따로 산정한다. 그러
므로 근로소득 중 소득기준선 이상이 되는 임금에 대해서만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다.
납부해야 하는 국민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다. 소득하
한선(LEL : Lower Earnings Limit), 소득기준선(ET : Earnings Threshold),
소득상한선(UEL : Upper Earnings Limit)이 그것이다.49)
① 임금이 소득하한선(LEL) 미만인 경우 :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기록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② 임금이 소득하한선(LEL) 이상 소득기준선(ET) 미만인 경우 : 보험
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개인계좌에 의해
예치․기록된다.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이 급여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
록 하는 효과적인 지원이다. 또한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특정한 유형의
직업별 연금계획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 밴드에는 소득에 대한 네거
티브(negative)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그 밖의 소득
밴드에서의 보험료를 상쇄할 수 있다.
③ 임금이 소득기준선(ET)과 소득상한선(UEL) 사이인 경우 :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국민보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직종연금의 유형50)
49) 여기서 ‘소득(earnings)’이라 함은 근로자의 주간 임금(wage or salary)을 말한다.
세 가지 기준선의 현재가치(cash value)는 인플레이션 또는 장관이 결정하는 다
른 액수에 따라 매년 바뀐다(통상 4월).
50) 1종 보험료 납부액의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제2 노령연금 제도(Second State
Pension Scheme)에 가입하고 있는가(제도내 연금, contracted-in) 혹은 해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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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국가 퇴직연금을 수급할 연령에 도달했는가 여부51)
- 근로자가 감액 보험료(reduced-rate contributions)를 납부할 수 있는
결혼 여성인가 여부52)
- 근로자가 원양 선원(ocean-going mariner)이거나 심해 어부(deepsea fisherman)인가 여부
④ 임금이 소득상한선(UEL)을 초과하는 경우 : 바로 위의 소득밴드와
관련된 요소들과 유사한 요소들에 따라 다양한 요율이 적용된다.
1종에 속하는 통상적 근로자들의 국민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는 방법에 따라 기간 단위(대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산정되는 반
면, 임원에 대한 보험료는 항상 연 단위로만 산정된다. 임원들이 선택하
는 다양한 임금 지급 방법과 상관없이 정확한 수준의 국민보험료를 산정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다양한 요
소에 의해 결정되고, 실제 여러 요소들의 결합에 따라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국세청은 보험료율의 각 세트를 표시하기 위해 알파벳 문자를 사
용하는데, 이를 ‘국민보험 문자표(NI Table Letter)’라고 한다.53) 사용자
는 개별 근로자에게 각자에 맞는 정확한 문자표(종종 ‘국민보험 범례(NI
로자의 사용자가 독자적인 연금 제도(제도외 연금, contracted-out)에 가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후자, 즉 제도외(contracting-out) 연금이란
1978년 사회보장연금법(Social Security Pension Act)에 의해 도입된 소득비례연
금 제도(SERP: State Earnings Rated Pension schemes)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
가에서 운영하는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하면 SERP 가입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박
시종 옮김(2007),『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G.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450 참조.
51) 근로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때 국세청 국민보험료 사무소에 연령 제외
증명서(certificate for age exemption)를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 본인의 보
험료를 위한 원천공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
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사용자분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2) 이 조치는 1977. 5. 11. 폐지되었지만 만약 해당 여성이 그 당시 이러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그 여성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 조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53) 이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26개의 알파벳 중 21개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 각
조세연도에 국세청은 보험료를 수작업으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각 문자표에 대
한 일람표(look-up tables)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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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라고 한다)를 배치할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요율이 결정된다.
한편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로서 1A종 보험료와 1B종 보험료
가 있다. 양자는 어떠한 급여의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A종 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나 임원에게 제공하는 회사 차량이나 그
밖의 부가급여가 매년 설정되는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가 납부 의
무를 진다. 2010〜2011 회계연도의 보험료율은 부가급여 가격의 12.8%이다.
1B종은 1999년 4월 6일에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국세청과 원천공제 납부 협정(PSA : PAYE Settlement Agreement)을 체
결한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다.54)
2) 2종 보험료
2종 보험료는 자영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로서, 주간 고정된 액수이
다. 2종 보험료는 영업상의 이익이나 손실과 상관없이 납부 의무가 있지
만, 저소득 자영인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자영인의 소득이 일
정 기준 미만인 경우(흔히 ‘소자영인 적용제외선(small earnings exception
limit)’이라고 함), 해당 자영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자영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적용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자영인
은 적용제외선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써 자신의 보험료기록에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1종이
나 4종의 책임을 지는 고소득 자영인은 납부 유예(연기)를 신청할 수 있
다. 납부액은 주 단위로 표시되어 계산되지만, 납부 자체는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3) 3종 보험료
3종 보험료는 임의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즉 소득활동을 하지 않

54) 사용자 원천공제(PAYE: Pay-As-You-Earn)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국민보험료는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보험료 증명
서(contribution certificate) 또는 보험료 스탬프(contribution stamp) 구입 시스템
을 대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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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소득이 너무 낮아 발생한 보험료기록상의 갭을 보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3종 보험료는 오직
노령연금(State Pension)과 유족급여(Bereavement Benefits)의 수급 자격
을 위해서만 계상된다.55) 2010년까지 최저 노령연금(정상 급여의 25%)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9년, 남성은 11년 동안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
어야 한다.56)
4) 4종 보험료
4종 보험료는 자영인이 실제 얻는 이윤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매년 말 소득세와 함께 계산되는데, ‘SA 100 세금환급(tax return)’에서
제공하는 수치에 기초한다. 소득기준선 미만인 경우 4종 보험료 납부 의
무는 없다. 소득기준선 이상 소득상한선 미만인 경우 4종 보험료는 매출
이윤(trading profits)의 9%를 납부해야 한다(2010〜2011 조세연도).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4종 보험료는 매출 이윤의 2%이다.57)
다. 2011〜2012 조세연도의 국민보험료율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실제 2011〜2012 조세연도의 국민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민보험료에 관해서는 별첨하는
참고 5-2를 보기 바람).
1)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1종 국민보험료율은 ① 주간 소득이 139파운
드 이상 817파운드 : 소득액의 12%, ② 주간 소득이 817파운드를 초과하
는 경우 : 817파운드 초과액의 2%이다. 다만 사용자가 제도외 연금 제도
(contracted-out pension scheme)에 가입한 경우 위 요율보다 낮은 요율
55) 3종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별 보험료기록이 이러한 두 가지 급여를
위한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함에 있다.
56) 부모와 돌봄인(parents and carers)을 위한 크레딧 역시 3종 보험료이다.
57) 4종 보험료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어떠한 급여의 수급 자격을 위한 보험료기
록에도 계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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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된다.
2) 자영인인 경우
자영인이 납부해야 하는 2종 국민보험료와 4종 국민보험료는 ① 2종
국민보험료 : 주간 2.5파운드(정액), ② 4종 국민보험료 : 연간 과세이윤
(taxable profits)의 일정 비율(연간 과세이윤이 7,225파운드부터 42,475
파운드까지 : 9%, 42,475파운드 초과 이윤에는 2% 추가)이다.58) 연간 과
세이윤이 5,315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2종 국민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임의적(voluntary) 국민보험료
임의적 국민보험료(대개 3종 국민보험료)는 주간 12.60파운드(정액)이
다. 3종 임의적 국민보험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한다. 국민보험료
기록상의 갭을 메우기 위한 일시불 납부(one-off payment)도 가능하다.
4) 감액 또는 특별 요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결혼한 여성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여
성에게는 감액 요율이, 경영전문 선주(share fishermen)59)와 자원봉사자
(volunteer development worker)에게는 특별 요율이 적용된다.
라. 국민보험료 크레딧60)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보험료 크레딧
(national insurance credits; 1987년 이후 기술적으로는 크레딧 소득(credited
58) 2011년 4월부터 2종 국민보험료의 납부 의무일은 1월 31일과 7월 31일(세금신고
서(Self Assessment tax bill) 제출일과 같다)이다. 4종 국민보험료는 소득세와 함
께 납부해야 한다.
59) 어업을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한 후 이윤을 선박의 원 소유자인 선주와 함께 공유
하는 자를 말한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농사를
경영한 후 이윤을 원 소유자와 공유하는 임대농과 유사한 개념이다.
60) http://www.adviceguide.org.uk/index/life/benefits/national_insurance_contributions.
최종방문일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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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ings))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보험료 크레딧은 부모와 돌봄인을 위
한 크레딧의 경우(3종)를 제외하고는 1종 보험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
가 실업, 근로능력의 감소, 그 밖에 특정한 사유에 기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그의 보험료기록에 크레딧이 더해진다. 크레딧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관
에의 등록이나 서류의 제출 등 법정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크레딧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보험료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급여 수급을 도와주며, 특히 수급 자격을 위
한 보험료기록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크레딧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제3절 국민보험료 지원 제도’
에서 살펴본다.

4. 보험 급여의 수급 요건
가. 보험료 납부와 급여의 관계
국민보험에 따른 급여는 애초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이 보
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거나 납부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후 국민보험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보험료와 급여 사이의 연관성은
점차 약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급여들은 여전히 보험료 납
부, 즉 개인별 기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급여들(contributory benefits)
의 수급 자격(availability)과 수급액은 개인별 보험료기록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보험료기록에 따라 수급 자격과 수급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급여들
은 다시 보험료의 종별에 따라 달라진다. 1종 보험료는 보험료연동 구직
급여(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보험료연동 고용․지원급여(contribution-bas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유족급여(Bereavement Allowance), 기초노령
연금(State Retirement Pension), 모성급여(Maternity Allowance) 등을
위해 계상된다. 2종 보험료는 보험료연동 구직급여를 제외하고는 1종 보
험료의 경우와 같다. 3종 보험료는 유족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위해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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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A종과 1B종 및 4종 보험료는 어떠한 급여를 위해서도 계상되지
않는다.
나. 기초노령연금61)
완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은 수급연령에 도달한 시점이 2010. 4.
6.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다르다. 먼저 2010. 4. 6. 이후(당일 포함) 수
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완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
은 단일한 보험료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① 노동생활 중 30년 이상 보험
료를 납부할 것, ② 보험료의 종별은 1종, 2종 또는 3종 보험료일 것, ③ 보
험료는 실제 납부하였거나 그렇게 취급되거나 크레딧일 것, ④ 1975. 4. 6.
이전부터의 보험료는 납부(또는 크레딧) 보험료의 50% 등이다.
다음으로 2010. 4. 6. 이전에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노령연금의 수급
을 위해서는 두 가지 보험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1년의 조세연
도 동안 1종이나 2종 또는 3종 보험료를 실제로 충분하게 납부하여야 한
다. 이 요건은 본인의 보험료 기록 또는 배우자나 가족관계인의 보험료
기록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에는 이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둘째, 노동생활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보
험료를 납부하였거나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성의 경우 16세부
터 60세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을 말하고, 남자의 경우 16세부터 65세까지
의 기간 중 대부분을 말한다. 가정책임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
한) 연도 수는 단축된다.
수급 요건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완전 기
초노령연금은 수급할 수 없지만, 감액된 기초노령연금은 수급할 수 있다.
즉 2010. 4. 6. 이후 연금 연령에 도달한 경우 보험료 납부(크레딧 포함)
각 연도 수에 완전 기초노령연금의 30분의 1을 곱한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
한편 보다 나은 노령연금을 얻기 위해 본인의 국민보험료기록 대신에
61) http://www.adviceguide.org.uk/index/life/benefits/national_insurance_contributions.
최종방문일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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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가족관계인의 국민보험료 기록 또는 그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
다. 가령 미망인인 경우, 사망한 가족관계인의 생존 가족관계인인 경우,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등에는 남성 배우자, 여성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인의 보험료 기록을 본인의 보험료 기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급여들
보험료연동 구직급여(JSA)를 수급하려면 수당 청구 연도 직전 2년(완
전한 2년)간 국민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수당의 지급은 1월(1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시작하여 그로부터 1년 후 종료한다.
보험료연동 고용․지원급여(ESA)의 수급 자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수당 청구 직전 3년 중 1년간 실제로 1종이나 2종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예를 들어 돌봄인 급여나 장애급여를 수급함으로써 보험
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노동불능일 이전의 장애로 인해 노동
조세 크레딧(Working Tax Credit)을 가졌던 경우에는 완화된다. 둘째, 수
당 청구 직전 2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크레딧을 가져야 한다. 다만
크레딧 보험료는 일정한 경우에만 계상된다.
미망인 부모 급여(Widowed Parent's Allowance)의 요건 역시 두 가지
이다. 첫째, 남성 배우자, 여성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인이 사망 이전 적어
도 1년간 1종이나 2종 또는 3종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어야 한다. 이 요
건은 사망인이 사망하던 해에 장애급여나 보험료연동 ‘고용․지원 급여’
를 수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충족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이전의 남성 배
우자, 여성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인이 16세부터 사망시점까지 노동생활
의 대부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
망한 남성 배우자, 여성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인이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적어도 필요 연도의 25%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하였거
나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감액된 미망인 부모급여와 유족급여는 지급
된다.
유족급여의 수급 요건은 하나이다. 사망한 남성 배우자, 여성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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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족관계인이 한 해 동안 실제로 1종이나 2종 또는 3종 보험료를 납
부하였을 것이다.

5. 국민보험 재정
국민보험의 재정은 부과 방식이고, 적립금은 2개월 급여 지급분이다.
국민보험 재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입은 국민보험료이다. 국세청이
징수한 국민보험료는 우선 국민건강서비스 재정을 위해 특별 공제된 후
명목상의 국민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Fund)에 계상된다. 국민보험
기금의 상당 부분은 학교나 병원과 같은 곳에 투자되기도 하고 또한 정부
가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되고 있지만, 정부의 일반회계를 위해서는 사용
될 수 없다.
국민보험료 수입은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06〜2007년 기준 900만 파운드로 정부 총수입의 약 17%). 최근 국민
보험에서 고정된 보험료 상한선(upper contribution limits)을 제거함으로
써,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소
득 대비) 비율은 보다 낮아졌지만, 국민보험 구조는 보다 소득재분배적으
로 되어 가고 있다. 국민보험 재정에서 국고 부담은 주로 자산조사에 기
초한 급여를 위한 비용, 무기여 급여를 위한 비용 및 기여 급여 지출 중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한 비용을 위한 것이다.
국민보험 시스템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험회계(Actuarial
reviews)는 매 5년마다, 또는 급여나 보험료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
으로 심사받는다. 이러한 심사는 정부 보험회계부(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에서 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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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민보험료 지원 제도62)

영국에서 국민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해 주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이다. 첫째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이고,
둘째는 다양한 사유에 기해 인정해 주는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이며, 셋째
는 혼인 여성(미망인 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 보험료 제도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국민보험료 감면 또는 지원 제도에는 일정한 근로
자에 대한 납부 제외 또는 일부 자영인에 대한 보험료 납부 예외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자는 법정 최저기준인 소득하한선(LEL) 미만의 저
소득 근로자에 대해 국민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소자영인 적용제외선(small earnings exception
limit)’)인 자영인에 대해 납부 의무를 유예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
도들은 국민보험료 납입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는 국민보험료 감면
혹은 지원 제도와 유사하지만, 그 기간은 국민보험 가입기간에 전혀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국민보험료 감면 또는 지원 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 : 저임금근로자
이 제도는 1종 보험료 납부 의무자인 근로자 중 일정한 저임금근로자
에 대해 보험료 납부에서 재정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주간 소득(임금
소득만을 말함)이 일정 수준의 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하한선 이상
소득기준선 미만인 경우)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면서, 정부가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기록에 해당
근로자가 소득기준선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낸 것으로 기록
하여 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에 의한 혜택은 근로자뿐만 아니

62) http://www.hmrc.gov.uk/ni/intro/credits.htm.. 최종방문일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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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도 주어진다.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이 급여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
원정책이다. 또한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특정한 유형의 직업별 연금계
획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 밴드에는 소득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이 제도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종 근로자보험료(primary Class 1) :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보험료
- 1종 사용자보험료(secondary Class 1) :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국민보험료
- 소득하한선(LEL : Lower Earnings Limit) :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기록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 소득기준선(ET : Earnings Threshold) : 종종 ‘Primary Threshold(PT)’라
고도 하는데, 이 기준 미만의 주간 임금을 얻는 근로자인 경우 국민보험
료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임금이 소득하한선(LEL) 미만인 경우
와 달리, 주간 임금이 소득하한선(LEL) 이상이고 이 기준(ET)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개
인계좌에 의해 예치․기록된다.
- 2차 저소득선(ST : Secondary Threshold) :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국민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근로자의 소득기준이다. 2010～2011
회계연도까지는 소득기준선과 같았으나(주간 110파운드) 2011～2012 회
계연도에는 소득기준선(주간 139파운드)보다 낮은 주간 136파운드로 정
해져 있다. 그러므로 2011〜2012 회계연도의 경우 근로자의 주간 소득이
136파운드 이상이고 139파운드 미만인 경우 근로자는 국민보험료 납부 의
무가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한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 소득상한선(UEL : Upper Earnings Limit) : 주간 임금이 소득기준선 이상
이고 이 기준 이하인 근로자는 정률의 국민보험료를 납부한다. 통상적인
영국 근로자라면 이러한 국민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초과소득에 대해 정률의 보험료율(2010〜2011 회계연도의
경우 1%, 2011〜2012 회계연도의 경우 2%)에 따른 국민보험료를 납부해
야 한다.
- 급여산정 상한점(UAP : Upper accrual Point) : 소득기준선과 소득상한선
사이에 정해진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지는 반면, 급여를 산정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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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2011〜2012 회계연도 1종 국민보험료 기준선(Class 1 NICs :
thresholds)
1종 보험료 기준선

2011〜12 회계연도 금액

소득하한선
Lower earnings limit(LEL)

주간 £102
(월간 £442, 연간 £5,304)

2차 저소득선
Secondary Threshold(ST)

주간 £136
(월간 £589, 연간 £7,072)

소득기준선
Primary Threshold(PT)

주간 £139
(월간 £602, 연간 £7,225)

급여산정 상한점
Upper accrual point(UAP)

주간 £770
(월간 £3,337, 연간 £40,040)

소득상한선
Upper earnings limit(UEL)

주간 £817
(월간 £3,540, 연간 £42,475)

자료 : www.hmrc.gov.uk/rates/nic.htm (최종방문일 2011. 9. 30.)
<표 5-2> 최근 국민보험료 기준표
주간 소득

2009〜10 2010〜11 2011〜12

소득하한선 1종(근로자)

£95

£97

£102

소득상한선 1종(근로자)

£844

£844

£817

급여산정 상한점

£770

£770

£770

소득기준선

£110

£110

£139

2차 저소득선

£110

£110

£136

소득기준선 이상 소득상한선 이하 근로자 1종 보험료율

11%

11%

12%

소득상한선 초과근로자 1종 보험료율

1%

1%

2%

12.8%

12.8%

13.8%

사용자 제공 부가급여 1A종 보험료율
제도외 가입 리베이트(근로자)

1.6%

1.6%

1.6%

2차 저소득선 이상 사용자 1종 보험료율

12.8%

12.8%

13.8%

자료 : www.hmrc.gov.uk/rates/nic.htm (최종방문일 2011. 9. 30.)

2011〜2012 회계연도의 1종 국민보험료 기준선은 <표 5-1>, 최근 국
민보험료 기준표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의 대상은 근로자의 경우는 주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9파운드 미
만인 경우이고, 사용자의 경우는 주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6파운드 미
만인 경우이다. 즉 주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6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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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로자보험료와 1종 사용자보험료 모두가 납부간주 제도의 대상이
되고, 주간 소득 136파운드 이상 139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1종 근로자
보험료는 납부간주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반면, 1종 사용자보험료는 그렇지
않아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

2.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63)
가. 의 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보험 크레딧
(national insurance credits, credited earnings)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는 부모와 돌봄인인 상황, 실업, 근로능력의 감소, 그 밖의 법정 사유
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크레딧 제도의 대상이다. 이 중에서
부모와 돌봄인을 위한 크레딧만 3종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1종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다. 크레딧은 일정한 소득 미만이면 당연히 인정되
는 납부간주 제도와는 달리 관련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련 기관에의 등록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관련 당사자가 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그의 보험료기록에 크레딧이 더해진다.
크레딧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보험료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급여 수급을 도와주며, 특히 수급 자격을 위
한 보험료기록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납
부간주 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의 모든 문제에서 국민보험료를 납부한 것
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국민보험 크레딧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 출발 크레딧
16세에 직업 생활을 시작한 자에게 개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부여되는

63) http://www.hmrc.gov.uk/ni/intro/credits.htm.. 최종방문일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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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으로 흔히 출발 크레딧(starting credits)이라고 한다. 16세 및 그
후 2년간의 조세연도에 발생하는 3종 국민보험료와 관련된 크레딧으로,
해당 연도들에 크레딧이 없으면 충분한 보험료기록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에 적용된다.
이 크레딧은 2010. 4. 6.(당일 포함)을 기점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에서의 효과가 달라진다. 그 이전의 것들은 모두 기초노령연금의 수
급을 위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그 이후의 것들은 그렇지 않다.
다만 이 새로운 규정은 2011. 4. 5.부터 적용된다. 한편 유족급여와 관련해
서는 시작 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조세연도의 출발 크레딧은 계속하여 사
용된다.
다. 부모와 돌봄인을 위한 크레딧
12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아동급여나 돌봄인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자
는 자동적으로 부모와 돌봄인을 위한 크레딧을 얻는다. 다만 주간 20시간
이상 한 명 이상을 돌보면서도 돌봄인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는 신
청을 해야만 해당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아동급여를 수
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돌봄인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크레딧 획득을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부모․돌봄인 크레딧은 이전의 가정책임 보호(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를 대체한 것으로, 2010. 4. 6. 이후(당일 포함)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이미 획득한 가정책임 보호는 부모와 돌봄인을 위한
크레딧으로 전환된다.
부모․돌봄인 크레딧은 부모나 돌봄인의 장기급여, 가령 노령연금 등
을 위한 수급 자격의 충족 등을 도와주며, 또한 육아나 그 밖의 자를 돌보
기 위해 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도 지원하여 준다.
라. 그 밖의 사유에 기한 크레딧
출발 크레딧과 부모․돌봄인 크레딧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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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기하여 크레딧이 발생한다. 국민보험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승인된 직업훈련 과정(approved training courses)에 있는 기간
- 배심원으로 활동하는(doing jury service) 기간
- 돌봄인 수당(Carer's Allowance)을 수급하는 기간
- 법정 모성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법정 부모수당(Statutory
Paternity Pay), 법정 입양수당(Statutory Adoption Pay)을 수급하는
기간
남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국민보험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64)
- 65세 미만
- 해당 남성과 출생일이 같은 여성이 노령연금 연령에 도달한 이후(당
일 포함)
-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마.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와의 비교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와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는 국민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지만 납부한 것처럼 취급하여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
는 대상에서도 효과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납부간주는 저임금근로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근로자 중 소득에 따
른 대상)으로 수급 자격 등 국민보험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서 실제 보
험료 납부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반면에 크레딧은 국민보험
가입대상자 중 특정한 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가입자 중 사유에 따른
대상)으로, 일부 급여의 수급자격 등에서는 국민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보
험료 실제 납부와는 전혀 다르게 취급한다. 또 다른 차이는 납부간주 제
도에 따라 혜택을 보는 대상에는 근로자 외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포함되지만, 크레딧 제도에서는 오직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만이 혜택을
64) 이 사유에 기한 크레딧은 일부 급여를 위한 수급 자격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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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다.

3. 감액 보험료 제도 : 혼인 여성과 미망인 여성
혼인 여성이나 미망인 여성 중 일부는 감액 보험료의 권리를 가진다.65)
감액 보험료를 선택한 여성이 근로자라면 통상의 경우보다 낮은 요율의
1종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자영인이면 2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감액 보험료를 선택하게 되면 기여연동 급여는 수급 자격이 없으며, 기
초노령연금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낮은 액수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감액 보험료 신청권한이 있는 여성이라도 감액 보험료 신청을 하
지 않고 통상적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저소득 여성의 경
우에는 감액 요율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국민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
더라도 완전한 요율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표 5-3>은 2009년부터의 혼인 여성 등에 대한 감액 보험료율을 보여
준다. 감액 보험료율을 선택한 여성이 근로자인 경우 통상의 근로자보다
50% 이상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표 5-3> 혼인 여성 등의 감액 보험료율(2009〜2012년)
2009〜10

2010〜11

2011〜12

근로자 1종 보험료율
(소득기준선 이상 소득상한선 이하)

11%

11%

12%

근로자 1종 보험료율
(소득상한선 초과)

1%

1%

2%

혼인여성 감액보험료율
(소득기준선 이상 소득상한선 이하)

4.85%

4.85%

5.85%

혼인여성 감액보험료율
(소득상한선 초과)

1%

1%

2%

자료 : www.hmrc.gov.uk/rates/nic.htm (최종방문일 2011. 9. 30.)
65) 이 권리는 1977. 5. 21. 이전에 공식 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현
재 이 권리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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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 결

영국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당연히 영국 사회보장 제도의 특징을 반
영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으로 파악되고, 규율 법령이 매
우 복잡하며, 국민보험료 징수 업무와 급여 관리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국민보험 전반이 베버리지 구상에 기초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험은 단일 보험인 국민보험으로 통합되어 있다. 국민보
험은 1911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후 현행 제도로의 변신은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46)에 의해 이루어졌다. 두 가지 법률 이외에도 급여와 관련된 사
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재정과 관련된 국민보험료법 및 국민보험
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등 수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국민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은 영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16세 이상부터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이다. 가입 대상
자에게는 개인별 국민보험번호(NINO : National Insurance Number)가 부
여된다. 국민보험번호는 개인별 계좌번호로서, 개인이 내는 국민보험료와
세금이 개인의 계좌에 적절하게 기록되도록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한 근거번호로서 기능한다. 국민보험 시
스템에서 기여금(contributions)은 국민보험료(NICs :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라고 불린다. 국민보험 가입 대상, 즉 영국에 거주하는 16
세 이상의 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인은
국민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한다. ① 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이고, ② 소득활
동을 하고 있으며, ③ 소득이 일차적 기준선(primary threshold) 이상일
때이다.
국민보험료는 종별(Contribution Classes)로 산정되고 부과된다. 보험
료의 종별은 크게 가입 대상자가 근로자인가(1종과 1A종) 아니면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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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가(2종과 4종)에 따라 다르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
득(earnings)에 기해 부담하는 보험료(1종)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현물급여(benefits-in-kind)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1A종)로 구성
된다. 또한 사용자가 원천공제 시스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1B종)가 있다. 반면에 자영인인 경우에는 일부는 고정적인 주별
또는 월별 부담액을 기준으로(2종), 다른 일부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4종) 계산된 보험료를 부담한다. 또한 가입 대상자들은 개인별
로 자신의 보험료기록상의 갭을 메우기 위해 임의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도 있다(3종). 납부한 1종(Class 1), 2종(Class 2), 3종(Class 3) 국민보험
료는 개인별 국민보험계좌(National Insurance Account)에 예치․기록된
다. 개인별 국민보험계좌는 노령연금과 같은 일부 급여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1A종, 1B종 및 4종 국민보험료는 급여 수급 자격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납부는 의무적이다.
국민보험에 따른 급여는 애초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이 보
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거나 납부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후 국민보험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보험료와 급여 사이의 연관성은
점차 약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급여들은 여전히 보험료 납
부, 즉 개인별 기여와 관련되어 있다. 1종 보험료는 보험료연동 구직급여,
장애급여, 보험료연동 고용․지원급여, 유족급여, 기초노령연금, 모성급여
등을 위해 계상된다. 2종 보험료는 보험료연동 구직급여를 제외하고는 1
종 보험료의 경우와 같다. 3종 보험료는 유족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위해
계상된다. 1A종과 1B종 및 4종 보험료는 어떠한 급여를 위해서도 계상되
지 않는다.
국민보험의 재정은 부과 방식이고, 적립금은 2개월 급여 지급분이다.
국민보험 재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입은 국민보험료이다. 국민보험료
수입은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2006〜2007년 기
준 900만 파운드로 정부 총수입의 약 17%). 국민보험 시스템을 위한 장
기적인 관점에서의 보험회계는 매 5년마다 또는 급여나 보험료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심사받는다.
국민보험 시스템에서 국민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해 주는 제도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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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이고, 둘째는 다양한 사유에 기해 인정해 주는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
이며, 셋째는 혼인 여성(미망인 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 보험료
제도이다.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는 1종 보험료 납부 의무자인 근로자 중 일정한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보험료 납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주간 소득이 소득하한선(LEL) 이상 소득기준선(ET) 미만인 경우 국민보
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면서, 정부가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
하면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기록에 해당 근로자가 소득기준선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낸 것으로 기록하여 준다. 2011〜2012 회계연도에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의 대상은 근로자의 경우(1종 근로자보험료)는 주
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9파운드 미만인 경우이고, 사용자(1종 사용자
보험료)의 경우는 주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6파운드 미만인 경우이다.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이 크레딧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부모와 돌봄인, 실업, 근로능력의 감
소, 그 밖의 법정 사유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에는 국민보험 크
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보험료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급여 수급을 도와주며,
특히 수급 자격을 위한 보험료기록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
움을 준다. 그러나 납부간주 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의 모든 문제에서 국민
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국민보
험 크레딧에는 출발 크레딧(starting credits)과 부모와 돌봄인을 위한 크
레딧이 있고, 그 밖에 승인된 직업훈련 기간, 배심원 활동 기간, 각종 법
정수당 수급 기간 등도 크레딧의 대상이다. 이 제도는 국민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지만 납부한 것처럼 취급하여 준다는 점에서 보험료 납부간주 제
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는 대상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납부간주
제도는 저임금근로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 자격 등 국민보험과 관련
된 모든 문제들에서 실제 보험료 납부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는 국민보험 가입 대상자 중 특정한 사유를 대상으
로 하고 일부 급여의 수급 자격 등에서는 국민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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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보
험료 실제 납부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감액 보험료 제도는 혼인 여성과 미망인 여성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감액 보험료를 선택한 여성이 근로자이면 감액 요율의 1종 보
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자영인이면 2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감액 보험료를 선택하게 되면 기여연동 급여는 수급 자격이 없으며, 기초
노령연금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낮은 액수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감액 보험료 신청권한이 있는 여성이라도 감액 보험료 신청을 하
지 않고 통상적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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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 2002년 영국 국민보험료법 개정

Elizabeth II

c. 19

영국 국장(왕가의 공식 문장)
국민보험료법
2002
2002 Chapter 19
국민보험료를 증액하는(또한 그것과 관련된), 또한 국민건강서비스의 비용
증가에 대응하는(또한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법률 [2002. 7. 8.]
가장 자비로우신 군주께,
국왕 폐하의 가장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대영제국의 의회를 구성
하고 있는 우리 하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국민건강서비
스 및 북아일랜드의 건강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국민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증액시켜 국왕 폐하께 바칩니다. 부
디 이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왕 폐하께 가장 낮은 자세로 청원 드립
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군주인 여왕 폐하의 명에 따라, 상원의 성직
귀족과 세속 귀족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현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하원은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보험료의 증액
1. 일차적 1종 보험료
(1) 1992년 사회보장기여금․급여법(c. 4) 제8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8

일차적 1종 보험료의 산정

(1) 일차적 1종 보험료는 아래에서 언급된 …… (이하 생략)

128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참고 5-2> 최근 영국 국민보험료 기준표
주간 소득

2009〜10

2010〜11

2011〜12

소득하한선 1종(근로자)

£95

£97

£102

소득상한선 1종(근로자)

£844

£844

£817

급여산정 상한점

£770

£770

£770

소득기준선

£110

£110

£139

2차 저소득선

£110

£110

£136

근로자 1종 보험료율
(소득기준선 이상 소득상한선 이하)

11%

11%

12%

근로자 1종 보험료율
(소득상한선 초과)

1%

1%

2%

사용자 제공 부가급여
1A종 보험료율

12.8%

12.8%

13.8%

제도외 가입 리베이트(근로자)

1.6%

1.6%

1.6%

혼인여성 감액보험료율
(소득기준선 이상 소득상한선 이하)

4.85%

4.85%

5.85%

1%

1%

2%

사용자 1종 보험료율
(2차 저소득선 이상)

12.8%

12.8%

13.8%

제도외 가입 리베이트 소득비례연금(사용자)

3.7%

3.7%

3.7%

제도외 가입 리베이트 금전지급제도(사용자)

1.4%

1.4%

1.4%

2종 보험료

£2.40

£2.40

£2.50

2종 보험료 납부예외 소득기준선(연간)

£5,075

£5,075

£5,315

특별 2종 보험료 (경영전문 선주)

£3.05

£3.05

£3.15

특별 2종 보험료 (자원봉사자)

£4.75

£4.85

£5.10

3종 보험료

£12.05

£12.05

£12.60

4종 보험료 하한선 (연간 이윤)

£5,715

£5,715

£7,225

4종 보험료 상한선 (연간 이윤)

£43,875

£43,875

£42,475

4종 보험료율
(하한선 이상 상한선 이하)

8%

8%

9%

4종 보험료율 (상한선 초과)

1%

1%

2%

1종 납부연기 가산율

1%

1%

2%

4종 납부연기 가산율

1%

1%

2%

혼인여성 감액보험료율
(소득상한선 초과)

자료 : www.hmrc.gov.uk/rates/nic.htm (최종방문일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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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제1절 머리말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을 발전시켜 오면서
사회보험 가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공공부조 정책으로 사회
보장제도를 확대시켜 온 국가이다. 독일의 다른 법제도와 정책들이 그러
하듯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험제도 역시 독일 기본법상의 법리
를 근간으로 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정들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즉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일 기본법상 도출되는 사회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를
기본 토대로 하여 총 12권으로 이루어진「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의
상당히 방대한 양의 법규정들을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당시 실업급여나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기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유인책 마련의 차원에서
법 소정의 일정 금액 이하의 임금이 지급되는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근로자의 보험료부담분을 일정 정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독일정부는 장기실
업자들이 사회보험료 납부의 부담 때문에 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개선해 보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장기

13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실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독일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독일
기본법상의 주요 법리와 단행 법률상의 주요 특성 및 내용, 저임금근로자
에 대한 보험료 감면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2절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1. 독일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체계
독일 사회보장법 및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66)
첫째,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유형은 크게 국민부양제도의 국가와 사
회보험 중심의 국가로 나눌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전형적인 사회보험
국가로 분류된다.
둘째,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회적 위험을 보
호의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셋째, 독일 사회보험법은 각각의 직역을 조직의 기초로 하여 형성․발
전되어 왔고 이에 상응하여 자치운영의 원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
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형성과 개편에 관하여 다원적
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와 동의에 기초하여 제도의 안
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시
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넷째, 독일의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직역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
문에 해당 직역 가입자에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상실되는 소득을
보상하여 기존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목표를 가져왔다.
다섯째, 독일의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이 주 부양자이며 주
66) 전광석(2008),『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p.5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
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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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에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의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방
법을 취해 왔다. 이는 안정적인 가족구조와 남성과 여성의 정형화된 기능
분담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의식과 기능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여성은 더 이상 남성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종속된 위치에 있지 않고
독자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섯째, 독일의 사회보장은 가족의 주 부양자에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
했을 때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현금보상의 방법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
이는 산업화 초기의 고용사회를 전제로 구상된 것인데 오늘날과 같이 고
용 자체가 불안정화된 사회에서 사회정책은 안정적인 고용을 매개하는
적극적인 과제에 정책적 비중을 두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른바 적극적인
복지국가 혹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
시에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의 과제로 삼게 되었는데, 독일의 경우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곱째, 독일의 사회보험은 직역을 조직의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기 때
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험료는 소득활동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것이 사회적 위험이 발생된 후 지급되는 급여의 산
정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생산은 분배과정에서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에 기여하고 복지생산이 보수주의적, 현상유지적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보험급여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여
가 아니라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여이기 때문에 재산권
등에 의한 헌법적 보호가 이루어진다.
여덟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
보험 가입능력이 결여된 주변 집단에 속하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객관
적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정치적 배려
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1980년대 이후 활발히 논
의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기본법,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개로 하여 사
회보장법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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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있다.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총 12권으로 이루어진「사회법전」에 의해 규율
되고 있고「사회법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법전 제1권(SGB I) : 총칙(Allgemeiner Teil)
사회법전 제2권(SGB II) :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사회법전 제3권(SGB III) : 노동지원(Arbeitsförderung)
사회법전 제4권(SGB IV) : 사회보험에 관한 공통 규정(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사회법전 제5권(SGB V) : 법정 질병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사회법전 제6권(SGB VI) : 법정 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사회법전 제7권(SGB VII) : 법정 재해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사회법전 제8권(SGB VIII)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조(Kinder- und
Jugendhilfe)
사회법전 제9권(SGB IX) :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사회법전 제10권(SGB X) : 행정절차와 사회보장정보보호(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사회법전 제11권(SGB XI) : 사회적 장기요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
사회법전 제12권(SGB XII) : 사회부조(Sozialhilfe)
「사회법전」제1권 총칙 제1조에서는 동법의 목적을 사회정의와 사회보
장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상의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자유로운 인격의 실현을 위한 균등한 조건의 조성, 가족의 보호와 지원,
자유롭게 선택한 소득활동에 의한 생계유지 가능성의 보장, 특별생활부
담의 경감 등에 기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권(soziale
Rechte)에 관해서는「사회법전」제1권 제3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 목록은 교육 및 고용 촉진, 사회보험, 공적 희생에 대한
사회보상, 가족부담의 경감, 적정한 주거생활을 위한 보조, 아동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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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회부조, 장애인 재활 등이다.
한편 제2조의 제1항은 제3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사회권은 사회법전
각칙이 급여의 조건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적 성격
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 기본법의 사회적 기본권이나
사회국가원리가 구체적 청구권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국가 재정
상태 등 사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하에서 입법위임의 형태로 실현된다
는 헌법상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2. 독일 기본법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법리
독일 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리로는 법치국가
원리와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다.
가. 법치국가원리
법치국가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은 법문의 명확성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은 사회법이 국민의 생활설계를 위한 장기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
법의 법문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극단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에 위반
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치국가의 보다 실질적인 내용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
하여 개인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부여된 법적 지위를 국가
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신뢰를 갖는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특히 사
회보험에서 임금 또는 물가에 연동하여 연금을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하
여 연금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논거로서 제시되었다. 연
방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연금조정에 관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기존 법률이 존속한다는 신뢰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67)

67) BVerfG, 03.10.1973 - 1 BvL 30/71, BVerfGE 3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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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국가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독일 기본법에는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은 없지만 독일 기본법의 사회적 과제는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사회국가원리(Sozialstaatsprinzip)”
라는 개념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독일연방
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회국
가원리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은 첫째, 인간다운 생
활의 보장, 둘째, 넓은 의미에서의 복지의 확대와 복지격차의 해소, 셋째,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 생활수준의 보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러나 사회국가원리의 다양한 여러 목표 중 우선순위에 대하여 기본법이
명확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범력 실현의 한계가 지적된다.
또한 사회국가의 실현은 급여의 재원확보 등 규범 외적인 주변 여건에 종
속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된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원리가
사회보장제도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68) 즉 사회보장
이 적절히 실현․유지될 수 있다면 사회국가원리는 모든 형태의 제도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다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
하지 않고 완전히 폐지할 때에는 비로소 입법권이 사회국가적 한계에 부
딪히게 된다고 하였다.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은 훼손될 수 없다. 인간의 존
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의 관계하에서 기본
법 제1조 제1항으로부터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 도
출된다고 본다.69)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회국가원칙과 기본법
제1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은
모든 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체적 생존과 사회적, 문화
적, 정치적 생활에의 최저한도의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인 물질적 전제조
68) BVerfG, 05.03.1974 - 1 BvL 17/72, BVerfGE 36, 383.
69) BVerfG 09.02.2010 - 1 BvL 1, 3, 4/09, BVerfGE 125,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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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따라서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인간의 존엄은 개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한다.
그러나 특정한 수준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과제는 사회부조법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 법의 내용 중 소득활동능력이 있는 국민의 기초보장은「사
회법전」제2권, 기타의 사회부조는「사회법전」제12권에 편입되었다. 인
간의 존엄은 이러한 규정들을 해석하는 데 지침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르
면 사회부조는 급여의 수준뿐 아니라 종류나 방법 역시 인간의 존엄에 합
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부조가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결정과 선택의
가능성을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회국가의 명령(Sozialstaatsgebot)은 입
법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과제를
부과하고, 이 경우 입법자는 최저생활 정도의 결정과 결부되는 불가피한
평가에 있어서 형성의 여지를 갖게 된다.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헌법적 급부청구권은 인간다운 존재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러한 급부청구권은 인간의 육체적
생존, 즉 음식, 의복, 살림집기, 숙박, 난방, 위생,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생활의 참
여를 위한 최소한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간은 불가피
하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헌법적 보장은 의회의 법
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당해 법률에 따라 시민은 권한 있는 급부제공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 급부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즉 법치국가 및
민주주의 원칙으로부터 이미 기본권실현을 위한 결정적 규정들을 갖추어
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언제, 어떤 범위에
서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과 인간적인 생존이 문제되는가에 적용된다. 그
러나 의회의 형성의 여지로 인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구현되고 구체화
될 수 있다. 급부청구권의 근거는 공공예산에 대한 중요한 재정적 영향과
도 결부되고 이러한 종류의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예산 관련 법률에서는 시민의 직접적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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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예산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률에 의한 급부청구권은 항상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권리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전체 수요를 커버
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최저생활 결정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성이 부족한 범위 내에서 당해 단행 법률은
기본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급부청구권은 부
조를 필요로 하는 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생활상황에
관한 사회적 관점과 각 경제적, 기술적 여건에 좌우되며 이에 따라 입법
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입법자가 금전, 물건 또는 서비스
중 어느 것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
에게 맡겨진다.
청구권의 구체화를 위하여 입법자는 모든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투명
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즉 현실에 맞게 산정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자는 우선적으로 수요의 종류와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총수요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본법은 이에 관하여 특정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다. 입법자는 적합성과 타당성의 범주 내에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
여야 한다. 선택된 방법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사회법전」에서 사회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될 고정금액을 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입법자는 예컨대 가격인상 또는 소비세 인상 등과 같
은 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그 당시 현재의 수요가 보장되도
록 대비하여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기초적인 생활의 수요는 그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 사전에 정해둔 수량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급부산정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
것이 기본권의 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 기본권의 척도에 관한 결과에 있어서의 통제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보호는 최저생활수준의 산출에 관한 절차에 관해
서만 미친다.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자신의 형성영역의 범
위 내에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적절한 산정절차를 선
택하였는지 여부, 입법자가 필수적인 사실들을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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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 입법자가 모든 산정단계에 있어서 대리의 범
위 내에서 선택된 절차와 구조적 원칙 내의 공감할 수 있는 산정작업에
의해 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독일연방행정법원 역시 사회국가원리 등을 근거로 공적 부조 급여의
법적 청구권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연방행정법원 역시 하위 실정법,
예컨대 사회부조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로부터 공적 부조에 관
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도출된다고 보았고 사회국가원리로부터 개인의 구
체적인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70)
2) 사회국가원리와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사회보
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정당
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
여 개인이 사회보험이라는 공적제도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는
논거에 의하여 사회보험 강제가입을 정당화하였다.71)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 국민개보험의 성격을 갖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장기요양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개보험을 시행하
는 입법적 권한을 헌법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72)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입자 간의 집단적 동질성이 사회보험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회보험의 대상계층을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였다.73) 즉 사회보험조직에서 집단적 동질성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사회부조와는 달리 여전히 국가와는 다른 사
회적 공동체를 조직기반으로 하고 특히 보험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사회
부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결과
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부조의 재정을 부담시키는 것과 마찬가
70) BVerwG 5. Senat, Urteil vom 24.06.1954, Az: V C 78.54, BVerwGE 1, 159.
71) BVerfG 14.10.1970 - 1 BvR 307/68, BVerfGE 29, 221.
72) BVerfG, 03.04.2001 - 1 BvR 2014/95, 1 BvR 81/98, 1 BvR 1629/94, 1 BvR 1681/94,
1 BvR 2491/94, 1 BvR 24/95, BVerfGE 103, 197.
73) BVerfG 08.04.1987 - 2 BvR 909, 934, 935, 936, 938, 941, 942, 947/82, 64/83 und
142/84, BVerfGE 7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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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된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는 본래 사회보험이 보험의 원칙을 이용하
여 가입자 간에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인데 사회국가원리에 따
른 사회적 조정 내지 사회정책적 성격의 급여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
는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사회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부라는
원인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사회정책적 성
격의 급여들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에 의해 사회정책적 성격의 급
여의 재원이 조달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조정
의 한계를 일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예컨대, 근로자의 기여금
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고용촉진급여에 속하는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
교육 등의 수혜자는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확대
되는데 이는 사회보험의 과제를 넘어선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
한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는 실업급여에 한
정하고 그 밖의 급여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과제 수행을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졌다.74)

3.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특성과 주요 내용
가.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변화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보험 등 사회
보험정책과 입법이 실시되었는데, 나치 시대에는 재정과 조직이 국가에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보험은 파탄 상태
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전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은 사회보험을 연방
의 입법권에 포함시켰다(제74조 제12호). 또한 사회보험청구권에 대한 사
법적 구제가 강화되었다. 즉 과거에는 행정부에 속하는 제국보험공단이 사
회보험 분쟁을 관할하였으나 특별행정법원의 하나인 사회법원(Sozialgericht)
이 창설되어 사회보험분쟁을 관할하게 되었다.
74) Ruland, Franz(1988), “Sozialrecht”, Ingo von Münch(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Walter Gruyter, p.414 이하(전광석, 앞의 책, p.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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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보험제도는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까지 의무가입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특히 1980년대 경제성장의 한계
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회예산의 한계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
하여 점차 사회보험의 긴축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둔화
가 긴축사회정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
의 한계, 세계화, 고령화, 인구구조의 불균형,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
회참여 증가와 의식변화 등 여러 새로운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질병보험과 연
금보험의 구조개혁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혁신
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독일 사회보
험제도 변화의 특성을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75)
먼저 질병보험의 경우 1989년 이래 네 단계의 중요한 구조개혁을 거치
게 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89년에는 사회연대의 원
칙과 자기책임 원칙을 재조정하고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와 급여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②
1993년 법개정에서는 의료공급에 대한 비용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의료공급을 통제하여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조
정을 통하여 급여 및 보상체계를 재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수
가 및 의약품가격과 관련하여 지출을 보험료 수입과 엄격히 연계시켜 수
가의 인상률이 건강보험 재정수입을 크게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의료
비용에 대한 제도적·개별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보험의가 통상 예상
되는 진료횟수를 초과하여 진료하는 경우 초과진료횟수에 대한 보상수준
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기존의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질
병보험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또다시 개혁논의가 이루어져 1997년
「법정 질병보험에서의 자치와 자기책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두 개의
법률(Das Erste, Zweite Gesetz zur Neuordnung von Selbstverwaltung
und Eigenverantwortung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이
제정되었다. 첫 번째 법률에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75) 전광석, 앞의 책, p.43 이하를 주로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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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부담이 증가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법률에서는 민간의료보험법
적 요소를 상당 부분 도입하였다. 즉 민간의료보험에 특유한 보험가입자
의 위험선택과 잔여위험에 대한 자기부담의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도입되
고 보험가입자의 결정은 보험료액의 자율적인 선택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가입자는 현물급여 대신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컨대
보철급여는 급여보상비용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정액으로 결정, 지급되
도록 하였다. ④ 2002년에는 법정 질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의 소득 상
한이 인상되어 의무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조합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
었고, 보다 구조적인 변화는 2003년의「법정 질병보험 현대화법(Da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제정을 통
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의료의 질 개선 및 진료서비스의 경제성과 투명
성 확보, 질병보험의 재정건전화, 보험료 안정의 추구 등을 입법목적으로
정하였다. 특히 이 법은 질병보험에서 가입자와 보험의 사이에 정보의 비
대칭으로 인하여 보험의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하고 이른바 가입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즉 진료
및 진료보상을 투명화하고 가입자가 진료 및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를 충
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가입자는 의료기관 및 보험
자에 대하여 정보청구권을 갖도록 하였다. 질병보험의 전체적인 개혁방
안은 보호위험 및 급여의 축소, 조합 상호 간 및 조합과 급여제공자와의
관계,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시장의 요소를 도입하는 경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장기요양 문제가 사회적 위
험으로 인식되면서 1989년 질병보험구조개혁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문제
가 과도기적으로 질병보험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되었었는데 1995년 장기
요양문제를 독자적으로 보호하는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제
도가 도입되어「사회법전」제11권에 편성되면서 장기요양 문제는 질병
보험과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몇 차례 큰 변화를 겪었
다. ① 1989년 개정 연금보험법이 1992년부터 적용되었는데 형식적로는
「노동자연금보험법」,「사무직근로자연금보험법」,「광산노동자연금보험
법」,「수공업자연금보험법」등이 단행 법률에 통합․규율되었다.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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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연금재정 등을 중심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
치들이 취해졌다. ② 1992년 연금개혁은 세 가지 조치를 통하여 연금재정
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연금산정의 기준을
가입자의 총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조기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서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가능성을 축소시킨 것이다.
한편 연방보조의 수준을 높여 연금정책과 관련된 중요 조치들, 즉 연금조
정률, 연방보조의 수준 등이 선거전략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③ 2001
년 개정법은 독일 사회의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예상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노후보장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1년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의 안정화, 민간보험에 의한 노후보장 장려를 위한
조치, 공적연금의 보장수순 하향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노령연금의 수준
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
험료 지출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장기적으로는 공적
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균형 있는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아직
이러한 방향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④ 2005년 연
금개혁은 주로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 독일 사회보험이 전
통적으로 노동자와 사무직근로자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이러
한 구별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구별하는
것도 어렵게 되자 이러한 구별을 폐지하였고, 둘째, 조직개편을 통하여
연금보험의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나. 독일의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의 주요 내
용을 중심으로 독일의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을 살펴본다.
1) 질병보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질병보험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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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혁조치를 여러 차례 시행하여 왔다. 독일 질병보험은 치료수요 및
소득상실을 요양급여와 질병보상금을 지급하여 보호하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질병보험이 보호하
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과 분만이다.
독일에서 공적 질병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약 90%에 해당되고 나
머지 인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영업자, 소득이 의무가입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자 등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공적 보험 가입
자에게 급여를 보충하는 추가적인 의료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질병보장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추가로 건강보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병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의 법적 개념은 임금을 대가로 고용
되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자 혹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를 의미
한다. 종속노동은 비자영적인 노동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근로자를 육체노동자(Arbeiter)와 사무직근로자(Angestellte)로 구분하여
왔고, 육체노동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무가입 하도록 한 반면, 사무직근
로자는 소득상한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입 하도
록 하였었다. 그러나 1989년 개정법에서 육체노동자와 사무직근로자 모
두에 대하여 소득상한이 적용되도록 하여 질병보험법에서의 양자의 구분
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또한 농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예술인, 출판
업자는 각각 농민질병보험법과 예술인 및 출판업자 사회보험법에 의하여
질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어 질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집단으로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고용된 연수생, 30세 이하의 대학생, 실습생, 직업재활
조치를 받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급자 등이 있다. 의무가입대상자
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자격 상실 이전에 법 소정의 기간 동
안 질병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
험관계를 지속하도록 할 수 있다.
질병보험 의무가입 면제는 법률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임금이 월 400유로 미만이거나 근로의 성질상 혹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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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근로기간이 연 2개월 혹은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불완전취업
으로 의제되어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일정한 집단은 신청에 의하여 가입을 면제받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 장애인, 대학생 등이 신청에 의하여
의무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초 취업에서 고임금으로 인하여 의무가입에서 면제된 자는 임의로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일단 민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민간보
험을 해약하고 공적 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는 없다.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질병위험이 중대하고 공적 보험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공
적 보험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적 보험에 부담을 전가할 목적으로 가입하
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자에게 진료청구권을 갖는다. 보험자는 요양기관과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진료 및 보상관계에 합의한다. 보험자는 보험
의연합회에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진료비용에 대한 보
상은 총액계약제에 따라 총액으로 보험자가 보험의연합회에 지급한다.
보험의는 보험의연합회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 보험의로서 활
동하기 위해서는 신청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데 보험의 허가에 있어서는
수요심사를 거치고 보험의의 연령도 제한한다. 보험의의 진료행위는 보
험의연합회의 감독을 받고 보험의와 보험조합의 대표자 동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보험의의 진료남용을 심사한다. 진료의 내용과 방법, 보상
기준 등은 보험의연합회와 보험자단체 사이의 단체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다. 이 계약에서는 특히 급여의 상대가치에 대한 통일적인 평가기준이 확
정되는데 계약은 주 단위의 보험의연합회와 보험조합연합회 간에 체결되
며 계약의 내용은 연방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양 기구 간의 계약에 의하
여 결정된다.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립적인 공익
대표 3인이 참여하는 중재기구가 개입하여 확정하게 된다. 보험제도의 운
영에 있어서는 보험의와 보험조합 대표, 중립적인 공익대표로 구성된 연
방위원회(Bundesausschuss der Ärzte und Krankenkassen)가 진료의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정한다. 특히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검사와
진료방법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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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 충당된다. 질병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질병보험조합(Krankenkassen)
이고 그 법적 성격은 공법상의 권리능력 있는 사단이다. 질병보험조합은
원칙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부분적으로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다
만 질병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자치운영의 원칙은 많이 약화되었다. 질병보험조합은 지역별, 직종
별로 다원화되어 있고 각 종류별로 다수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
인 질병보험조합은 지역질병보험조합(AOK), 직장질병조합(BKK), 수공
업자질병보험조합(IKK), 농민질병보험조합(LKK) 등이다.
한편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이 도입되어
건강기금에서 법정 질병보험의 보험료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즉 질병
보험조합이 징수한 질병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 보내진다. 이는 법정 질
병보험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2) 연금보험법
독일의 연금보험법이 보호하는 위험은 소득능력 감소, 노령, 사망 등이
다. 소득능력 감소는 그 원인이 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완전소득능력상
실과 부분소득능력상실로 나뉜다. 완전소득능력상실은 장애 후 남은 능
력으로 노동시장에서 3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부
분소득능력상실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6시간 이상 노동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
는 소득능력감소로 인한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일부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보험과 고용촉진 사
이에는 부담을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
한된다.
인구의 고령화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은 기
존의 65세에서 67세로 높아졌다. 다만 2012년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적용되고, 2031년이 되면 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은 1964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7세가 적용된다.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의 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은 여전히 65세이다. 출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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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

1819〜1851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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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1946

65세

1947

65세 1개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948

65세 2개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949

65세 3개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950

65세 4개월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951

65세 5개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52

65세 6개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953

65세 7개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954

65세 8개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955

65세 9개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956

65세 10개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957

65세 11개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58

66세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959

66세 2개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960

66세 4개월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961

66세 6개월

2027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1962

66세 8개월

2028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1963

66세 10개월

2029년 11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1964

67세

2031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도별 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과 각 연도별 출생자의 노령연금수급 개시
연도는 위의 표와 같다.
연금보험 가입자인 부양의무자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사망의 원인관계는 유족급여 지급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금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심지어는 유족이
고의로 가입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유족급여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다만
가입자를 고의로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
입자의 실종은 사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
연금보험의 의무가입자는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대가로 고용
되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직업연수생이다. 다만 질병보
험과 달리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소득상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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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근로자, 육체노동자 구분 없이 연금보험에 의무가입한다. 그 밖에 농
민은 농민의 노령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
입하게 되고 자영인인 가내수공업자도 연금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국내에 주소지를 갖거나 상
시 체류하는 경우 연금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에 의무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사
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단, 월 400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불완전취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의 15%를 부담한다. 연금보험에 의무가입하는 자
영업자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 연금보험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입자의 총임금과 보험료율이다. 보험료 산
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상한이 있고 이 상한액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통하여 매년 조정된다.
연금보험의 과제 이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
방은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방보조금은 매년 총임금과 보험료율의
상승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연금보험이 적립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정보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최후의 재정책임자이다. 연방
의 재정책임은 무이자 대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독일의 연금보험조직은 2005년 연금보험 개혁 당시 큰 변화를 겪게 되
었다. 즉 기존 연금제도가 육체노동자와 사무직근로자를 구분함에 따라
노동자연금보험공단과 사무직근로자연금보험공단, 특수직역 관련 연금보
험공단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산하에 여러 지역단위 조직 등이 속해
있던 것이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노동자연금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연방보험연합을 구성하게 되었고 기존 사무직근로자 연금보험공단과 기
존의 모든 연금보험자의 연합체였던 독일연금보험공단연합회가 통합하
여 독일연금보험연합을 구성하였으며, 특수직역과 관련하여서는 광산-철
도-선원연금보헌공단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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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현행법상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1. 사회보험 재정 조달의 법적 근거(「사회법전」제4권 제20조
제1항 관련)
가. 사회보험 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사회법전」제4권 제20조 제1항은 사회보험의 재정이 피보험자, 사용
자 및 제3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가 보조금, 기타 수입에 의해 조달된다
고 하는 사회보험 재정 조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독일 기본법 제72조 제1항 제12호의 사회보험에 대한 연방의
입법권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 내
지 지침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연방은 주와 더불어 사회보험에 관한 입법의 권한을 갖
는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에 관한 연방의 경합적인 입법권한에 관한 규범
은 사회보험의 개념이 형식적이고 오픈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연방
사회법원(BSG)은 보험 개념에 대한 해석에서 사회적 조정의 요소를 포
함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이념과 조화되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한다.76)
독일에서는 특히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에서의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한
관례적인 해결책으로서 연방보조금의 증가가 수년 전부터 문제되어 왔다.
국가에 의한 재정보조가 증가한다는 것은 “보험에 친하지 않은(versi
cherungsfremde) 혹은 보험 고유의 것이 아닌” 급부를 통한 재정조달이
라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77)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199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러 학자들이 사회보험법적인 대등보상 원칙의 범
76) BSG 29.01.1998. SozR 3-2600 § 158 Nr. 1.
77) Lenze, Anne/Manfred Zuleeg(2006), “Europa - und verfassungrechtliche Aspekte
der Neugestaltung der Neugestaltung der Sicherung”, Neue Zeitschrift für
Socialrecht, 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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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에서 사회적 조정이 정당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유력하게 주
장해 왔다. 사회적 조정(sozialer Ausgleich)은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12
호의 의미에서의 사회보험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 또한 연방헌법재판
소는 피보험자공동체의 응집 내지 결집보다는 확대를 강조하여 왔고 보
험료 산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종류의 수입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입법자는 보다 많은 정치적 결정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78)
한편 고소득자들은 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인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보험자층은 계속 줄어들게 되어, 법정 사회
보험의 피보험자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불만족스러운 보험급부를
받게 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사회국가원칙의 관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예컨대 교육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영
역도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가 제시된다.79)
나. 국가 보조금 청구의 법적 근거
상기한 바와 같이 독일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연방에서
사회보험에 관한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독일 기본법 제
120조 제1항 4문에서는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관해서는 연방이 보조금
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지 재정 부담 문
제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고 국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의 근거 규정
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인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험
에 관한 각 단행 법률의 관련 근거규정이다.80) 즉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
우에는 연방이 연방예산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
서 각 주는 사회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하고 있다.
78) Lenze, Anne/Manfred Zuleeg, 위의 논문, p.459.
79) Lenze, Anne/Manfred Zuleeg, 위의 논문, p.459.
80) Schlegel, Rainer(Hrsg.)(2011), SGB IV -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2. Auflage, 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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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도
가. 종합사회보험료 제도
「사회법전」제4편 제28d조 이하는 종합사회보험료(Gesamtsozialversi
cherungsbeitrag)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질병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
보험, 실업보험의 의무가입자는 종합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
사회보험료는 총임금의 약 40% 정도가 된다. 각 보험별 보험요율은 2011
년 현재 기준으로 연금보험의 경우 임금의 19.9%, 실업보험의 경우 임금
의 3%, 질병보험의 경우 임금의 14.9%,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임금의
1.95%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한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합
한 보험료를 질병보험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사회법전」은 질병보
험조합이 보험료 징수기관(Einzugsstelle)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질병보험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
해서 보험료납부청구권을 행사한다. 법정 질병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
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실업보험료는 사용자가 선택한 법 소정 기관
에 납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질병보험 의무가입 기준이 되는 연간 소
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질병보험조합은
징수된 보험료를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관할하는 각 보험조합과 실
업보험을 관할하는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보낸다. 한
편 2009년 이후부터 질병보험료는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에서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 보낸다.

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도의 연혁과 의의
초기의「사회법전」제4권에는 현행법상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규
정만 있었는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변화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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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제4권 제20조(재정의 조달, 조정영역(Gleitzone))
(1) 고용촉진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재정은 개별 보험 분야의 특별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 사용자 및 제3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가 보조금, 기
타 수입에 의해 조달된다.
(2) 이 법에서 조정영역이라 함은 월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이 400.01유로
이상 800.00유로 미만이고 통상적으로 월 800유로의 한도를 넘지 않는
고용관계에서의 영역을 말한다. 다수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고용관계에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 분야의 피용자를 위
한 조항과 관계없이 종합사회보험료를 혼자 부담한다.
1. 월간 지급되는 임금액이 325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직업훈련을 위해
고용된 피보험자
2. 생략
1회 지급된 임금으로 인하여 본조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부분에
대한 종합사회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는 의료보험에 관해서
는 사용자가 혼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분만큼 감액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된다.

먼저 1976년 12월 23일자(1977년 7월 1일 시행)「사회법전」제4권 제
20조는 사회보험 재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에 더하여 국가의 보
조금, 재산소득, 배상청구권과 같은 재원에 의해 조달된다는 점을 규정하
고 있었다. 즉 이 규정은 사회보험 재정의 원칙에 관한 조항이었다. 한편
1997년 3월 24일의「고용촉진개혁법」을 통해 고용촉진법이「사회법전」으
로 편입될 당시에 현행법 제20조 제1항의 “고용촉진을 포함하여”라는 문
구가 삽입되었다.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대폭적인 개혁을 위해 제정된 2002년 12월 23일
자「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에 관한 법률(Gesetze für die modernen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제2편」을 통해「사회법전」제4권 제
20조 제2항에 이른바 “조정영역(Gleitzone)”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처음으
로 도입되었고, 2003년 7월 24일「사회법전 및 타법의 개정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현행「사회법전」제4권 제20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사회법전」제4권 제20조의 각 항의 규정은 각기 다른 정도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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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동조 제1항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한
재정조달의 원칙(Grundsatz der Beitragsfinanzierung)을 선언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사회법전」제4권과「사회법전」의 다른
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된다. 즉 동조 제1항은 각각의 개별적
인 사회보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사회법전」의 개별 조항들과
의 관련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81)
다음으로 동조 제2항의 이른바 “조정영역규정”은 저임금부문에서의 보
험료 산출 기초와 보험료 부담에 관한 특별 규정과 관련된다. 이는 하르
츠 개혁82)이라 불리는 2003년의 독일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제
도이다. 2차대전 이후 오랫동안 시장경제체제와 사회복지제도를 골고루
발전시켜 온 대표적 선진 산업국가로서의 독일은 통독 이후 계속 심각해
진 실업문제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강도 높은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노동법 및 노동시장에 대한 포괄적․전면적 개혁
프로그램으로서 이른바 “어젠다 2010”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다. 어젠다 2010을 통해 경제, 노동시장, 직업훈련, 연금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혁뿐만 아니라 조세, 의료, 교육 및 연구, 가족 등 주요 사회, 경
제 문제 전반에 관한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이룬다는 원대
하고도 포괄적인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에
서 오랜 사회문제였던 장기실업자문제 해결 및 경기침체 탈피, 노동시장
의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2010이라는 표현
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늦어도 2010년까지 계획된 개혁이 달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부정적 평가도 많았지만
독일정부는 대체적으로 그간의 개혁이 실업률 감소 등 노동시장 호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저임금부문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적
용되지 않는 불완전고용(gefingfügige Beschäftigung, 월급 400유로 이하
인 경우)과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조정영역(월급 400.01 이상
81) Schlegel, Rainer(Hrsg.), 앞의 책, p.448.
82) 어젠다 2010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하르츠(Hartz)위원회의 이름을 따라 하르츠개
혁이라고도 불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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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유로 미만인 경우)으로 나뉘게 된다. 사회보험법적인 관점에서의 일반
적 내지 정상적인 근로관계는 월 지급 임금액이 800유로 이상인 근로관
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정영역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
반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요율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총액 대비 보험요율(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보다 높은 비율
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은 각각 종합사회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조정영역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 수준에 따라 50%보다 낮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2003년 개정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새로 도입한 목적은 근로자들이 저
임금 일자리에 고용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임금 분야 고
용의 유인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기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
다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근로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이 이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83) 또한 불완전고용에 해당되는 월 400유로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
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의무 자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400유로 전액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 만일 400유로를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바로 일반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월 400유로를 넘게 버는 근로
자들이 보험료 공제 후 실제 받게 되는 순임금액은 오히려 400유로를 밑
도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되었다.84)
참고로 불완전고용에 해당되는 고용은 월 지급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불완전고용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불완전고용으로 나뉜다.
전자는「사회법전」제4권 제8조 제1호 소정의 월 400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고용을 의미하고, 후자는 동조 제2호 소정의 연간 2개월 또는 50일
이내로 이루어지는 고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관계상의 근로자는 의
83) Abels, Andreas/Dietmar Besgen/Wolfgang Deck/Rainer Rausch(2011), MiniJobs, Aushilfen, Teilzeit - Probleme und Lösungen im Steuer- und Sozialversi
cherungsrecht mit den Fallstricken des Arbeitsrechts, 32. Auflage, Stotax,
p.117.
84) Schlegel, Rainer(Hrsg.), 앞의 책,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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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 요양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다만 사
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법정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부
터 제외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으
로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정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위 미니잡이라고도 불리는 불완전고용은 현재 독일에서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고용형태이고 독일 내 불완전고용 종사자는 7백만 명 이
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에서도
주업이 있으면서 미니잡을 부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원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니잡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악화, 근로자의 권
리 방치, 기업 내 복지수준의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
고 있고, 미니잡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미니잡 종사자의 주간 최장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도입하고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등
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85)
마지막으로 동조 제3항은 직업훈련생 등에 관하여 임금수준이 낮음에
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의무를 면제시키지 않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이 경우 월 지급 임금액은 325유로를 넘지 않아야 하고 사용자
는 종합사회보험료를 혼자 부담한다.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불
완전고용의 경우 400유로를 한도로 하지만,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는 325
유로 이하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부
과하되 다만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85) IAQ 보도자료, 2010년 3월 4일자, “Workshop an der UDE sucht Wege aus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http://www.iaq.uni-due.de/archiv/presse/2010/100304.php
이에 대한 번역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li.re.kr/kli_home/winfo/
vew.home-33000?seq=2089)에 게재된 “독일, 사회보험 미적용 경미고용 ‘미니잡’
의 부작용 진단과 대안 모색 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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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내용
가. “조정영역(Gleitzone)”에서의 근로자 보험료 감면 방식
조정영역에 해당되는 근로자, 즉 월 400.01유로 이상 800유로 미만을
버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사회법전」의 각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의료보험, 요양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 다만, 이들은 조정영역에 관한 보험료 감면 규정에 의해 산정된 보험
료를 납부함으로써 의료보험, 노령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상
의 수급권은 모두 갖게 된다. 보험가입의무 대상자의 임금액이 높아질수
록 이에 비례하여 보험료 부담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조정영역 근로자들
에 대하여 적용하는 보험료 부과 기준 임금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부과 기준 임금의 산정공식 : F×400+(2-F)×(월 임금총액-400)
* F는 매년 연방노동사회부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비율이다. 이는 30%(2006
년 상반기까지는 25%)를 당해 연도의 평균 종합사회보험료율로 나눈 숫
자에 해당된다. 참고로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F는
다음과 같다.
2003년 : 0.5995/2004, 2005년 : 0.5952/2006년 상반기 : 0.5967/2006년 하반기 :
0.7160/2007년 : 0.7673/2008년 : 0.7732/2009년 : 0.7472/2010년 0.7585/2011년
0.7435

2011년도의 평균 종합사회보험료율은 40.36%이고 이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된 F는 0.7435인데 이를 위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0.7435×400+(2-0.7435)×(월 임금총액-400)
=297.40+1.2565×(월 임금총액-400)
=297.40+1.2565×월 임금총액-502.60
=“1.2565×월 임금총액-205.20”
즉 2011년도에 월 800유로 미만을 버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2565×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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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월 600유로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산출

각 보험별 보험료율
(2011년도)

보험료
(보험료 부과
기준 수입 :
548.70유로)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부과
기준수입 :
600유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에서
사용자의
부담분을 뺀 금액)

질병보험료율 15.5%
(근로자 부담분 : 8.2%)

85.05유로

43.80유로

41.25유로

장기요양보험료율 1.95%
(근로자 부담분 : 0.975%)

10.70유로

5.85유로

4.85유로

연금보험료율 19.9%
(근로자 부담분 : 9.95%)

109.20유로

59.70유로

49.50유로

실업보험료율 3.0%
(근로자 부담분 : 1.50%)

16.46유로

9.00유로

7.46유로

전체

221.41유로

118.35유로

103.06유로

<표 6-2> 2003년 조정영역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합사회보험료 부담액 1)
월급

보험료 부과
기준 수입

사용자의
보험료부담액

근로자의
보험료부담액

월 임금총액
대비 근로자
부담분의 비율

400.01유로

239.81유로

83.40유로

16.60유로

4.15%

450유로

309.83유로

93.83유로

35.37유로

7.86%

500유로

379.85유로

104.25유로

54.15유로

10.83%

550유로

449.88유로

114.68유로

72.92유로

13.26%

600유로

519.90유로

125.10유로

91.70유로

15.28%

650유로

589.93유로

135.53유로

110.47유로

17.00%

700유로

659.95유로

145.95유로

129.25유로

18.46%

750유로

729.98유로

156.38유로

148.02유로

19.74%

800유로

800.00유로

166.80유로

166.80유로

20.85%

주: 1) Rolfs, Christian(2003), “Scheinselbständigkeit,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und
‘Gleitzone’ nach dem zweiten Hartz-Gesetz,” NZA,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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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2011년 조정영역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합사회보험료 부담액1)

월급

보험료 부과
기준 수입

사용자의
보험료부담액

근로자의
보험료부담액

월 임금총액
대비 근로자
부담분의 비율

400.01유로

297.41유로

78.90유로

41.10유로

10.27%

450유로

360.23유로

88.77유로

56.57유로

12.57%

500유로

423.05유로

98.63유로

72.06유로

14.41%

550유로

485.88유로

108.49유로

87.58유로

15.92%

600유로

548.70유로

118.35유로

103.06유로

17.17%

650유로

611.53유로

128.22유로

118.53유로

18.23%

700유로

674.35유로

138.08유로

134.03유로

19.15%

750유로

737.18유로

147.94유로

149.52유로

19.93%

800유로

800.00유로

157.80유로

165.00유로

20.63%

주 : 1) http://www.lohn-info.de/gleitzone.html.

당근로자가 버는 월 임금총액-205.20”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소정 보험료
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해당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월간 600유로만 버는 근로자의 경우에 보험료 부과 기준
수입은 “1.2565×60-205.20=548.70유로”가 된다. 즉 실제 임금총액인 600
유로가 아니라 548.70유로를 기준으로 이에 대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나
온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것이다. 월 임금총액 대비 근로자 부담분
의 비율은 월 임금총액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또한 F가 낮을수록 보험
료 부과 기준수입 금액이 낮아진다. 월 600유로를 받는 근로자의 종합사
회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1>과
같다. 참고로 조정영역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2003년 당시의 조정영역
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액과 2011년도의 조정영역에서의 사
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액은 <표 6-2> 및 <표 6-3>과 같다.
나. 직업훈련생에 대한 보험료 감면
월 325유로 이하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훈련생의 사회보험료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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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월 300유로를 지급받는 직업훈련생의 사회보험료
보험(보험료율)

근로자(직업훈련생)
부담분

노령보험(19.90%)
실업보험(3.00%)
요양보험(1.95%)

59.70유로
보험료 납부하지 아니함

의료보험(15.50%)
전체

사용자 부담분

9.00유로
5.85유로
46.50유로

0.00유로

121.05유로

자가 100% 혼자 부담한다. 예컨대, 월 300유로를 버는 직업훈련생을 위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산정하여 보면 <표 6-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4절 소 결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으로 성인 근로자를 주된 가입대상으로 하
는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
보험 가입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주변 집단에 속하는 국민에 대한 공공부
조 정책도 중요한 관심사로 논의되어 왔다.
독일 사회보장법제는 독일 기본법상의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
를 근간으로 하여「사회법전」제4권을 비롯한 각 사회보험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각권의 법규정들에 의해 규율된다. 독일「사회
법전」은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에 관하여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하
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사회국가
의 명령이 입법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과제를 부과하고, 이 경우 입법자는 형성의 여지를 갖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헌법적 보장은 의회의 법률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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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독일은 법률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원리를 토대로 개인이
사회보험이라는 공적제도 가입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는
논거를 통해 법정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
하고 있다. 한편 사회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제도에서 문제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사회보험 가입자의 동질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보험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본래 사회부조의 대상
이 되어야 할 국민을 어느 정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
제였다. 이를 너무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 저소득층 등의 주변집
단을 보호하는 데에는 긍정적이지만 일반적인 보험의 원칙과는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는 이른바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사회적 조정
내지 사회정책적 성격의 급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
된다. 결국 이러한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보험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일반과제 수행을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로 대
체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독일 사회보험제도는 2차대전 이후 계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는데 최근
의 변화와 개혁은 주로 보험재정 건전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마련
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질병보험의 경우 법정 질병보험 가입자 증대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였고,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의 타개를 위한 민간연금보험 가입 장려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독일 사회보험 재정조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사회법전」제4권 제
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독일 기본법은 연방에서 사회보험에 관한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관해서는 연방이
보조금을 부담한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법상의 규
정이 보험재정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
인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관례적으로는 질병
보험과 연금보험에서의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방보조금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본래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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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는 조화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독일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개혁의 일환으로
2003년 개정법에서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가 도입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측면뿐만 아니
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업급여나 공공부조에 의존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들로 하여금 우선 저임금 일자리에라도 취업하여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월 400.01유로 이상 800유로 미만을
버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 규정에 의해 별도로 산
정된, 일반근로자들에 비하여 낮은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임
금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자 부담분에 비하여 사용자부담분이 커지도록 설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독일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총액 중 상당금액이 사
회보험료로 공제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미만의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장기실업자들이 저임금 근로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을 원하지 않는 독일
특유의 현상이 문제된 것이다. 그러나 저임금 일자리 창출의 부정적 측면,
즉 근로조건의 악화, 근로자의 권리 방치, 기업 내 복지수준의 저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이 면제되거나 사회보험료 감면
이 적용되는 불완전고용 남용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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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프랑스 실정법상 사회보험료의 감면 제도는 다양하다. 이 제도들은 대
부분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대부분 신
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고용 정책의 틀 안에서 도입된 것
들이다. 예를 들면, “근교 재역동화지역(ZRU)”, “근교 자유지역(ZFU)”, “농
촌 재활성화지역(ZRR)” 등 특정한 지역에서 고용의 창출을 독려하기 위
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
들이 있다.
한편 이 밖에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용자의 사회보험
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86)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이것이다.87)

86) 사회보장법전 L. 241-13조.
87) 2002년 이전의 제도 현황에 대해서는 황준욱(2003),『미국․프랑스의 고용창출지
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8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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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험료 체계

1. 사회보험료의 정의
프랑스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
와 노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로 운
영되는 실업보험제도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및 부담금에 근거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묶어 보통 “사회적 보호 제도
(protection sociale)”라고 부른다.88)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라 하
면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가족수당제도 등 세 가지를 아우르는 의
미로 쓰인다.89) “사회보험제도(assuraces sociales)”에는 법정연금보험제
도90)와 의료보험제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제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즉 법정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만을 가리키며, 사용자
의 산재보험료와 가족수당기여금까지 포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사회보험료”를 법정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산재보
험료 그리고 가족수당기여금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
된 사회보험료에 더하여 기타 사회보장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여금
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사회보장기여금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88) Laborde, Jean-Pierre(2005),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PUF, p.2 이하.
89)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 241-13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별법이기도 하다.
90)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연금제도(retraite de base)와 노
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협정연금제도(retraite complémentaire)로 나뉜
다. 협정연금제도는 비관리직 임금근로자, 관리직 임금근로자, 공공부문 종사자,
비임금근로자 등 신분에 따라 단체협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만큼 그 종류도 다양
하다. 협정연금제도도 국가의 협약확대제도에 의하여 사실상 모든 근로자와 사용
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았다. 프랑스의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참고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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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료 부과 방식
프랑스의 사회적 보호 제도는 조세보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크
고,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나라이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표 7-1> 프랑스 사회보장기여금 항목과 부담률
기준

근로자

사용자

2.946유로
이하

6.65%

8.30%

총임금

0.10%

1.60%

의료보험료

총임금

0.75%

13.10%

가족수당기여금

총임금

-

5.40%

산재보험료

총임금

-

평균 2.30%

실업보험료

11,784유로
이하

2.40%

4.00%

사회보장세(CSG+CRDS)

총임금

8.00%

-

기업연금(10인 이상 기업)

추가적
기업연금의
사용자
기여금

-

8.00%

주택수당기금(모든 사용자)

2.946유로
이하

-

0.10%

법정연금보험료

주택수당기금(20인 이상 기업)

총임금

-

PSS 이하
0.40%
PSS 초과
0.50%

교통기금(일부 지역에서 10인 이상
기업)

총임금

-

변동

11,784유로
이하

-

0.30%

2,946유로
이하

3.80%

5.70%

2,946～8,838
유로

8.90%

13.30%

임금채권보장기금

비관리직 근로자 협정연금보험(AR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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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 계속
기준

관리직 근로자 협정연금보험(ARRCO)

관리직 근로자만의 협정연금보험
(AGIRC)을 위한 예외적 기여금(CET)
APEC(협정연금보험 추가 기여금)
관리직 사망보험
건설기금(20인 이상 기업)

2,946유로
이하
2,946～
11,784유로
11,784～
23,568유로
23,568유로
이하
2,946～
11,784유로
2.946유로
이하
총임금

근로자

사용자

3.80%

5.70%

8.60%

13.90%

7.70%
이상

12.60% 이상

0.13%

0.22%

0.024%

0.036%

-

1.50%

-

0.45%
0.50%
(250인 이상
기업 0.60%)
0.18%
1.60%
(파견기업
2%)
1.05%
0.55%
4.25%

도제세

총임금

-

도제발전추가기금

총임금

-

직업훈련기금(20인 이상 기업)

총임금

-

직업훈련기금(10인 이상 20인 미만)
직업훈련기금(10인 미만)
임금부과세(부가가치세 미부과 임금)

총임금
총임금
총임금

-

주 : PSS(사회보장기여금 부과 상한 기준) : 월 2,946유로.
자료 : NET-IRIS (http://www.net-iris.fr)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정연금보험료
프랑스의 임금근로자는 일정한 상한 기준91)까지 임금소득의 6.65%를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총임금의 0.10%를 납부한다. 사용자는 전자와 후
자에 대해서 각 8.30%와 1.60%를 납부한다.
91)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부과 상한 기준은 월 2,946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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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험료
근로자는 의료보험료로 총임금의 0.75%를, 사용자는 총임금의 13.10%
를 납부한다.
다. 가족수당기여금
가족수당을 위한 기여금은 사용자만 납부하는데, 총임금의 5.40%이다.
라.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만 납부하는데,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비율은 산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평균 2.30% 정
도의 수준이다.
마. 실업보험료
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회보장제도가 아
니라 노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실업보험료는 사회보장 분담금 상한선의 4배, 즉 11,784유로까지는 2.40%
이며, 사용자는 4.00%이다.
바. 사회보장세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장 분담금 외에 프랑스의 임금근로자는 일반사회
보장기여금(CSG) 명목으로 총임금의 97%에 대하여 7.50%를 납부하고,
사회보장부채환불기여금(CRDS) 명목으로 총임금의 0.5%를 납부한다. 이
둘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목적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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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1.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배경
프랑스에서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는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 문
제가 심각해진 이유로는 세 가지 정도가 지적된다.92)
첫째, 자유무역과 국제경쟁의 격화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위해 비숙련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여되는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비숙
련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둘째, 자유무역으로 인해 비숙련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상품 시장에 저
임금 국가의 상품이 대거 유입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은
약해졌고, 해당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던 비숙련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
었다.
셋째, 실업이 만연되자 자신의 숙련도보다 낮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
자리에 취업하는 이른바 하향취업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비숙련 일
자리가 숙련 근로자에 의하여 점유되었고, 비숙련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사용자들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노동 비용이 생산성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노동 비용을 낮추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노동 비용을
낮추는 방법에는 임금 수준을 더 낮추는 방법과 법정최저임금제도를 손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없는 방
법이었고, 결국 남은 방법은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이었다. 사실상, 이는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거의 유일한 해
92) Euzéby, Alain(2000), “L’allégement des cotisations sociales patronales : quels
espoirs pour l’emploi?,” Droit social, n° 4 Avril,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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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으로 간주되었다.

2.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연혁93)
가. 1993년 7월 1일 이후
법정최저임금(Smic)의 1배에서 1.1배 이하인 임금에 대해서 가족수당
기여금의 100%를 면제하고, 법정최저임금의 1.1배에서 1.2배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가족수당기여금의 50%를 감액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법정최저임금 수준(최대감면율이 적용되는 수준)에서 감면 제도의 대
상이 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제도 도입 이전의 사용자의 부담률을
총 30.70%로 보면94) 5.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그 결과 사용자의
부담률은 25.30%로 줄어드는 셈이다.
나. 1995년 9월 1일 이후
종전의 제도에 더하여 법정최저임금의 1.33배까지 점진적으로 일정액
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법정최저임금 수준에서 월 800프랑을
환급(사용자의 보험료 감면율이 18.2%로 확대)함으로써 법정최저임금 수
준에서 사용자의 부담률은 12.5%로 축소되었다.
다. 1996년 10월 1일 이후
가족수당기여금 감면 제도와 환급 제도를 통합하여, 법정최저임금의

93) Henriot-Olm, Christine(1997), “Allégement des charges sur les bas salaries :
Stratégie de l’entreprise et effets sur l’emploi,” Travail et Emploi, n° 73, p.53;
Turquet, Pascale(2002), “Les allégements de cotisations sociales dans le cadre
des politiques publiques d’emploi françaises : objectifs et conséquences,”
Travail et Emploi, n° 90, p.69.
94) 법정연금보험 9.90%+의료보험 13.10%+가족수당기여금 5.4%+산재보험 2.30% (2011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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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배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점진적으로 감
면하는 제도로 단일화하였다. 법정최저임금 수준에서 사용자의 부담률은
12.5%로 변화가 없다.

라. 2000년 1월 1일 이후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종전의 제도에 더하여 점진
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감면액은 법정최저임금 수
준에서 연간 21,500프랑이며, 법정최저임금의 1.8배부터는 4,000프랑. 법
정최저임금 수준에서 사용자의 보험료 감면율은 26.0%로 확대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률은 4.7%로 축소되었다.
마. 2003년 7월 1일 이후
법정최저임금의 1.6배 미만의 임금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기
업 규모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26%까지 감면 제도를 적용하였다.
바. 2007년 7월 1일 이후
2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상한을 28.1%로 확대하였다.
사. 2011년 1월 1일 이후
감면액의 산정 기초를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였다. 또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 종류에서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감면 대상 보
험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률이 28.4%로 변경되었다. 2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법정최저임금 수준에서 감면율(최대감면율)은 26%, 사용자의 부담
률은 2.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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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프랑스의 제도 연혁
내용

사용자의
최대감면율

1993. 7. 1.

Smic 1.1배 이하 : 가족수당기여금의 100% 감면
Smic 1.1배에서 1.2배까지 : 50% 감면

5.4%

1995. 9. 1.

종전 제도 + Smic 1.33배까지 점진적으로 일정
액 환급

18.2%

1996. 10. 1.

Smic 1.33배까지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점진적
감면

18.2%

2000. 1. 1.

종전 제도 + 35시간제 실시 기업에서 감면 혜택
부여

26%

2003. 7. 1.

Smic 1.6배까지 기업 규모 구별 없이 최대 26%
감면

26%

2007. 7. 1.

2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상한을 28.1%
로 확대

28.1%
(20인 미만)

2011. 1. 1.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 산재보험료 감면
제외.

26%
(20인 이상)

3.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현행
가. 저임금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법정최저임금(Smic)의 1.6배(시간당 14.4유로) 미만의 임금(1 Smic≦
임금<1.6 Smic)을 말한다.95)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간당 법정최저
임금은 9유로이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월로 환산
하면 1,365유로이다(계산식 : (9유로×35시간×52주)/12개월).

나. 어떤 사용자에게 적용되는가?
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특수한 근로

95) 여기서 말하는 저임금은 통계상 저임금(중간임금의 3분의 2 미만)과는 다른 개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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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원, 광부 등)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농업근로
자의 사용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권을 갖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들 가운
데 일부(가령, 국영기업)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다. 감면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는?
2010년까지는 법정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족수당기여
금이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가족수
당기여금이다.
<표 7-3> 감면 대상 사회보험료
기준

근로자

사용자

2,946유로 이하

6.65%

8.30%

총임금

0.10%

1.60%

의료보험료

총임금

0.75%

13.10%

가족수당기여금

총임금

0

5.40%

법정연금보험료

라. 얼마나 감면되는가?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액에 일정한 계수를 곱한 금액이 감면액이다. 감
면액은 각 근로자마다 연 단위로 계산되며, 최대감면액은 기업의 상시 사
용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계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20인 이상 : (0.26/0.6)×(1.6×연 단위 Smic/연간 총임금액-1)
- 20인 미만 : (0.281/0.6)×(1.6×연 단위 Smic/연간 총임금액-1)
계산의 기초가 되는 연간 총임금액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대기시간은 제외된다. 또한
일정한 가산율을 곱한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가
산된 임금 부분은 25%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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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단위 Smic=Smic×1,820 또는 16,380유로(9유로×35시간×52주)
- 20인 이상 기업에서 0.2600 이상의 계수가 나오는 경우 0.2600으로
하고, 20인 미만 기업에서 0.2810 이상의 계수가 나오는 경우 0.2810
으로 한다.
요컨대, 2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총임금액의 26%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20인 미만 기업에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총임금액의
28.1%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마. 파견기업의 추가 감면
파견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10%를 가산해 준다. 파견근로자에게
연차휴가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 제도이다.
바. 감면제도와 연례임금교섭의무의 결합
2009년 1월 1일부터는 사업 내에 대표적 노동조합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어 해마다 사업 단위의 임금교섭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
한다. 우선, 교섭의무를 불이행한 연도에 대하여 감면액의 10%를 삭감하
고, 3년 연속으로 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액의 100%
를 삭감한다.96)
사. 몇 가지 통계 수치97)
- 해당되는 근로자 수 : 약 1,050만 명
- 총 감면액: 223억 유로(2009), 219억 유로(2010), 212억 유로(2011)98)
96) 2008년 12월 3일 법.
97)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1 : Travail et emploi.
98) 이 감소 추세는 부분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감소에서 기인하며, 또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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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 가
저임금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한
연구는 많지만, 제도 시행 이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99) 시앙스 포(Sciences Po)의 경제학 연구 센터인 OFCE
는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저임금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토론회”를 개
최하고, 그 내용을 2003년 4월호 기관지에 실었다.100)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사회보험료 감면이 고용에 미
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미약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인다. 위 토론회 보
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7건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4>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자
Malinvaud (1998)
INSEE-DP-DARES

효과
10년 후에 30만～40만 개의 고용 창출
5년 후에 25만 개의 고용 창출
장기적으로 21만 개의 고용 창출(비숙련 노동이
Audric, Givord et Prost (2000)
다른 요소로 대체되는 탄력성을 0.7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21만 개의 고용 창출(탄력성 0.7), 탄력
Laffargue (2000)
성을 2.5로 했을 때에는 80만 개의 고용 창출
L'Horty (2000)
장기적으로 28만 개의 고용 창출(탄력성 1)
Laroque et Salanié (2000)
장기적으로 49만 개의 고용 창출
1997년에 이미 46만 개의 고용 창출
Crépon et Desplatz (2001)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비판
적인 견해 제시)

년부터 감면액의 산정 단위를 월이 아니라 연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
다(cf. le rapport Sénat n° 88, tome VII, fait par Alain Vasselle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99) 사후 연구의 부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1993년 제도 도입 이후 8차
례나 개정되는 등 지나치게 잦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정치적 의제에 쉽게 포함될 수 있는 사
전 연구와는 달리 사후 연구는 그러한 동기가 적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다 등등.
100) “Débat sur les allègements de cotisations sociales sur les bas salaires du 14
mars 2003”, Revue de l’OFCE, avril 2003, pp.210～234 (http://www.ofce.sciences-po.fr/
pdf/revue/5-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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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1> 프랑스의 연금제도
법정연금보험

협정연금보험

민간임금근로자
농업근로자
농업관리직
상공업관리직
상공업근로자
특수기업근로자
공공민간근로자

+

MSA

+

Régime
général de la
Sécurité
sociale
(CNAV)

+

+

ARRCO

+

AGIRC

+
+

CRPN (선원)

+

IRCANTEC

공무원
국가공무원

Régime des agents de l’Etat

지방/의료공무원

공공부문

+

CNRACL
CANSSM, ENIM, FSPOEIE,
CRPCEN, RATP, SNCF, CNIEG,
프랑스중앙은행, 코메디프랑세즈,
오페라 드 파리 등

비임금근로자
농업인

MSA

상공업수공업자

RSI

자유업

CNAVPL (CAVOM, CARMF,
CARCDSF, CAVP, CARPIMKO,
CARPV, CAVAMAC, CAVEC,
CIPAV, CRN)

종교인

CAVIMAC

+

ARRCO

자료 : AGIRC et ARRCO (http://www.agirc-arrc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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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2> 프랑스의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관련 법 조문

<사회보장법전 L. 241-13조>
I. ― 법정최저임금의 160% 미만의 임금에 대하여 사회보험과 가족수
당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사용자의 보험료는 점진적 감면의 대상이 된다.
II. ― 이 감면은 노동법전 L. 5422-13조101)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사용
자가 부담하는 근로자와 노동법전 L. 351-12조, 3°102)에서 언급하는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개인 사업주인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한다.
이 감면은 사회보장법전 제7권 제1장103)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에 의하
여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원과 광부 및 법
원서기종무원(clercs et employés de notaires)을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에 속하는 사용자는 제외한다.
III. ― 감면액은 해마다 각 근로자에 대하여 계산한다. 감면액은 시행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L. 242-1조에서 정의되는 연간 보수총액104)
에 지수를 곱한 값과 같다. 이 지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식의 적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지수는, 노동법전 L. 3121-22조 I105)과 농어업법전
101) 노동법전 L. 5422-13조 : 사용자가 직접 실업급여의 부담과 관리를 책임지는 L.
5424-1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들을 제외하면, 모든 사용자는 고용 상실의 위험에
맞서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 및 외국에서 근로하는 프랑스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
든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보험 가입은 거부될 수 없다.
102) 노동법전 L. 351-12조, 3° : 1959년도 예산안 제164조 I의 a에서 정의하는 사업과
회사 및 기관의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혼합경제회사에 속하는 근로자.
103)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규정.
104) 임금, 유급휴가수당, 제수당, 상여금, 현금 및 현물로 지급된 모든 금품, 봉사료
의 명목으로 직간접으로 지급된 금액 등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체
의 금품.
105) 노동법전 L. 3121-22조 제1항 : L. 3121-10조에서 정하는 주간 법정 근로시간 혹
은 이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25%의 비율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한다. 8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비율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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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713-6조106)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로와 추가근로107)에 대하
여 25% 또는 50%로 가산되어 지급되는 임금 및 2007년 10월 11일 시점
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확장된 단체협약의 적용에 따라 휴식 시간과 옷
갈아입는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L. 242-1조에서 정의되
는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과 연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법
정최저임금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근로자가 2010년 1월 1일 시점
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확장된 단체협약의 적용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는 간주근로시간제도에 속해 있는 경우, 그 가산된
임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에서 25%의 비율로
공제한다. 풀타임으로 고용되지 않거나 1년 전체에 걸쳐서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한 채 근로계약이 정지되는 근로자의 경
우에 감면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
한다.
지수의 최댓값은 0.26이다. 이 최댓값은 III의 1항에서 언급하는 관계가
1일 때 달성된다. 이 관계가 1.6에 달할 때 지수의 값은 영이 된다.
노동법전 L. 620-10조와 L. 1251-54조에서 의미하는 근로자108)를 1인
이상 19인 이하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지수의 최댓값을 0.281로 한다. 지수의 최댓값에 도달하는 때와 영이 되
는 때는 전항에서 언급된 조건과 같다.
0.281의 최댓값은, 노동법전 L. 1253-1조와 L. 1253-2조에서 규정하는
106) 사회보장법전과 노동법전 사이에 조문 숫자의 준용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종종 발견된다. 각주 105에서 인용한 노동법전 L. 3121-22조는 두 개의 항으
로만 되어 있을 뿐, I, II, III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농어업법전 L.
713-6조는 현행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107) 초과근로(heures supplémentaires)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
하며, 추가근로(heures complémentaires)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법정근로시
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추가근로
는 약정근로시간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시간부터 2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108) 파견기업의 상용근로자 및 지난 1년간 적어도 3개월 이상 파견계약을 체결한 파
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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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집단109)의 경우에 있어서, 노동법전 L. 620-10조에서 의미하는 근
로자를 최대 19인 사용하는 사용자집단의 구성원인 사용자의 근로자로서
1년 동안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IV. ― 노동법전 L. 1251-19조에서 규정하는 유급휴가보상금110) 지급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휴가 지급이 노동법전 L.
3141-30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기금111)에 가입된 사용자들 사이에 협동조
합 방식으로 처리되는 직업에서, III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진 감
면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가산한다. 본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은
그러한 보상금 명목으로 상기 보상기금에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적
용되지 않는다.
V. ―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감면
의 구체적 방법 및 1년 동안 적용된 감면액과 계산된 감면액 사이에 혹
발생하는 차액의 정산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VI. ― 본조의 규정에 따른 혜택은 L. 241-18조에 규정된 일괄공제112)
와 중복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의 규정에 따른 혜택은 다른 제도
에 의한 사용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비율이나 부과 기준액 또는 포괄금액의 적용과 중복될 수
없다.
109)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용자들이 소속 근로자를 집단의 회
원인 사용자들 사이에 상호 파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비영리적 사용자집단.
110) 파견근로자가 수행한 각 파견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가지 못하는 대신 돈으
로 받는 보상금. 보상금의 금액은 파견기간에 비례하여 정해지지만,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임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111) 해당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유급휴가기금.
112) 추가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액이 조세법전 81 quater, I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험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일괄공제한다. 이
금액은 근로자 수 2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조세법전
81 quater, I의 1°,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일에 대해서도 상기 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찬가지로 일괄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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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113) ― 사용자는 본조의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
의 내용과 형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VII. ― 사용자가 1년 동안 노동법전 L. 2242-8조 1°에서 정의하는 의
무114)를

노동법전 L. 2242-1조 내지 L. 2242-4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감면액은
10% 삭감된다. 사용자가 이 의무를 3년 연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감면액의 100%를 삭감한다.
VIII. ― 감면액은 명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 위 I에서 언급
된 사회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비 고>
2010년 12월 29일 법률 제2010-1657호, 201조 : 본조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적용된다.

113) VI 다음에는 VII이지만, 국가법률정보서비스 Legifrance(http://www.legifrance.
gouv.fr)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이하 VII, VIII도 마찬가지다.
114) 사업 내 적용될 실제 임금에 관한 사업별 연례교섭의무.

제8장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논의 검토 177

제8장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논의 검토

제1절 머리말

보험 가입 의무에 기초하여 보호 관계가 성립하는 사회보험 제도에서
의무 기피, 특히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을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은 사회보
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detection and sanction)라는 행정적인 수단
이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
용보험 성립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 성립 조치를 실시
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
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
화된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의 취업 및 소득 정보에 대한 공적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징수 당국의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정보 공유를 확대하
더라도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발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
하기 어렵다.115)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115) 이병희(2011. 10),「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고용주도형
복지전략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촉진 방안』, 개원 23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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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사회보험료
율은 공제가 없고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율(flat-rate contribution
rates)을 부과한다. 또한 사회보험료는 적용 대상 확대, 재정안정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동일한 보
험료율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자의 상대
적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매우
낮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자
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이들을 사회보험 제도에 편입시
켜 공식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116)
잘 알다시피 한국의 기존 사회보험법 중에는 보험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감면 제도를 검토
한 후, 현재 국회에서 심의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관련 의원입
법안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기존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1. 기존 감면정책의 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116) 이병희, 앞의 글, p.108.

제8장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논의 검토 179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
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
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법 제
22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
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
항은 “법 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
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7)
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는 지역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지
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118)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에 의하
면, ①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
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⑤ 휴직자, ⑥ 그 밖
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
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
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제66조의2 제2
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하면 위 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도서･
117) 그 외에도 시행령 제30조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 보험료의 경감을,
제30조의4는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의 경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1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담당 입법조사관 이수진), ｢국민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1. 11(이하 “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
토보고서”라고 인용함),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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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①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②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
의 읍･면 지역 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③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
다. 위 규정에 따라 현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22%를 경감하고 있다.119) 또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
로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120)
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
하고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국가
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
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전부개정) 부칙 제7조는 “농어업인으로서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
정법률 제10조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
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게는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119)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8호)
제4조(농어촌 경감) 영 제43조의3 제2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로서 규칙 제36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
의 22를 경감한다.
제6조의1(저소득 세대 보험료 한시 경감)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저소득 세
대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0)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세대당 평균 15만 3,000원의 보험료를,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세
대당 평균 7만 9,000원의 보험료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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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기준소득금액
79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금액 미만인 자는 본인 보험료의 50%를, 기
준소득금액 이상인 자는 35,550원을 정액 지원하였다.121)

2. 기존 지원정책의 특징
기존 제도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 계층
일반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농어촌 지역
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감면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도는 저소득 계
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으로서의 성격이 있긴 하나, 소득이 높은 경우
에도 일률적인 보험료 감면 또는 일정 정도의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저소득 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현행 사회보험료 감면 규정은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 감면
여부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적 조치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보험료 감면을 청구하는 절차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것 역시 개인이 관련 절차를 이용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개별 사회보험법마다 별도의 감면․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적
용 기준이나 절차가 상이하다.
넷째, 현행 사회보험료 감면 규정은 단지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는 점
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감면된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예컨대 고용․산
재보험의 경우 2009년 5월부터 7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121) 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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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
으로 자진신고하면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한시적
으로 시행하였고, 건강보험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한시
적으로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50%를 경감한 바 있다.122) 그런데 연체 고용․산재보험료를 면제하는 정
책의 시행 경험은 부분적인 지원이 사각지대 해소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을 면제하
더라도 이후의 보험료 부담은 여전하고, 더 큰 이유는 고용․산재보험료
가 면제되더라도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 연계되어 보험료율이 더 큰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
다.123)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안

1. 의원 입법안 개관
가. 입법 경과
최근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관련 의원 입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김성식 의원 대표 발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
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이병희(2011. 10), 앞의 글, p.103; 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p.25.
123) 이병희(2011. 10), 앞의 글,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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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 :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
한 법률｣안.
김성식 의원안은 2011년 8월 8일 발의되었고,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경 의원안은
2011년 9월 9일 발의되었고,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는 김성식 의원안과 동일하지만 관련 내용을 하나의 단일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법화하고자 한다. 이주영 의원안은 2011년 10월경에 발의
되었고,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로 한정하는 데 특징이
있다.
한편 2011년 9월 9일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영
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및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국고 지원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고 지원은 사각지대가 상대적
으로 넓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이루어지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며,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그리고 그
지원 수준은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 3분의 1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고,
2012년 상반기 준비사업 실시 후 하반기(2012년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124) 실제 201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의 지원 범위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한정하였고,125) 지원 요건도 이
주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되 준비사업 시 이미경 의원안을 고려하여 일
부 지역에 한하여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늘려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기로 하면서 이주영 의원안에 따른 소요예산에 맞춰 예산(안)이 제출되었
다.126)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들
124) 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p.18.
125)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외에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대부분 보호(95.5%)
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126) 사회보험료 국고지원액은 201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신규 사업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편성되어 670억 원(준비사업비 68억 원, 본사업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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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보험료 지원법을 제정하기보다는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보고를 하였다.127) 2011년 12월 12일 현재 보험료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관한 의원입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128)
나. 의원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129)
1) 김성식 의원안
①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
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
무하는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
히 부진한 실정임.
또한 현재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
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고용불안층 대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
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②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
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p.19).
1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창희 전문위원(담당 입법조사관 정석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건) 및 저임금근로
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1건) 검토보고서｣, 2011. 11(이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로 인용함), p.6.
128) 본 연구가 종료된 2011년 12월 31일, 국회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가운데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129) 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pp.2～3; 2011. 11.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 검토보고서,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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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이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
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
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
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의3 신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관
련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함]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관련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함]
2) 이주영 의원안
①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은 1995년 제도 도입 이래
실업의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입률이 낮은 실정임.
따라서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자 하는 것임.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
업장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며,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2월 말까지에서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하고 저임금근
로자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
인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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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소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
보험료 지원방안이 고용보험 적용 촉진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10 제1항, 제21조 신설, 제22조의3, 제
22조의4 신설, 제24조).
②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의 확
대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적용 근로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
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해당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
담을 줄이고 사업장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
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의3 신설).
3) 이미경 의원안(사회보험료 지원법안)
① 제안 이유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
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 가입이 더욱
필요한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임.
이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소득 및 임금수
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저임
금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고용불안층 중 상
당수가 사회보험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저임금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저
임금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
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영세사업주의 사회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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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기 위하여 저임금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
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저임금근로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
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3조).
<표 8-1> 각 의원입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 의원안
이주영 의원안

지원대상인
사회보험

지원 요건

지원상한
규정
과거보험료
면제규정
지원금액의
환수규정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
이미경 의원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 대통령으로 위임(예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
만 사업장, 주당 평균근 편성상 : 상시근로자수 만 사업장, 주당 평균근
로시간 36시간 이상, 최 5명 미만 사업장, 주당 로시간 36시간 이상, 최
저임금의 100분의 130 평균근로시간 15시간 저임금의 100분의 130
이하인 보수를 받는 근 이상, 최저임금의 100 미만인 보수를 받는 근
로자와 그를 채용한 사 분의 120 미만인 보수 로자와 그를 채용한 사
업주
를 받는 근로자와 그 업
를 채용한 사업주
부담보험료의 100분의 없음
부담보험료의 100분의
50
50을 상한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없음
있음(취직신고일 이전 없음
의 고용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없음
없음
있음(거짓이나 그 밖
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환수)

자료 : 2011. 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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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각 의원입법안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 및 소요 예산 비교
김성식 의원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주영 의원안
고용보험

지원대상

지원 요건

이미경 의원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
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 대통령으로 위임(예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
만 사업장, 주당 평균 편성상 : 상시근로자수 만 사업장, 주당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명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 00 분의 평균근로시간 15시간 최저임금의 100분의
130 이하인 보수를 받 이상, 최저임금의 100 130 미만인 보수를 받
는 근로자와 그를 채용 분의 120 미만인 보수 는 근로자와 그를 채
한 사업주
를 받는 근로자와 그 용한 사업주
를 채용한 사업주

총 4,165억 원
총 343억 원(2,296억 원)
법률에 따른 (1조 1,210억 원)
-고용보험 : 343억 원
1년 지원 예 - 고용보험 : 1,296억 원 (국민연금 : 1,953억 원)
산 소요
- 산재보험 : 2,868억 원
(타법에 의한 (국민연금 : 4,282억 원)
예산 소요) (건강보험 : 2,764억 원)

총 7,855억 원
- 고용보험 : 578억 원
- 산재보험 : 758억 원
- 국민연금: 3,854억 원
- 건강보험: 2,488억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177억 원

추계의
주요가정

지원대상자의 100% 가 기가입자+미가입자의
입, 보험료 지원금액=부 50% 지원, 보험료의 1/3
담보험료×{[(최저임금 지원
×1.3-임금)÷(최저임금
×1.3-최저임금)]×0.4+0.1}

지원대상자의 100% 지
원, 보험료의 지원비율
은 최저임금 110 미만
50%, 120 미만 40%, 130
미만 30% 지원

추계기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자료 : 2011. 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p.9.

2. 검 토
가. 입법 방식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그 대상자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지원 대상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방식(권리형)이
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재량적인 것으로 정하는 방식(재량형)이다. 권리

제8장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논의 검토 189

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하여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고, 재량형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국가의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논쟁은 곧바로 입법
형식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권리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회보험
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재량형
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것을 지지한다.130)
김성식 의원안은 개별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조항
을 신설하고, 그 지원액 산정 방식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방식을 택
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안은 특별법 제정 방식의 입법을 제안하면서 상한
선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지원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에 이주영 의원안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은 대통령령에
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사회정책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이 중요하게 고려
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보다도 국
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 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 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
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사회정책의 실시에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
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
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광범
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등 참고).131)
그러나 국가의 재정 부담이나 그 탄력적 운용의 장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형 접근
방식(right-based approach)이 더 타당하다. ILO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130) 강성태(2011. 10),「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쟁점」,『고용주도형 복
지전략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촉진 방안』, 개원 23주년 기념 토론회 자
료집, 한국노동연구원, p.149; 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p.29.
131) 강성태, 위의 글,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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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안(국민연금)

이미경 의원안

이주영 의원안(국민연금)

제88조의3(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
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
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이하 이 조에서 “부담보
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원금액은 부담보험
료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무할 것
2.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일 것
3. 임금(「근로기준법」제2
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저임금의 100
분의 130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
라 산출하되, 사용자에 대
한 지원금액을 산출할 때
임금은 제1항에 해당하
는 근로자 전체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지원금액=부담보험료×
{[(최저임금×1.3-임금)÷
(최저임금×1.3-최저임
금)]×0.4+0.1}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대
상) ① 정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
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
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보험료(이하 “사회보험
료”라 한다) 중 제4조에
서 정한 금액을 그 근로
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
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무할 것
2.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근로기준법」제2조제
5호에 따른 임금이 최저
임금의 100분의 130 미
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
로자 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회보험료 지원금
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
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는 제3조에 따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한한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
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료의 100분의 50을 상한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2호 내지 5호는 생략]

제88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
의 규모 및 근로자의 소
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 제8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연금보험
료 중 근로자 본인이 부
담하는 기여금 및 그 사
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
험료의 지원 수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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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급권, 수급 요건 및 절차적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이것들은 법률
등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132) 이 지적은 사회보험
료 지원 정책에서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133)
더욱 중요한 이유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 사회
보험료 지원정책은 비공식고용의 공식고용으로의 전환, 사회보험료 사각
지대의 해소 등을 지향하며, 특히 현재의 근로빈곤층이 장래의 노년빈곤
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가 효
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그것을 개인의 권리로서 적극적
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권리로서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에
게 사회적 낙인 등의 부정적 효과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
다.134)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상당한 예산의 투
입이 요구되고,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면 국가 예산의 확정과
그것의 적정한 집행 및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회가
법률로써 이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135)
결국 권리형 혹은 권리 기반형 접근 방식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실
효성 있게 시행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한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사회보험료의 전체 부담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통일적 접근이 좀 더 수월한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방안
을 검토할 만하다.
나. 지원 대상
1) 근로자 개인 단위 지원 방식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근로자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

132)
133)
134)
135)

International Labour Office(2011), Social Security and the Rule of Law, p.7.
강성태, 앞의 글, p.149.
강성태, 앞의 글, p.149.
강성태, 앞의 글,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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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안전망의
확충뿐만 아니라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는,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대상을 가구가 아닌 근로자 개인 단위로 접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ndividual-based approach).136) 이는 자영업자
등에 관한 소득 파악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다. 만약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정
책을 실시할 경우, 그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137)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
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주영 의원안은 보험료를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
체 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현행 보험료징수법을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안)
현

행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
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
한다.

② ∼ ④ (생 략)

136) 이병희, 앞의 글, p.114.
137) 이병희, 앞의 글, pp.115～116.

개

정

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 개인별
월
평
균
보
수
--------------------------------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
-------------.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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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 쌍방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는 다양하고 노사 양쪽 모두에 존재한다.
먼저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기피(contribution evasion)는 현상적으로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과 비교하여 보장이 충
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당장의 생활 부담 때문에 가입 대상자가 가
입을 기피할 수 있다.138)
또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중
요한 요인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영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에139) 달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
다.140) 나아가 소득원이 누출될 경우 사용자는 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이 동반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 사실을 신고하
지 않거나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 형태를 취하여 사용자 책임을 기피하
는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종사하
는 근로자의 일부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141)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
야 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모든 의원입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
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142)
138) 이병희, 앞의 글, p.107.
139) 4대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총 9.89%) : 국민연금 4.5%+건강보험 2.82%+산재보
험 1.77%+고용보험 0.8%.
140) 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p.27.
141) 이병희, 앞의 글, p.107.
142) 경영계 쪽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 소규모 기업
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 사용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임금 수준이 낮아 장래에 혜택을 보게 되는 사회보험 가입 대신 가입 비용을 임
금으로 보전받으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할 경
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보게 되므로 국민연금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국
민연금 가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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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안(국민연금)
제88조의3(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
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
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이하 이 조에서 “부담보
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이미경 의원안
제4조(사회보험료 지원금
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주
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는 제3조에 따른 근로자
를 고용함으로써 부담하
는 사회보험료에 한한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
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료의 100분의 50을 상한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3.「국민연금법」제88조
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
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
료의 100분의 50을 상한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제
62조 및 제67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
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
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주영 의원안(국민연금)
제88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
의 규모 및 근로자의 소
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 제8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연금보험
료 중 근로자 본인이 부
담하는 기여금 및 그 사
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
험료의 지원 수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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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요건
의원입법안은 모두 국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대
상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의원입법안들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임금, 근로
시간 등 세 가지 요건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김성식
의원안은 30명 미만 사업장을, 이미경 의원안은 10명 미만 사업장을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삼고 있다. 이주영 의원안은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김성식
의원안과 이미경 의원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
성식 의원안은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근로자를, 이미경 의원안
은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주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 범위 내의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김성식
의원안과 이미경 의원안은 근로시간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김성식 의원안은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이미
경 의원안은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
로 삼고 있다. 이주영 의원안은 이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일종
의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보호 필요성이 높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임금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중위임금의 3분의 2
수준이고,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의 130% 수준이 이에 근접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
지 않도록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를 우선적
인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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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안

이미경 의원안

이주영 의원안

사업장
규모

30명 미만

10명 미만

시행령 위임

근로자
임금

최저임금 130%
이하

최저임금 130%
미만

시행령 위임

근로
시간

주 36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지 여부가 문제된다.143) 앞에서 살펴
본 의원입법안은 법정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를 지원 대상을 정하는 자격
요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최저임금 미
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그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 준수율(compliance rate) 제고를 통
해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한정
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4)
4) 지원금의 산정 방식
사회보험료 지원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김성식 의원안은 그 상한선
(보험료의 100분의 50)과 지원금 산정 방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미경 의원안은 상한선(보험료의 100분의 50)만을 법률에서 정하고 지
원금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안은 상한선 및
지원금 산정 방식 모두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 기반형 접근 방식의 장점을 고려할 때, 지원금 산정방식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지원율)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실제 수혜율을 결정짓
는 중요한 정책 변수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업
주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와 소득의 공
개에 따라 유발되는 조세 부담을 상쇄하거나 적어도 경감을 체감할 만
143) 이병희, 앞의 글, p.112.
144) 이병희, 앞의 글,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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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안(국민연금)

이미경 의원안

이주영 의원안(국민연금)

제88조의3(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
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
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이하 이 조에서 “부담보
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원금액은 부담보험
료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내지 3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
라 산출하되, 사용자에 대
한 지원금액을 산출할 때
임금은 제1항에 해당하
는 근로자 전체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지원금액=부담보험료×
{[(최저임금×1.3-임금)÷
(최저임금×1.3-최저임
금)]×0.4+0.1}

제4조(사회보험료 지원금
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
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료는 제3조에 따른 근로
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담
하는 사회보험료에 한한
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
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료의 100분의 50을 상한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2.「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
의 50을 상한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국민연금법」제88조
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
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
료의 100분의 50을 상한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제
62조 및 제67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
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100
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88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
의 규모 및 근로자의 소
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 제8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연금보험
료 중 근로자 본인이 부
담하는 기여금 및 그 사
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보험료의 지원 수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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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의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45)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한을 80% 수준까지 올려 좀 더
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청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한다면, 50～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할 듯하다.
5) 지원 방식
가) 지원금의 지원 절차
지원금의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김성식 의원안은 그 지원 절차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안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
고, 그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지급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에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안은 보험료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
록 위임하고 있다. 권리 기반형 접근 방식의 측면에서 법률에 그 지원 절
차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성식 의원안(국민연금)

이미경 의원안

이주영 의원안(국민연금)

제88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
는 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보험료 지원금
액의 지원) ① 정부는 제
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한 후 제4조에 따른 사
회보험료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
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
인 지급 시기, 지급 방
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
금보험료의 지원방법,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
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
여 고시한다.

145) 이병희, 앞의 글,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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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김성식 의원안과 이주영 의원안은 별
도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 반면에 이미경 의원안은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신고 및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 기반형 접근 방식의
장점을 고려할 때, 법률로 지원 신청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경 의원안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신고 및 증명)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
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고에 필요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3조
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
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
주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
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 “근로복지공단 등”이라 한다)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첨부한 사회보
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등은 사회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 부정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환수와 관련하여, 김성식 의원안
과 이주영 의원안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미경 의원안은 그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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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주 및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환수 절차는 필요하고,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
직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점을 들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은 형벌권의 남용 또는 과잉 처벌의 위험이 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이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벌이나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미경 의원안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환수) ① 정부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반납할 자가 해당 금액을 기간 내에 반
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
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
주나 그 신고를 대행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
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보험
사무대행기관에게 조사의 일시 및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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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책 규정 등
가) 연체 보험료의 면제146)
이주영 의원안은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업주가 보험
관계의 신고 및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보험료 등) 각각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하게 하고(안 제1항),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하였으나 해당 근로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 제22조의3(고용보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 특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 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업주가
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 (이하 “보험관계 성립신고”라 한다) 및
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
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이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라 한다)를 한 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주에게 부과하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
체금 각각(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
원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업주가 보험관
계 성립신고는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있어
그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일 이전의 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46) 2011. 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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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그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일 이전의
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항).
이주영 의원안이 보험료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
는 고용보험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
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주영 의원안의 취지는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
하여 소급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를 면제하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보험 가입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
는 대신에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근
로자의 보험가입기간이 같아져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금의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된다. 보통 고용보험법상의 지원은 보험의 가입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차등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자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던 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형평
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제 방식보다는 과거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책시켜 주지만
보험기간은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취득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 지원의 제한
이주영 의원안은 보험료 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
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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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안)
행
개 정 안
제22조의4(보험료 등의 면제에 따른 지
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에
따라 보험료 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
<신 설>
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에 따
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절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논의 비교

독일, 프랑스, 영국의 관련 제도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제안된 지원정
책을 비교하여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무엇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가?)이 조금씩 다르다. 독일의 경우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근
로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고용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
임금 분야 고용의 유인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기실업자들의 노동시
장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는 것, 다시 말해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영국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
유인의 제고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제안은 사회
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8-3>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 비교
독 일
프랑스
영 국

근로유인
일자리 창출(기업의 노동수요 촉진)
근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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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의 비교(2011년 기준)
독 일

조정영역의 근로자
(월급 400.01유로 이상 800유로 미만)

프랑스

법정최저임금의 100% 이상 160% 미만

영 국

소득하한선 이상 소득기준선 미만
(주급 102파운드 이상 136/139파운드 미만)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어느 정
도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정책의 대상인가?)가 다르다. 독일의 경우 기
준 지원 대상 근로자는 이른바 조정영역에 속하는 근로자(2011년 기준 월
급 400.01유로 이상 800유로 미만인 경우)이다. 월급이 400유로 이하인 이
른바 한계고용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최저임금(Smic)의 1.6배(시간당 14.4유로) 미만의 임금(1
Smic≦임금<1.6 Smic)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2011년 1월 1일
기준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9유로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면 1,365유로). 영국의 경우 주간 소득이 소득하한
선(LEL) 이상 소득기준선(ET) 미만인 경우이다. 2011～201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 근로자는 1종 근
로자보험료에서는 주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9파운드 미만인 경우이고,
1종 사용자보험료에서는 주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6파운드 미만인 경
우이다. 국내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의 120% 또는 130% 이하의 저임금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의 대상(누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가?)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자신의 보험료가
지원 대상이다. 즉 조정영역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
에 비하여 낮은 요율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인 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감면되는 보험료율은 소득에 따라 점감
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감면하여 준다. 즉 임
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특수한 근로자(선
원, 광부 등)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농업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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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의 비교
독 일

근로자의 부담분

프랑스

사용자의 부담분

영 국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자보험료 부담분

사용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권을 갖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들 가운데 일
부(가령, 국영기업)가 적용 대상이 된다. 감면되는 보험료는 2011년 1월 1
일 기준 법정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가족수당기여금이다. 감면액은 각
근로자마다 연 단위로 계산되고, 최대감면액은 기업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다. 영국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의 실제적 효과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2011〜201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경우 대상 소득
(주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9파운드 미만인 경우)의 1종 근로자보험료
전액으로 통상 근로자의 보험료율 12%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사
용자의 경우 대상 소득(주간 소득 102파운드 이상 136파운드 미만인 경
우)의 1종 사용자보험료 전액으로 통상 사용자의 보험료율 13.8%를 감면
받는 효과가 있다. 국내 논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과 고용을 연계하여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
하려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형으로 보장하는
점이나 국고에 의한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등에서는 공통적이다.

제5절 소 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기존 사회보험 감면･지원 제도는 저
소득 계층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감면분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도 불명확하다. 또한 기존 제도는 법률보다는 시행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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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등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고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등 권
리로서의 성격이 약하거나 시혜적인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권리형 혹은 권
리 중심적 접근 방식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의 해소 및 비공식고용의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범위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높
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설계’ 단계에서 특히 고려되고 반영되어
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지향하는 ‘공식
고용의 촉진’에서 말하는 공식고용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적정임금의
보장’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지원 제도의 설계에서 ‘사회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의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상의 노사정 3자 분담 원리 또는 국가
분담 원칙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정책이 ‘마중물 효과’를 가
질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섯째, 새로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권리형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은 법
학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실시’를 위한 관리, 운영의 측면에서도 두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들 대부분은 건강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
다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 운영을 통해 사용자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항상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동일 기업의 현장일지라도 공정에
따라 직종별로 이동하게 되는데,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개별 사회보험별
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면 중복 업무의 폭증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147)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147) 심규범(2011),『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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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는 사회보험료의 적
용․징수 체제가 통합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나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여전히
많은 논쟁거리와 연구 과제를 남긴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마중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단계적 추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제도의 성격을 상시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 한시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 등
이 과제이다.
둘째, 이 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정책 또는 고용정
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가?, 양자를 연결하기 위한 방식은 어떤 것이 타당한가?, 각 정책의 독자
성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등이 과제이다.
셋째, 이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관련해서는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이
단순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그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 한다.
넷째,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경
우, 그 지원 신청 이전에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
리할 것인지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동연구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논의자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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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쟁점

제1절 머리말 : 사회정책과 법

1. 법적 정당화의 필요성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하에
서 모든 국가 정책은 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법적 정당화란 먼저 그
것이 헌법을 기점으로 하는 기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흔히 위헌법률심판 등에서 보이는 ‘합헌’ 또는 ‘위헌 아님’이라는 형
태의 정당화로서 소극적 정당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특
히 사회정책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는 단지 이런 의미에서의 정당성을 갖
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유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주로 ‘자유의
확인’을 위해 국가 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사회
권을 구체화하는 사회정책은 새로운 권리나 이익의 창설을 위해 국가적
자원을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투입하는 형태의 국가 개입을 본질로 하
기 때문이다.148)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그것이 기존 법질서의 관점에서
148)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국제기구 역시 전통적으로 인권(Human Rights) 또는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적․사회
적 권리(사회권)로 구별하여 왔다. 유엔은 항상 자유권과 사회권이 ‘불가분적
(indivisible)’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of equal status)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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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또는 ‘허용될 수 있다’에 그치지 않고, ‘그
렇게 하여야 한다’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바른 것이다’는 점
이 법적으로 확인되어 사회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자와 대비
하여 적극적 정당화라고 부를 수 있겠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역시 사회
정책으로서 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소극적 정당화는 물론 적극적 정당화
까지 요구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산
의 집중적인 사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성격의 사회정책의 도입
에서는 그것이 우리 헌법이 기반하고 있는 기초 원칙들에 반하지 않는다
는 점 특히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이 국민 일반이 가지는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사회․경제 등에 관한 헌법적 기초에 반하지 않는
다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소극적 정당화). 나아가 그것이 우리 사회가 처
하고 있는 일정한 부정적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도 밝혀야 한다(적극적
정당화).

2. 사회정책의 법적 기초
사회정책이란 헌법상 사회권(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적
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자유권과 사회권 사
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하는 행위의 방식에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그 침해를 금지하는 입법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후자
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와 비용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ICCPR(시민적 정치적 자
유에 관한 협약)에서는 국가에 대해 자유권에 곧바로 효력을 부여하도록 요구하
는 반면, ICESCR(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국가에 대
해 그에 포함되는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상
대적으로 약한 의무를 부과한다(다만 ICESCR 제8조와 같이 권리의 보장에 비
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는 즉시 효력을 부여해야 함). 이 차이로 인해
자유권의 확인(uphold)은 심지어 가장 가난한 국가라고 해도 (적어도 이론상으
로는) 가능한 반면, 사회권의 실현(realization)은 당해 국가 개입에 크게 의존한
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양자가 각각 서로에 대한 기초라는 사실이다. 자
유권의 보장 없는 사회권의 확보가 ‘사육되는 돼지의 배부름’과 다름없듯, 사회
권의 확보 없는 자유권의 보장 역시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공허한 자유’일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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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권’이란 헌법
제2장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중 전통적인 자유
권149)과 달리 그 실현을 위해 일정한 국가적 역할을 예정하거나 요청하
는 권리들, 예컨대 교육권(제31조), 근로권 및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제32
조), 근로삼권(제33조), 사회보장권(제34조), 환경권과 주거권(제35조), 혼
인과 가족 및 모성에 관한 권리(제36조) 등을 말한다.150) 또한 ‘법적 기초’
라 함은 특히 전체 법질서의 출발점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 또는 지
도 원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
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
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등).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서 나타난 사회정책의 법적 기초 또
는 헌법상 기본 원리는 크게 사회국가원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
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가.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회권 보장의 법적 기초 혹은 출발점은 헌
법상 ‘사회국가원리’(또는 복지국가원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의
결정들을 통해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 혹은 복지국가원리에 기초하고
149)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거주이전의 자
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선거권 등
정치적 자유 등을 말한다.
150)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연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둔다. 하나는 사
회권 보장도 자유권 보장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
복추구권’(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및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
나는 하나의 권리에 다른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듯이,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 역시 자유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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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
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
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
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
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
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등)

헌법재판소 2002.12.18. 2002헌마52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
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
화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
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
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
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
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
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
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따른다면, 사회정책이란 결국 우리 헌법
이 전문과 사회권 보장 및 경제에 관한 조항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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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국가원리에 기초하여 사회권 보장을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한 국가 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상정되는 국가는 소극적 국가가 아니라 적극
적 국가이다. 즉 국가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 특히 사회정책의 도입이나 시행에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것보다 우선적이고 가중된 의무를 진다. “사
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는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
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정책의 또 다른 법적 기초는 ‘인간다운 생활권’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개
별적 사회권들의 기초가 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회보장(수급)권과 국
가의 사회보장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사
회권 보장의 지향이자 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즉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
복지증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
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
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
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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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7.21. 93헌가14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
편,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를 천명하고 있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
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
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
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단순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구체적인 부여 여부, 그 내용 등은 무엇보다도 국가
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
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 즉,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
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
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
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정책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향한다. 이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
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
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책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정책을 이루
는 개별 정책들 예를 들면 고용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 또는 사회보장정
책 등은 국가가 지는 의무, 즉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결국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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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사회정책의 또 다른 헌법적 기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우리 헌
법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고 규정함
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도 헌법의 지도원리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
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
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절대적 개인주의ㆍ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
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의 착취에
의하여 경제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고 경쟁이 왜곡되게 되어 결국에
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대폭 수정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공정
을 확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였는바](헌재 1996.
4. 25. 92헌바47)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명시한
제119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
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
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
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ㆍ
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
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헌재
1989. 12. 22. 88헌가13)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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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6.28. 2001헌마132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
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
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
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
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10.28. 99헌바91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은, 국가행위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형성에 개인과 사회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
과 경제영역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하여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에게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에 대한 간섭과
조정에 관한 규정’(헌법 제119조 이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
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
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
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
가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
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의하면, 사회정책은 우리 헌법이 기
초로 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
로 경제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것, 특히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
정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한 국가의 활동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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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정책에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가. 빈 곤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원인 또는 배경은 다양하다. Paul Spicker(2011)
는 빈곤 구제(relief of poverty), 빈곤 예방(prevention of poverty), 사회
적 보호(social protection), 보상(compensation), (소득)재분배(redistribution),
소득평준화(income smoothing), 경제정책(economic policy), 인간행동의
조형(shape people's behaviour), 사회연대(solidarity), 사회적 통합의 촉
진(promoting social cohesion) 등이 각국에서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
이며 또한 일차적인 이유는 빈곤의 구제와 예방이다.
빈곤은 사회적 위험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인간다운 생활(decent life)’
을 위협하는 상시적이고 구조적이며 동시에 다수의 개인들이 자신의 가
용자원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위험들, 예를 들면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열악한 교육․주거․환경, 임신과 출산 기타 가족책임 등은
빈곤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한편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
은 개인과 그 가족을 빈곤으로 내몰기도 한다. 결국 빈곤은 ‘인간다운 생
활’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빈곤은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
을 곤란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장래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함으로
써 미래의 인간다운 생활도 위협한다. 나아가 빈곤은 자식에 대한 교육투
자의 축소 등으로 연결됨으로써 후세대의 인간다운 생활까지 위협한다.
또한 빈곤은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어 전체 사회에 그 해결을 위한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이 때문에 빈곤 문제는 인간의 존엄에 걸맞은 생활, 즉 인간다운 생활
의 확보를 지향하는 사회권 보장의 출발점 또는 일차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회권 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결핍으로부
터의 자유’, 즉 빈곤 해결을 위해 등장하였고,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
전된 국가에서도 빈곤은 여전히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빈곤 해결은 사회권 보장의 최소한(minimum)임과 동시에 국가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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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하여야 할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이다.
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권 중 특히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빈곤은 노동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원활한 노동시장의 소득분배기능을 통해 적정
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권리의 면에서 말한다면 노동권의 실현
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151) 그러나 만약 빈곤이 노동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세나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보충해
야 한다. 즉 노동시장의 소득분배기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조세제도나 사
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이 보충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권리
의 면에서 말한다면 노동권을 통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상황에서
는 사회보장권의 보장이 이를 보충해야 한다.152)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
151) 노동권에는 근로권, 공정하고 적정한 근로조건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권,
노동평등권, 집단적 이익대표권(노동3권과 경영참가권) 및 특별계층의 권리 등
이 포함된다. 근로권에는 일자리에 관한 권리(적정한 일자리를 위한 국가의 조
치를 포함), 실업 중의 직업능력의 유지․개발 및 생활보장에 관한 권리, 취업취
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공정
하고 적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에는 임금과 보수에 대한 권리,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권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에 관한 권리, 자의적이고 부당한 해
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권은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권리와 노동에서의 인격권이 포함될 수 있고, 특히 후자에는 직
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신기술의 도입(감시장비
를 포함)에 따른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포함되고, 노동평등권은 모든
노동권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모성보호 및 가족책임이 지는 근로자
에 대한 보호 등이 포함되고, 집단적 이익대표권에는 노동3권과 경영참가권 및
근로조건 기타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한 정보․협의 등의 절차적 참가권 등이
포함되며,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특별계층은 취업에서의 특별배려계층(여성, 장
애인, 고령자,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계층 등)과 취업 중 특별배려계층(여성,
가족책임부양자, 아동과 연소자,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이 있다.
152) 사회보장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대해 “질병․장애․노령․
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
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요구하고, 해당 제도상의 급부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참조)를 말한다. 이에는 사회보험(국민에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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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 사회문제로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기능, 즉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능과 조세․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이 각각 그리고 함께 원활
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권리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노동권
과 사회보장권이 적정하게 보장되지 않거나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개입은
그것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는 대다수 국민에 관한 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연결하는 사회정책, 즉 노동친화적 또는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정책의 확
립이 필요하다. 기쿠치(菊池馨實, 2011)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사회
법의 구축’(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연결하기 위한 노동법과 사
회보장법의 협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특히 근로권(제32조 제1항)과 적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제32조 제3항) 및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제34
조 제2항)의 결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근로권(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라고 한다)은 비록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
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참고), 적어
도 국가에 대해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확보를
포함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이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근로
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
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
하는 제도 : 같은 조 제2호 참조)에 관한 권리, 공공부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같은 조 제3호 참조)에 관한 권리, 사회복지서비스(국
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
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같은 조 제4호 참조)에 관한 권리 및 관련복지제도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 같은 조 제5호 참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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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위와 같
은 근로의 권리가 실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
로조건’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한다(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참고).

헌법재판소 2002.11.28. 2001헌바50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
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근로
의 권리를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
를 배제하고 사기업 주체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내지 기본권규정들과 조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
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단지 사용자의 처분
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법자가 그 보호의무를 전
혀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충하는 기본권적 지위나 이익을 현
저히 부적절하게 형량한 경우에만 위헌 여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9.25. 2005헌마586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
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
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근로의 권리가
실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
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인
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차유
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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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필자의 입장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근로권에 기해 ‘고용의 증진’
을 위한 사회정책(헌법상으로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을 실시할 의무를 지는바, 여기서 말하는 ‘고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확보된 고용을 말한다. 또한 “국가는 … 적정임금
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
행하여야”(헌법 제32조 제1항 참고) 할 의무를 진다. 즉 국가는 최저임금
의 확보라는 강행적 의무뿐만 아니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
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비록
‘최저임금’은 넘어섰지만 ‘적정임금’에는 미달한다면 국가는 자신이 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에 기해 근로조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수준까지 확보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책의 실시가 필요한
것이다.

4. 사회정책에서 국가의 의무와 재량
사회정책에서 국가의 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사회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사회현상에 대
하여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
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
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 현상을
시장이나 개인 또는 가족 등에게 방임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헌
법 의무의 위반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시행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정책의 도입이나 시행에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것보다 우선적이고 가중된 의무를 진다.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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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
이 많으므로, 국가는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넷째, 근로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에서는 근로권과 적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결합
할 필요가 있다. 즉 ‘적정임금의 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로써 정하는 한편, 자신이
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에 기해 근로조건의 수준이 실질적으
로 ‘적정임금’의 수준까지 확보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는 사회정책의 도입 또는 시행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헌
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
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
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헌법재판소 2002.12.18. 2002헌마52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이 국가에게 그의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른 과제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우위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 사회적 기본권과 경쟁적 상태에 있
는 국가의 다른 중요한 헌법적 의무와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 사이에서의 경쟁적 관계에서 보나,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국가목표를 균형있게 고려
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고, 매 사안마다 그에 적합한 실현의 우선순위
를 부여하게 된다.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
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
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본
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
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
이 담고 있는 국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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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09.27, 2000헌마342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
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
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07.24, 2002헌바5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법규범력이 미치
는 범위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의 보장에 필요한 급부에의 요구권으로 한
정될 뿐, 그것으로부터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가 직접
도출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한편 헌법 제34조 제2항, 제6항
을 보더라도 이들 규정은 단지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등과 같은 국가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만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ㆍ사회복지 또는 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적극적 급부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그것에 관한 입법적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사회복지ㆍ사회보장에 따른
급부의 실현은 이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재
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과 생활수준 내지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
정 등의 사정,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주어진 가용자원이 한정되고 상충
하는 여러 공익이나 국가과제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하에서는 입법자에게 광
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
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
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회보장
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포섭하는 이념적 지표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사회보장입
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
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10.28, 2002헌마328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
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
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
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
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
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
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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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사회정책의 실시에서는 [국가
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등 참고)

제2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
이다. 공통점은 ‘저임금 또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과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점’ 등이고, 정책의 구체적 대상이나 국가 지원의
대상과 방식 및 수준, 입법 형식 등에서는 견해차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병희 박사의 제안을 기초로 나머지 제안들을 함께 참고하여, 사회보험
료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법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보험료 지
원정책의 골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9-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개요
․
․
․
․
․
․

목적 : 비공식고용 문제의 해결/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등
정책의 대상 : 저임금근로자(구체적 범위는 상이)
국가 지원의 대상 : 근로자/근로자와 사업주153)
국가 지원의 방식 : 국가 예산에서 지원(대납 방식)
국가 지원의 수준 : 1/3/50%/80%를 상한으로 하는 점감
입법 형식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주 : 밑줄은 견해의 다툼이 있는 부분임.
153)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서 정책의 대상과 지원의 대상은 구분하여야 한다. 사회
보험료 지원정책 자체의 대상은 일정 수준에 있는 ‘저임금근로자’이다. 즉 정책
의 목적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의 촉진에 있다. 반면에 지원의 대상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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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친화적 사회보장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친화적 사회보장(employment
-friendly social security)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서로 분리되어 추진되었던 노
동시장정책 또는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결합한 사회정책이 만들어
지게 된다. 권리의 측면에서는 근로권 보장과 사회보장권 보장을 연결하
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 또는 사회정책의 역사에서 새로운 관점
의 등장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공식고용의 촉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등을 지향하는 고용
정책상의 목표와 저소득 혹은 빈곤의 예방과 구제라는 사회보장정책상의
목표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 향상’으로 통
합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구나 관련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회정
책 또는 사회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해답의
하나를 제시한 것이자, 향후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진로에 또 하나의 ‘빠
르고 바람직한 길’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정책은 또한 앞서 필자가 말한바,
즉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비록 최저임금은 넘어섰지만 적
정임금에는 미달한다면 국가는 자신이 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
무에 기해 근로조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수준까지 확보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절히 부합하는 것
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그 기준을 최저임금
과 적정임금 사이에 둠으로써 근로권과 관련한 헌법상 국가의 의무, 즉
적극적 의무와 노력 의무를 적절히 반영, 조화시키고 있다. 즉 국가의 적
극적 의무인 최저임금 실시 의무에 비추어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근로
자 계층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강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할 것을 예정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도덕적
해이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미만’의 근
로자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이용하여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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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안이다.

2. 1차 사회안전망의 강화
사회보장제도는 흔히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린다. 사회안전망은 사회보
험을 통한 1차 안전망과 공공부조를 통한 2차 안전망으로 대별된다. 그런
데 현재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둘 사이의 간격
이 너무 크다는 사실에 있다. 1차 사회안전망에 의해 사회적 위험을 적절
하게 제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절대적 빈곤선’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어떠한 보호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우리 사회는 1차 안전망에 속하던 사람들이 아주 쉽게 2차 안전망으로 추
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이, 궁극적 안전망이라는 2차 안전망은
최소 생활의 보호에는 일정 정도 기여를 하겠지만 탈빈곤 또는 정상적 생
활로의 복귀라는 사회정책의 본래 목표에 대해서는 별로 유효하게 기능
하지 못한다. 이는 공공부조의 원리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공공부조는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열등처우의 원칙(급여
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자들의 소득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장을 의미한다)
과 생활보장을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반영한 보충성의 원칙(수급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두 소진하고도 일정 소득이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급여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소득에 더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까
지만 지급)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에 의해 작동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의 결
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른바 ‘빈곤의 덫(poverty trap)’ 상황을 만
들어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와 원리 어느 쪽에서 보든 사회정책은 빈곤이 현실화되
기 이전에 빈곤을 저지하는 데 1차 목표를 두어야 한다. 즉 1차 사회안전
망의 확대와 강화가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
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과 그것이 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공식고용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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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 법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사회보험 입법의 대상이 형식적
으로는 확대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입법자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의
국민이 그것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말이다. ‘마땅히 1차 안전망에 속하여
그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 중 상당수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이다.154)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료 지원
을 마중물로 이용하여 비공식고용에 속한 저임금근로자를 공식고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1차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
이다. 처음 붓는 물을 따라 어느 정도의 물이 올라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
지만, 다음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하나는 이 정책은 법 적용의 형식적
확대라는 지난 시절의 공적을 현실화 또는 실질화할 것이라는 점이고, 다
른 하나는 이 정책이 ‘마중물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 붓는 물의 양
이 일정 수준(이 정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정할 때) 이상이 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3. 고용과 사회보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 실현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고용과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가 지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이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극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사회보험료 감면 방식’)
과 적극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혹은
본래 의미의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이 있다. 전자는 종래 우리 사회보험
법령에서 취했던 방식으로 감면 대상의 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익숙하
고 비용이 덜 들어 실시가 용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법
적용 대상의 실질적 확대라는 현실적 효과는 의문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의 지원도 아니다. 감면 방식
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재정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 본질은 대상 확대의 부담을 ‘기존 가입자’에게 분산(전가)
154)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입법자가 축하연을 벌일 때, 정작 그 잔치에서 서
비스를 하는 근로자는 실제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도대체 얘들이 무얼
축하한다는 것이지?’ 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형국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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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후자는 증가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국
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가 지원의 본래 의미에도 합치될 뿐만 아
니라, 현실적으로도 법 적용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전자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후자 방식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원리나 현실 양쪽 모두
에서 전자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이 정책은 사회정책 실시에서 ‘균형 있
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적이고 가중된 배려를 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
으로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4. 사회보험의 이념 실현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을 사회보장 제도의 주류로 파악한다.155) 그리
고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한다(헌재 2001. 02. 22, 99헌마
365).156)
155)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사상의 원류를 이루는 제도로서 오늘날에도 사회보장의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회보험은 원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
해 온 제도이고 이러한 노동보험은 원래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를 중심대상
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후 노동기회를 상실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
전하였으며 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은 원리와 목적
에 입각한 제도이면서 다만 그 대상영역을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전 국
민에게까지 확장ㆍ발전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02. 22, 99헌마365)
156) 이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확인하였다. [청구인들은 국민연금제도는 이른
바 소득재분배 규정을 두어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 원래 받아야 할 급
여보다 더 많이 받고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더 적게 받게 되는바,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보다 많이 낸 사람은 자신이 원래 받
아야 할 급여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음으로써 그 미달액만큼 국가가 대가 없이
강제로 금전을 연금보험료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대가 없이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세와 성격이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에서 연금보험료와 급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으로서 연금보험료와 급여 사이에 비례관계를 반드시 상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전제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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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 이상이어
야 한다(최저생활수준 이상의 보장).
② 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고소득자는 높은 비율의 기여와 낮은 비율의
급여를, 저소득자는 낮은 수준의 기여와 높은 비율의 급여가 행하여져 결
과적으로 사회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이때 어느 정
도 수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구할 것인지 여부는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한다(소득재분
배에 효과가 있는 기여와 급여/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추구하
는 정책의 선택).
③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의 통합과 국민연대의 효
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전 국민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
이다(보편성의 원칙).
④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
달하는 것이 원칙이다(재정에 대한 노사정의 분담 또는 국가의 재정 분담)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밝힌 사회보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험
료 지원정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원리 또는 이념을 충실
하게 반영하고 있다. 첫째, 이 정책은 ‘사회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지원 대상에서 근로자를 자영업자에 우선시킴으
로써 ‘개별적 공평성’에 기반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 계층 내에서는 저임
금근로자를 고임금근로자에 우선시킴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사회보험의 원리에 적합하다.
둘째, 이 정책은 지원 대상을 일정 임금 수준에 있는 모든 근로자로 정
함으로써 ‘구성원 전체의 통합’과 ‘국민연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
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
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 세
대에서 노년 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
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
제도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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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을 설계하라는 사회보험에서의 보편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지원정책을 통해 그동안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기
여의 원칙을 실현시켰다는 점 등에서 사회보험 재정에서 노사정 3자 분
담 원리 또는 국가 분담 원칙을 현실화시키는 방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 산정에서도 사회보험의 특징이 반영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사보험에서는 상업적ㆍ경제적 관점이
보험재정운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정책적 관
점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이러한 성격은 특히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뚜렷하게 표현된다.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사보험에서는 성별,
연령, 가입연령, 건강상태 등의 피보험자 개인이 지니는 보험위험, 즉 위
험발생의 정도나 개연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즉 사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
에 의하여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
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
지 아니한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
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
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2. 6. 29. 99헌마289)라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사
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로서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
의 원칙’을 든다. 헌법재판소의 설명을 가져오면,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등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등가원칙을
말한다. 물론, 사회보험에서는 사보험에서와 달리 각 피보험자에 대한 개
별등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또한 보험료를 주된 재
원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전체적 재정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수입이 보험급여를 포함한 전체 지출을 충당할 수 있
도록 개인의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리
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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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
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보험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보
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
이며,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소위
‘이질부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
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
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헌재 2002. 6.
29. 99헌마289)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두 축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형성 원
리에 비추어 볼 때도,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국가 지
원을 통해 저임금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
가성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소득 계층
간에 보험료 납부의무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국가원
리에 기초한 사회연대의 원칙도 반영하고 있다.

5.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사회정책의 실시에서는 특히 국가의 재정부담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
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
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사회정책의 실시에서는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
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
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
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헌재 1995. 7. 21. 93
헌가14 등 참고)고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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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는 국가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야만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비공식고용의 공식화라는 점, 공식고용으로의 전
환은 곧바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점, 이는 ‘고용, 복지, 재정’ 사이
에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고, 사회정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쟁점

1.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가 아
니라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나, 근로자 중에서도 특정 계층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평등권 침해 논쟁’과 ‘선별주의 논
쟁’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계층보다 ‘저임금’인 근로자
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가. 평등권 침해 논쟁 - 소극적 정당화
사회보험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가중된 이익 또는 보호가 낯선 일은
아니다. 현행 사회보험 법령 중에도 이미 특정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거나 국가 예산을 특정 계층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에
투입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감면제도(제66조의2 제1
항)157) 및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57)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①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
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⑤ 휴직자,

23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들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
리어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 바
도 있다. [법(국민건강보험법을 말함 : 필자주)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
조, 제64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
에 상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평등원칙의 관
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 법 제67조 제3항은 재정통합 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
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ㆍ사회
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이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회보험의 원리 중 하나인 사회연대성의
원리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관점을 바꾸어 소득이
다른 계층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
는 것(like for unlike)’으로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라는 실질적 평등 원칙 혹은 사회연대성의 원칙과
⑥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제66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하면 위 법 제66조
의2 제1항 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①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② 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③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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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충된다. 사회연대성은 헌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약자의 경우
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
므로, 국가는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
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나. 평등권 침해 논쟁 - 적극적 정당화
이상의 점들로부터 특정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적어도
‘위헌의 혐의’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헌의 혐의를
벗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정당화는 매우 낮은 수준의 혹은 소극적인 것이
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평등권 침해 논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당화, 이른바 적극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이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더욱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점과
관련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특정 저임금근로자 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당
화될 수 있겠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적 효
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한다”고
한 바 있다. 지원 대상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최저임금의 강행적 확보라는 헌법적 의무(제32조 제1항 참고)에 비추어
‘개별적 공평성’에 맞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현실적 효과
를 위해서는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계층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
회적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사회정책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정책은 정당화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보다
도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
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하면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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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사회정책의 실시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진다고 한다. 즉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
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
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
안하여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등 참고)고 지적한다. 따라
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함께 지원의 마중물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사
회보험에서 충분히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법에서 그 적용 범위를 사업적 특성 등에 따라 제한하는 입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
로써 산재보험의 적용제외사업을 정한 것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입법목적과 현실을 비교형량하
여 나온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현 단계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이 산재보험법
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보호의 면에서 다소간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점진적 제도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득
이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거나 자의적인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고 판시한 바 있다.158)

158)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
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
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산재보험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내지 사회
적 기본권으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
한 법률로서 그 입법에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
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
어진 영역이다]라고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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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
특정 저임금근로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선
별 복지’로서 ‘보편 복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159)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에 관한 논쟁 그 자체가 다시 말해 이 정
책이 어느 것에 기초하고 있는가가 반드시 법적 쟁점을 구성하지는 않는
다고 본다. 다시 말해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어느 한 입장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이 정책에서
의 지원이 전통적인 의미의 ‘선별’이 아니라 현대 국가의 사회정책에서
중시되는 ‘집중’이라는 점만을 밝히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
다.160)
선별과 집중은 외형적인 모습이 비슷하여 양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선별은 ‘배제’를 위해 사용된 개념인 반면, 집중은
주로 ‘편입’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일부만을 제도에 편입시키려거나 국민의 상당수를 제도의 바깥으로 제외
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본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상황에 따라 실질상 광범위하게 가입하고 있지 못한 계층
을 제도내화(制度內化)하기 위한 정책이다. 요컨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에서의 지원은 우선적(우월적) 이익의 부여를 통한 편입으로서 현대 사회
정책에서 말하는 ‘집중(targeting)’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9) 보편주의(universality)와 선별주의(selectivity)의 구별과 각각의 장․단점에 관
해서는 Spicker Paul(2011), How Social Security Works - An Introduction to
Benefits in Britain, The Policy Press, p.12 이하 참조.
160)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은 현재까지 계속되
고 있는 매우 오래된 논쟁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는 상대성이 강하여 어떤 정
책의 성격을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그래서) 어느 나라도 특
정 이념 하나만을 관철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사실들을 우선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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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의 법적 성격․입법 형식 등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그 대상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대상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방식(권리형)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재량적인 것으로 정하는 방식(재량형)이다. 권리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의 지원 여
부가 재정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조응할 수 없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은 곧바로 입법 형식 논쟁과도 연결된다. 권리형을 주장하
는 측에서는 법률로써 정할 것을 지지하겠지만, 재량형을 지지하는 측에
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형 혹은 권리 기반형 접근 방식(right-based
approach)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LO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수급권, 수급 요건 및 절차적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이것들은 법률 등
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161) 이 지적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서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비공식고용의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 사회보험료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지향하며 특히 현재
의 근로빈곤층이 장래의 노년빈곤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그
것을 개인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권리형으
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적 낙인 등의 부정적 효과 등을 사
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효
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
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마중물 효과는 투입하는 물의 양이 상당할 때
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당한 예산의 투입이 요구되고, 또한 상
당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면 국가 예산의 확정과 그것의 적정한 집행 및

161) International Labour Office(2011), Social Security and the Rule of Law,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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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회가 법률로써 이를 도입하
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률로써 도입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사회보험 법령의 체계상
감면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방식을 그대로 둔 채, 그것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병행 설치하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많다. 그러므로 개별 법률
의 개정 형식보다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과 대상 및 관리상의 통
일성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 형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국가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종전의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에 갈음하여 국가
가 사회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종전과
같은 감면 방식을 확대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확실히 현행 사회보험 법령에는 다양한 사회보험료 감면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이,162) 건강보험
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이,163) 국민연금과 관
162)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
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
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법 제
22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22
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시행령 제30조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 보험료의 경감을, 제30조의4는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의 경감을 각
각 규정하고 있다.
163) ①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65세 이
상인 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⑤ 휴직자, ⑥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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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는 ‘간접적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164) 그런데 이러한 현행 감면
제도는 결정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현행 사회보험료 감면 규정은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 감면 여부가 행
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적 조치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감면을 청구하는 절차가 법률이 아닌 시행
령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것 역시 개인이 관련 절차를 이용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개별 사회보험법마다 별도의 감면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적용 기준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제66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하면 위 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①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②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③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
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말한다.
164) ｢국민연금법｣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
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
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
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불이
익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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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심사 절차도 상이한바, 이로 인해 동일인의 사회보험료 감면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가 개별 사회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훼손될
것이고, 그것은 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개인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도입 취지를 사회
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임금소득을 파악하고 조세
를 부과하려는 유인책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사회보험료 감면 규정은 단지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는 점
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감면된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그것은 보험료 수입의 감소로 이
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4. 제도 운영의 감독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법률로써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운
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ILO는 ‘사회보험 기구의 운영에 관한 피보험자의 참여’를 사회보험에
관한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ILO 제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
(1952년) 제72조 제1항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정되
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사용자 쪽 대표 및 민간 전문가 등이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서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단계적 도입을 예정한다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 대표나 전문
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원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
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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