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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후기산업사회 이후 비정규직과 모호한 고용의 증가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전통적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관계 내 비정규직, 특고·플랫폼 노동

과 같은 종속적 계약자, 영세자영업자에 이르는 많은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고용관

계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의 보호범위로 포괄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취업자를 당연적용 대상으

로 삼는 ‘전면적 확대’ 원칙이다. 인적 종속성과 전속성이 높은 일부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

다는 방향은 “누가 특고고 누가 프리랜서·자영업자인가?”를 두고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취업자를 포괄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비록 자영업자

의 소득파악 등의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 확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고용 지위와 무관하게 소득을 기반으로 가입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즉, 모든 취업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급격히 감소

되거나 단절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파악 체계의 개선과 부분실

업급여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장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계약을 재구성해야 한다. 노사가 기여하는 사회보장은 고용

계약이 불러오는 노동자의 삶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장치였다. 이와 같은 노사의 공동기여는 고용

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의 노무계약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모든

취업자의 사회보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국가 역시 기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적용대상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법적 적용제외 대상(초단

시간 노동자, 가사노동자 등)과 비임금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를 원칙

적으로 모두 포괄한다. 단, 피고용인이 5인 이상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고용주 성격이 강하고 보

호의 필요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가입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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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에 있어서 모든 유형의 가입자가 단일 기여율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여율을 설정할 경우 또 다시 취업자의 지위/자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과 영세자영업자가 사용자 몫의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

려한 것이다. 기여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인적용역과 관련된 기타소득이 포함

된다. 임금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을 확정하기 위해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야 하는데, 이

를 위해 현재 근로장려금에서 사용되는 업종별 조정률을 보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

해 자영업자 소득의 과소평가 위험을 막고, 필요경비 신고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직접고용 뿐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종속적 계약자를 통한 노무수취

에 대해서도 기업 몫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를 위해 임금노동자의 경우 피용자 보수에 대해, 종속

적 계약자의 경우 이들에게 기업이 지불하는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기업이 온·오프라인 장소제공을 통해 거래를 매개하는 종속적 계약에 대해서도 원칙

적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제도화하되,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의 네트워크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역시 기업의 소득(이윤 혹은 매출)에 비례하여 기여하도록 함

으로써 “누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가?”를 찾는데서 나오는 복잡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국가도 일반조세를 통해 고용보험에 기여하도록 한다. 일반조세의 기여는

현실적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사용자 몫에 대응하는 책임이 요구되며, 고용보험이 전 취업자를 보

호함에 따라 저소득층과 비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 의해서도 정

당화된다.

급여 측면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실업’이 아닌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득의 단절 뿐

아니라 급격한 감소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발적 실업에 대한 수

급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비임금근로자 소득감소의 자발성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

개인의 생애주기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투입에 대한 선택을 전국민 고용보험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는 엄격한 급여수급조건이 아닌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여-급여 체계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가능한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을 필요

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징수행정이 국세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 특히 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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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 가장 많은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원천징수 내역 등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기관이다. 취업자-소득중심 고용보험을 둘러싼

가장 많은 기술적 논란이 소득파악 문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 중심의 징수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

구분 내용 비고

당연적용 임금노동자, 종속적계약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
동 등), 5인 미만의 피용자를 둔 자영업자

5인 이상 ~ 50인 미
만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

보험료

- 가입자: 고용형태 구분 없이 소득(근로소득 + 사업
소득 + 인적용역에 관한 기타소득)의 0.8~1.0%

- 사용자: 피용자 및 노무제공자 보수의 0.8~1.0%
- 정부: 일반조세를 통한 보험재정 지원

사용자 기여는 향후 
매출 혹은 이윤비례 
기여방식 전환 검토

급여
- 급여는 소득의 단절 혹은 급격한 감소(부분실업급

여 도입) 시 지급
- 자발적 실업에 대한 급여 지급

소득감소 기준은 이
전 3개월 소득의 
30% 혹은 50% 이상

징수행정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

이와 같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임금노동자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시간’이

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월단위 소득파악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정보 신고, 그리고 자영업자의 매출신고 등을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월단위

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으로 징수업무 이관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한 통합적 거

버넌스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고용안전망의 핵심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이후에도 고용

이력의 부족이나 장기실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실업부조를 통한 보

완이 필요하다. 2021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는 급여수급 조건이 까다롭고 급여기간과 수준이 낮아 실업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이 어렵다. 제도

의 확대개편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관대한 실업급여가 복지의존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

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동반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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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위기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논의를 촉발하는 소중한 기회

를 제공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제기된 이 논의가 일시적인 논란거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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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전국민고용보험방안
남 재 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1.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배경

1)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사회보장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 특히 사

회보험의 경우 탄생부터가 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포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Rimlinger,

1971), 이후 노동법과 함께 임금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에 부착

되어 있는 노동자의 인격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하였다(Supiot, 1994). 요

컨대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 문제(Arbeitfrage)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였고, 따라서 고용관

계의 존재를 보호의 전제로 하였다(Anttonen & Sipilä, 2012).

임금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임금노동자가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

회적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다. 예컨대 사회보험은 경제활동기간 동안 기여를 납부하고, 질병, 노령,

사망,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급여를 제공함으

로써,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노동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 좀 더 빨리 나타난 현상은 임금노동

자의 범주 안에 있지만 표준적(standard)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비정규직의 확산이다. 이들은 고용

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의 안정적 고용 혹은 기여를 전제로 하는 종전의 사회보장제도

에서 과소보호(underprotected)될 위험이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Buschoff & Protsch, 2008).

좀 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관계 변화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기존의 취업자 분류의

어느 한 쪽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고용형태의 문제다. 해외에서는 위장자영업(bogus self-employed),

유사근로자(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등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모호한 고용’(이주희 외, 2015)이다. 모호한 고용은 종

전에 고용관계를 정의하는 성격 중 경제적 종속성은 있지만, 인적 종속성이나 전속성이 불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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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는 산업화 과정이 비임금노동자의 임금노동자화를 수

반한다는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비임금노동의 증가는 임금노동자 중심

의 사회적 보호체계와 노동시장 간의 부정합을 증가시킨다.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기에는 임금노동

자가 되는 것이 위험의 근원이었던 반면, 이제는 임금노동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호한 고용이 증가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의 의도적 오분류(misclassification)에 의한 것

이라는 점에서 고용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용자를 특정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이는 특히 노동권의 보호와 단결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문제에서는 좀 다른 접근도 가능하다. 만약 사회적 보호체계가 고용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면, 고용관계의 유무나 사용자 특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에도 사회보장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고용관계가 다양해지고 모호해지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경향은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은 한

시적 고용(temporary employment) 비중이 OECD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되어 상당히 큰 편이다.

OECD 기준의 한시적 고용에는 기간제, 파견, 용역, 특고 등 국내의 비정규직 분류에서 한시적 고

용 및 비전형 고용으로 정의되는 고용형태들을 포함한다. 임금노동의 형태 안에 있는 비정규직과

고용관계가 모호하여 나타나는 비정규직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모호한 고용의 대표적 형태인 특고의 경우 이와 같은 비정규직 분류를 통해 모두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비정규직 분류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고의 상당수는 자영

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특고의 규모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9년 8월)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약 53만으로 추정하지만, 자영업

자로 분류된 특고까지 고려한 고용노동부의 2011년 정책연구에서는 약 129만(박호환 외, 2011), 국

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연구에서는 약 230만(조돈문 외, 2015),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서

는 약 166만명1)으로 추정하였다(정흥준·장희은, 2018). 정부 공식통계에서 파악된 수치의 3∼4배에

1) 단, 이 연구에서는 특고와 진성 1인 자영업자 사이의 ‘새로운 유형’이 약 55만명 있음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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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이들이 모호한 고용 상태에 있다.

[그림 1: OECD 주요국의 한시적 고용(temporary employment) 비율, 2018년]

주 1)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2017년 기준

2) OECD 기준의 한시적 고용으로, 국내 기준의 한시적 고용과 비전형 고용을 포괄함

자료: OECD (2020), Temporary employment (indicator). doi: 10.1787/75589b8a-en (Accessed on 03 July 2020)

[그림 2: OECD 주요국의 자영업(self-employed) 비율, 2018년]

주: 노르웨이는 2018년, 슬로바키아는 2015년 기준

자료: OECD (2020), Self-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fb58715e-en (Accessed on 03 July 2020)

최근 관심을 모으는 모호한 고용의 또 다른 형태는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네트

워크에 의해 중개되는 노동”(Pesole et al., 2018)으로 정의되는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

는 사람이 직업(job) 단위가 아닌 직무(task) 단위로 거래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은 이를 중개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종전의 고용관계 개념 하에서 그 위치가 모호하게 될 위험이 크다. 한국

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약 2% 가량이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이준영 외,

이들을 합치면 국가인권위 연구와 마찬가지로 200만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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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1) 고용보험 미가입 공무원 등2) 고용보험 가입
6,799 1,781 3,871 1,469 13,528
(24.9) (6.5) (13.8) (5.4) (49.4)

2018), 현재까지는 프리랜서의 성격보다 종전의 특고의 성격이 강한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

사노동 등에서 주로 확대되고 있다(김준영 외, 2018; 김철식 외, 2019). 이들은 기존의 특고와 마찬

가지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노무제공의 방식이 전형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모호한 고용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 진성

자영업자의 숫자 역시 다른 국가들보다 많고, 이들의 다수가 영세한 규모로 노동이 불안정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서정희·박경하, 2015; 김도균 외, 2017). 서구와 달리 한국의 경우 고속산업화 과정

에서 자영업 부문이 임금노동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산업 사회로 전환했고, ‘탈산

업 사회의 자영업’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김도균 외, 2017).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했다

기보다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임금노동에서 밀려나와 창업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의 규모가 작고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한국 자영업 부문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며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의가입 방식 하에서 가입률은 2019년 말 기준

으로 0.4%에도 미치지 못한다(박충렬, 2020).

한국 노동시장의 이와 같은 특성은 사회보험 중심의 한국 사회보장체계가 취업자의 상당수를 포괄

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은 이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적

용제외 대상을 제외하면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은 약 1,700만명인데, 이 중 약 1,350만명만이 고

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근로자 대비 65.5%(당연적용대상 대비 77.8%)의 가입률을 보인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임금노동자 680만명을 고려하면, 실제 취업자 전체의 49.4%만이 고용보

험에 가입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2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표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19년 8월)]

주 1)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일하고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출처: 통계청(2019). 이병희(2020: 5)에서 재인용.

한국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당연적용 대상인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387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비정규직이 기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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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긴 해도 아예 가입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 서구 복지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성이다. 전병유(2011)는 이를 한국 노동시장의 전

근대적 성격으로 설명하는데, 주로 소규모기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일종의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387만명은 주로 임시·일용직, 비

정규직, 중소영세기업 종사자로 실업 위험은 더 크지만 고용보험 밖에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이

와 같이 적용상의 사각지대가 넓은데다가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

(최근 18개월 중 180일) 및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다 보니, 실제 실업자 중 실업

급여를 수급한 사람의 비율은 40% 내외에 불과하다.2)

[그림 3: 임금근로자 유형별 고용보험 가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9년 8월).

종합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과 모호한 고용의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정의 정도가 높은 가

운데, 이들을 보호해야 할 고용보험은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일수록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자영업자나 모호한 고용 외에도,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성숙이 늦

어 법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기업 종사자 역시 많은 수가 사회보

장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호

한 고용도 증가하고 있어, 한국에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부정합 문제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3)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

한국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는 전통적 사회보험의 미성숙으로 인한 전근대적 사각지대, 80년대 이

후 지속된 표준적 고용의 해체와 모호한 고용의 증가로 인한 사각지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

2) 아시아 투데이(2019-10-04). 「[2019 국감] 구직급여 수급률 3년 만에 42%…실업급여 역할 점차 확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4010002413)



- 6 -

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이는 근본적으

로 노동시장 변화 자체가 초래하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의 결과지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관계에서 보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이 고용관계에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더 이

상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임금노동자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이유는 이들이 피용자가 아니거나, 사용자를 찾기 어렵기 때

문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용자의 가입 및 기여회피가 문제가 된다. 사용

자에게는 법적 의무이지만 재정적 부담이기도 한 사회보험 기여가 고용관계에 긴밀히 묶여있다 보

니, 외주와 하청, 모호한 고용관계를 통해 고용을 외부화하거나 노골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유인이 증가한다. 노동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를 찾고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의 관점에서는 고용과 급여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그와 같은 방안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인 것은 아니다.

Behrendt 등(2019)은 ILO와 UN이 권고하는 사회보장의 원칙들로부터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형평성과 포괄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

다. 보편적 보호, 적용범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접근성(Universality of protection, coverage and

effective access), 적정성(Adequacy), 이동성/통산성(Transferability/por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위험분산(Risk-sharing), 성평등(Gender equality),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그 조건들이다.3) 제도의 구체적 설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이 원칙들 중 적용

범위의 보편성과 접근성, 그리고 급여의 이동성 및 통산성 등이 전통적 사회보험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보험이 고용관계에 강하게 연계됨으로써 취업자의 상당수를 배제하

고 있기 때문이다.

[표 2]는 사회보장제도들이 고용관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따라 이 7가지 원칙을 만족할 수 있

3) 각각의 원칙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보편적 보호, 적용범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접근성(Universality of protection, coverage and effective 

access):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장
 - 적정성(Adequacy): 단지 빈곤방지를 넘어 적정한 수준의 소득대체율 제공
 - 이동성/통산성(Transferability/portability): 노동시장의 이동성 및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고려
 - 투명성(Transparency): 모든 행위자가 사진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수급권, 디지털 기

술의 활용을 통한 정보 공유(단, 개인정보의 보호)
 - 위험분산(Risk-sharing): 재원조달에서의 연대성 구현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위험 분산
 - 성평등(Gender equality): 여성과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서로 다른 현실에 민감하고, 성평등을 개

선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사회적 보호 제도의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재원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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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예시

보
편
성
·

접
근
성

적
절
성

이
동
성
·

통
산
성

투
명
성

위
험
분
산

성
평
등

강
△
|
|
|
|
|
|

▽
약

특정 사용자와의 
고용계약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출산휴가, 산업재
해, 퇴직금, 사용자 제공 건강보험 × ○ × × × ×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서의 고용

직업/산업 기반 제도: 직업연금, 일부의 
소액보험제도 ○ ? × ? ? ×

임금노동 임금노동자 대상 일반적 사회보험 ? ○ ? ○ ○ ○
모든 취업자
(자영업자 포함)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일반적 사회보험 ○ ○ ○ ○ ○ ○
개인보험, 개인저축계좌 × ? ○ ? × ×

없음(조세 기반)
자산조사 없음: 보편적 노인 및 아동수당, 
조세방식의 건강보장, 보편적 기본소득 ○ ? ○ ○ ○ ○
자산조사 있음: 사회부조, 기타의 사회안
전망 프로그램들 ○ ? ○ ? ○ ?

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최근의 대안적 사회보장에 관한 논의들은 고용과 급여의 연계가 없는

제도(기본소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급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7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접근은 종전의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

되, 이 제도가 임금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접

근이다.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을 유지하되 적용범위를 보편화하는 개혁을 통해 제도의 보편성·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급여의 적절성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바로 사회보험의 보편화에 근간을

둔 접근이다. 그러나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 안에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변화하는 대상자에 맞게 재정기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급여 지급방식을 어떻게 조정

할 것인지에 따라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이 아니

라 이 제도가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포괄되는 이들

의 노동형태에 맞도록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

[표 2: 고용관계와의 연계 정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들의 평가]

주: ○ 해당 원칙과 관련하여 대체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임, × 해당 원칙과 관련하여 대체로 낮은 성과를 보임, ? 제도 설계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함.

자료: Behrendt, Nguyen & Rani(201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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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원칙

1) 모든 취업자로 고용보험 전면 확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은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 피보험자의 가입을 의무로 한다. 사

회보험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이 높

고 위험이 적은 이들이 이탈하고, 소득이 낮고 위험이 큰 이들만 남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역시 강제가입이 필요한 까닭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의 필요에 민감하고, 사회보험이 보장하려는 미래의 부정적 사건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하기 전에는 혜택의 가시성이 낮은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갖는다(김태성·김진수, 2014). 사회보험이 그 보호대상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의 의무적 가입이 필수적인 까닭이다.

따라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점차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한국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필요

가 높아진 것은 앞선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임금근로자 내의 사각지대 문제 외에 영세한 자영업

부문의 지속,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종속적 계약자(“모호한 고

용”)의 증가, 그리고 앞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여겨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 즉 취업자 전체를 고

용보험의 의무가입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대상자 확대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고용보험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제도 변화의

폭도 크고 그에 대한 이견도 제시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종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수취함에 따라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영

업 부문의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 임금노동자와 달리 자신의 ‘실업’(혹은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는 위험의 발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도 대응해야할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들어 당장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노동자 성격이

큰 사각지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능하다. 이를 ‘점진적 확대론’이라고 한다

면, 아마도 점진적 확대의 단계는 ① 미가입 임금노동자, ② 특고·플랫폼 노동, ③ 독립적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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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영업자의 순이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①은 ②나 ③과 달

리 실질적 사각지대의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하고 ②가 제도적 확대의 첫 단계가 될 수도 있으

며, ②의 경우 전속성이 낮은 특고나 플랫폼 노동은 ③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는 먼저,

일부는 나중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순서가 되더라도 기존의 체계와의 정합성이 높은 이들, 즉

상대적으로 종속성과 전속성이 높은 이들을 우선하는 방식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누가 ②에 해당하고 누가 ③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

이다. 이 경우 ②의 해당자를 규명하기 위해 상 직종을 나열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취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게 된다. 2007년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기 시작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직종을 포함하는데 그치

고 있는 산재보험이 전형적인 예이다. 결국 법에 일부 직종을 찍어서 가입시키는 단계적 가입 방

식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당초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4)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확대방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물론 이는 기존 고용보험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필요로 하며, 소득파악체계

개선이나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계적 확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취지 자체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고, 그 결과 보호대상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아야지 전면적 확대를 할 수 없는 이유로 보아

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필요로 한 사회적 요구에 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서는 모든 취업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임금노동자냐, 자영업자냐를 구분함으로 인해 인

적 종속성이나 전속성을 따지는 지난한 과정을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반복할 경우 <표 2>에 제시

된 대안으로서의 ‘모든 취업자 대상의 사회보험’이라는 방향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2) 소득중심 고용보험으로 전환

고용보험을 비임금노동자에게로 확대하는 일은 종전과 같이 ‘고용관계’를 보호하는 제도의 형태로

는 어렵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 보험관계로 성립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4) 실제로 2020년 7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에 포괄하는 대상을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
공자”라 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체결 없이 일하
고 있는 수많은 종속적 계약자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으며, 대통령령에 특정한 직종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함
으로써 산재보험 특고 가입에서 나타난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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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기여와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피용자 보수의 금액이지만, 보호의

대상 자체는 고용관계인 것이다. 이는 애초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비임금노동자에

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모든 취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에 맞는 방식은 고용보험이 보호하는 대상을 고용관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실 고용관계의 보호라는 형식을 띄고 있는 종전의 고용보험 역시 궁극적으로

는 현금급여를 통해 실업자의 소득단절을 보상한다. 어떤 형태로 일을 하든 유급노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소득이며, 사회보장이 보호하는 경제적 위험 역시 소득의 단절 혹은 감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의 범위 확대는 소득 중심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소득중심 고용보험은 기여과 급여의 운영에 있어서 종전의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소득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 소득원이 반드시 ‘주된 일자리’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특정 사업장에서의 노동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

며,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주된 일자리에서만 피보험 자격을 획득하도록 한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이 중심이 되는 체계에서 복수의 소득원을 가진 이들은 복수의 소득원에서

기여를 납부하고 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이른바 “N잡러”(multiple job

holder)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제도를 적응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복수의 소득원에서 모두 기여를 수취할 경우 이들 중 일부를 잃었을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

다. 즉, 일종의 부분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수의 소득원 중 일부를

상실한 이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나머지 일자리도 그만둘 유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부

분실업급여의 도입은 소득중심 고용보험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탈산업사회 이후의 생애주기 다양

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에 노동공급을 줄이거나,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교육훈련을 받는

등 삶의 이행(transition) 과정에서 부분실업급여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사회보장을 매개로 한 사회적 계약관계의 재구성

Supiot(1994)는 사회보장의 등장이 임금노동이라는 경제활동 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

자의 인격에 대한 위협을 사회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운영하는 국가는 임금노동계약의 ‘필수적인 제3자’이며, 만약 사회보장의 뒷받침이 없

다면 임금노동관계가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비슷한 관점은 Polanyi의 이중운동 개념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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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복지국가를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체계로 설명한 Esping-Andersen(1990)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계는 노동력을 상품화한 것으로 인하여 그 체제의 위협

을 받게 되며, 사회보장제도는 통한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체계의 존속을 위해 필연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보험의 재정적 기반이 1차적으로 노사의 공동기여에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임금노동계약의 주체는 사용자와 피용자이므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필수

적인 제3자로서 이를 뒷받침할 때 이에 대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을 둘러싼 사용자

와 피용자, 그리고 국가의 이 같은 관계는 일정의 사회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성립에

대한 사회계약론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계약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계약 속에서 임금노동에 기반한 생산체제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일을 하는 방식이 변화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비록 ‘고용’이라는

형태가 아니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거래하며, 따라서 반대급부로서 불안정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보호의 적어도 일

정부분은 이들로부터 노동력을 수취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노

동환경 속에서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모든 사회보험에서 국가가 ‘운영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재

정적으로는 중립적 위치에 자리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장제도와 같이 피보험자의 범

위가 임금노동자를 분명하게 넘어서는 제도들에서는 국가가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 재정기여를 하

는 경우가 많다. 연금제도에서 빈곤층을 위한 최저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로부터 재정을 투입

하거나, 건강보장 영역에서는 아예 일반조세를 전체 재원을 조달하기도 한다(NHS 방식). 우리나라

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보장제도에 일반조

세를 투입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 예산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투입하도록 법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보험에 비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제도들이 ‘고용관계’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적용범위를 임금

노동 영역을 넘어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전국민 고용보험체계에서는 국가의 재정기여가 좀 더 확

대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는 불안정해지는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성을 확

대하는 사회적 계약의 재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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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안)

1) 적용대상

전술한 원칙에서 제시된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

다. 이 경우 기존의 임금노동자(법적 적용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포함), 특고·프리

랜서·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가 모두 당연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적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임금노동자들인 초단시간 노동자(주당 15시간 미만)5) 및 가사근로자 등 역시 당연가입 대상으

로 포괄할 때 실질적인 전 취업자 대상의 고용보험제도가 될 것이다.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자 또한 당연가입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

느냐는 점이다.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취업자-소득중심 고용보험은 ‘노동자

성’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용인이 있

다고 해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까닭은 없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

의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이 아닌 사업주로 피고용인이 일정 숫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그 이상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준선으로 5인 미만의 피용자를 둔 자영업자까지를 제안한다.6) 이를 통해 기존

의 임금노동자 외에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적용범위를 달성

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고용보험에 포괄하는 것이 시기상조

라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우선 전속성이 높은 특고를 당연가입으로 포함하고,

자영업자는 소득파악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취지 자체에서 멀어질 위험이 커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그보다

는 우선 전면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자영업자의 소득체계가 정비되

5)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소득중심 고용관계로의 전환 시 노동시간이 고용보험 가입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
로 당연히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중심 고용보험의 운영효율성을 위해 일정수준의 소득을 
가입조건으로 둘 경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6)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에서는 상시 근로
자 수 10명 미만을,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피용자를 
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기준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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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임의가입)노동자 사업자

실업급여 0.8% 0.8% 2.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는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임의가입방식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택등급별 정액 방식7)의 기여 및 급

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소득 인프라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실행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

떤 경우에도 소득 인프라를 모두 갖춘 후로 당연가입을 미루는 것보다는 우선 포괄하고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며,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

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8)

2) 재원조달

① 가입자 기여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은 임금이 아닌 소득에 비례한 기여로, 일을 통한 소득

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인적용역과 관련된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가입자

의 기여율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입자의 단일 기여율을 원칙으로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체계에서

임금노동자는 노사의 공동기여를, 자영업자는 노사 기여 몫을 합친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

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의 핵심원칙은 종사상 지위 구분에 따른 차이를 최소

화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의 기여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또한

새롭게 제도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표 3: 임금노동자 고용보험료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비교 (2020년 현재)]

주 1)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소득세법상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함

2)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한 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납부

(2020년 현재 기준보수는 7개 등급으로 1등급 182만원에서 7등급 338만원 사이에서 결정)

출처: 고용보험 웹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7)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1~7등급의 기준보수를 설정하고 각각의 기준보수에 일정률의 기여를 수취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기준보수는 1등급이 월 182만원, 7등급이 338만원이다.

8)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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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덴마크 노동시장기금 8% (근로 혹은 사업소득)
실업보험 기금별 회비(Membership fee)

프랑스 일반사회기여금 9.2% 일반사회기여금 9.7%

핀란드 임금의 1.9% + 기금별 회비 연 €5,800초과 소득의 2.25~2.65% 
+ 기금별 회비

스웨덴 기금별 회비 소득의 0.1% + 기금별 회비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의 두 배 이상의 기여를 납부했던 것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자 몫과 사용자

몫을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부담하게 한 것이다. 조사귀착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노사가 분담하

는 임금노동자의 경우도 실제로는 사회보험료 대부분이 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덴마크나 프랑스 등 자영업

자를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원칙으로 고용보험에 포괄하는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부담 차이를 거의 두지 않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체계로 볼 수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 역시 자영

업자와 임금노동자의 부담 차이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은 보편적 고용보험체계에서

가입자 기여는 일정한 수준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표 4: 주요국의 임금노동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기여]

자료: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MISSOC, 장지연·홍민기(2020)에서 발췌하여 저자가 재정리

또한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기여에서 임금소득에 대한 기여를 노동자가 부담하고 사업소득에 대

한 기여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융합된 성격의 자영업자

소득으로부터의 기여는 임금노동자의 사용자 및 피용자 몫 기여를 합산한 것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여기에 한국의 자영업 부문이 가진 불안정성과 영세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몇%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임

금노동자 기여분(0.8%)이나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이후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다양한 논점이 발생하는 전국민 고

용보험으로의 전환과정에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략 0.8∼1.0% 내외 수준에서 초기 기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기여에서 또 다른 문제는 보험료 수취와 급여지급을 위한 기준소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에 있다. 임금노동자는 본인의 근로소득 전체를 고용보험 기여와 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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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림어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기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수 있지만 비임금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은 복식부기장부, 간편

장부,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등의 방법으로 결정되는데, 특히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없어서 고용보험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

며, 꼭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낮춤으로써

기여를 회피하거나 급여를 편취할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과세목적의 종합소득 신고의 주

기가 길고 시차가 큰 것 역시 사회보험 적용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문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금의 사업소득 산정 조정률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사업소득은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으로 산정한다. 종합소득세 기준 사업소득이 실제 소득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다. 이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할 경우 전술한 소득의 과소평가 문제가 개선되고 개별적으로 필

요경비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 소득 확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근로장려

금 지급 목적의 조정률은 전체 업종을 6개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용보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조정률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표 5: 근로장려금의 업종별 사업소득 산정 조정률 현황]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support/encourage_popup/encourage_qna_03.html)

② 기업의 기여

현재 기업의 고용보험 기여는 피용자 보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에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

업에 0.25∼0.65%로 정해져 있다. 최근 자영자를 실업보험 당연가입 대상자로 포괄한 프랑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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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별도의 사용자 기여금을 추가하지 않고 피용자 보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자 기여(4%)만을 유지

하였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 노동 등을 활용하여 고용을 외부화한 기업이 직접고용을 통해 사업을 영

위한 기업에 비해 유리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외부화하고 있다. 이는 한 편으로는 고용을 외

부화해 고정비용을 감축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영방식의 확산에 의해,9) 다른 한 편으

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고용 외부화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

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특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수취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모호한 고용 상태에 놓인 종속적 계약자들의 불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나누어 질 필요가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는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다양

한 방식으로 일하는 이들의 소득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무를

수취하는 기업이 전국민 고용보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사회적

계약의 재구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보험료 기여 방식과 가장 유

사성이 큰 방식은 기업으로 하여금 직업 고용한 피용자에 대한 기여 외에 기업이 노무를 수취하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보수(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

이다.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에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이를 원천징수 형태로 신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시 사업주 몫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기업이 고용을 외부화하더라도 노무수취에 대응하는

고용보험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외부화된 고용에 대한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

에 따라 외부화 유인을 감소시키거나(외부화 된 고용에 대한 보험료율을 더 높게 설정), 이들에 대

한 기업의 제한적 책임을 고려(외부화 된 고용에 대한 보험료율을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

기업이 노무제공자에게 직접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제공한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최종소비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 배달원(라이더)이나 골프장 캐디 등이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직접고용이 아니라도 노무를 수취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노무제공자의 사회안전망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보면 이 경우에도 기업의 기여책임은 발생한다. 배달원이나 골프장 캐디

의 서비스는 대개 거래를 매개한 기업의 사업에서 필수적인 일이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래

9) Weil(2014)은 기업의 이와 같은 경영방식을 일컬어 “고용 털어버리기”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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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한 기업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10) 다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따라 기업 부담의 수준

이나 기업 간 분담방식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배달대행업체가 공존하는 한국의 배달업에서는, 외부화된 고용에서 ‘사용자

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 단위 안에 복수의 플랫폼 기업, 관리

업체, 플랫폼 노동의 수요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기준

으로 산출된 기업 부담 보험료 총액을 사업에 포함된 여러 사업주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그 업종이 형성하고 있는 사업 네트워크의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된다.

[그림 4: 복수의 사업주가 관계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의 예]

출처: 박은정(2019: 258)

취업자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찾아 보험료를 부과할 때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계약

의 재구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소득중심 고용보험 체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입자 뿐 아니라 기업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

험에 대한 기여를 수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계약의 “불가결한 제3자”로 만

들어진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의 기여방식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다.

이 때 기여율을 일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보험에 대한 총부담이 과중하지 않게 할 수 있

10) 이 경우 결국 기업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의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다른 형태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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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만 기존에 고용의 양에 의해 결정되었던 기업 간 고용보험 재정부담의 분배가 고용의 양

이 아닌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는 고용에 대한 조세격차(tax wedge)를 완화함으

로써 고용 역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기업간의 소득재분배를 의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업의 이윤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장지연·홍민기, 2020). 이윤은 기업의 ‘소득’이라는 개념에 가장 잘 부합

하며, 이윤이 높은 기업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면 이윤 대비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에 유

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료가 일종의 법인세 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세제

와 정합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용의 외부화’의 최첨단에 있

는 플랫폼 기업들(국제적으로는 우버나 에어비앤배, 국내에서는 우아한 형제들, 메쉬코리아 등) 대

부분이 순이익이 없다는 점, 기업이 비용을 부풀려 이윤을 감출 유인을 증가시킨다는 점 등은 이

윤 기준 보험료 부과 시의 문제점이다.11)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를 일종

의 조세라고 본다면 기업의 이익이 아닌 매출에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고용

보험료를 노무를 수취하는 기업이 이윤과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매출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에

부과할 때와 달리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인이 고용보험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윤 감추기 문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고용 역유인을 감소시키고 매출이 작은 기업에게 유리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출에 준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매출은 높지만 이윤이 낮은 기

업과 매출은 낮지만 이윤이 높은 기업 중 누가 더 많은 기여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형평성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매출에 업종별로 일종의

조정률을 적용하고, 조정된 매출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피용자 보수에 기초하여 기여를 수취하는 방식과 소득에 기초하여 기여를 수취하는 방식을 혼합하

는 것도 가능하다(조돈문, 2020). 기업의 보험료를 종전과 같이 직접 고용된 피용자 보수의 일정률

11) 물론 현재 고용보험료 수준을 고려할 때 이 정도 부담만으로 기업이 이익을 줄일 유인이 발생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러나 이윤 감추기의 유인이 얼마간이라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며, 향후 고용보험 외 다른 사
회보험에까지 이와 같은 방식이 확대된다면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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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보험료 장점 단점

1
기존제도 

유지(피용자 
보수의 일정률)

⦁기존 사용자 기여 방식  유지
로 제도수용성은 가장 높음

⦁새로운 가입자 재정부담 증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고용 외부화 유인

2

피용자 보수 + 
특고·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보수의 일정률

⦁기존 사용자 기여 방식을  유지
하되, 고용 외부화 유인은 감소

⦁제도수용성 높은 편
⦁사용자 찾기 문제

3 이윤의 일정률

⦁기업 간 재분배 효과
⦁일종의 법인세 형태로 기존 세

재와의 정합성
⦁고용 역유인 없음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
의 절반 가까이가 기여에서 면제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이윤
감추기 유인 증가

4 매출의 일정률

⦁기업 간 재분배 효과를 유지하
면서도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기여

⦁고용 역유인 없음
⦁업종별 조정률 도입을 통해 단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

⦁제도수용성이 낮을 가능성
⦁이윤율에 따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초래 가능성

5 1+3
혼합 방식

⦁기존 기여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고용외부화에 대한 부담을 부
여할 수 있음

⦁제도의 복잡성
⦁플랫폼 기업 등 고용을 외부화하

고 이윤은 낮은 기업의 기여 면제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이윤

감추기 유인

로 유지하되, 고용을 외부화하면서 높은 이윤을 거두는 기업에게는 이윤 기준 보험료를 산정하여

차액만큼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기존 제도의 특성

을 유지하면서도 고용을 외부화하고 고이윤을 거두는 기업의 기여를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로부터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고용외부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도

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 등 고용을 외부화하고 있지만 이윤은 낮은 기업은

기여가 면제되고, 기업이 이윤을 감출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표 6: 사용자의 고용보험 기여 수취 방안 검토]

이처럼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제도의 취지와 수용성을 고

려한 선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보험의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우

선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기존의 피용자보수 기여방식과 유사성이 높으면서도 외부화된 고용에 대

한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할 수 있는 2안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전국민 고

용보험제도가 안정화되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기업의 소득(이윤이나 매출)을 기준으로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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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③ 일반조세를 통한 기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취업자-소득중심 고용보험 도입은 일정하게 일반조세를 통한 지원을 필

요로 한다. 제도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계층을 제도로 편입하고, 부분급여를 도

입함으로써 지출 유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노동자

의 기여율을 현재의 임금노동자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사용자 부담분의 공백을 일정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초기 기여율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것은 제도전환기

의 수용성을 낮출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결국 일반조세를 통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

을 발생시킨다.

취업자-소득중심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사용자와 피용자에서 ‘전국민’에 가깝게

확대하는 것은 종전의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가 재정중립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소득중심 고

용보험으로의 전환은 고용보험을 ‘사용자와 피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하고 운영하는’ 전통적인 비스

마르크형 사회보험에서 멀어지게 한다. 반면 전형적인 임금노동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불안정 노

동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는 점은 사회보험의 ‘보험적 성격’과 ‘복지적 성격’ 중 복지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사회권 보장 차원에서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할 필요

성을 높이는 제도의 성격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

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와 같이 일정한 비율의 고용보험 기

금에 대한 정부 기여를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지원이 저소득층의 제도 가입을 촉진하기 위

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이든 제도화된 형태든 보험료 지원과 별도의 조세투입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를 위해 일반조세 지원의 필요

성이 요구되는 흐름과 결합하여 좀 더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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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소득 기여율 징수방식

가입자

 ① 임금노동자 임금 0.8~1.0% 원천징수
 ②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0.8~1.0% 원천징수

 ③ 자영업자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0.8~1.0% 월단위 소득

파악 기반

기업

①과 ②의 임금
및 사업소득 0.8~1.0%

 ※ 제도 안정화 이후 매출 또는 이윤비례 기여방식 재검토

일반조세
 - 단기: 제도 안정화 및 사회복지 목적의 일부 지원
 - 장기: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반조세 기반 
   확대 추진

[표 7: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여방식 정리]

3) 급여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급여수준이나 조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제기

되어 있다. 실업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의 소득대체율, 수급기간, 상·하한선의 조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 급여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최근 18개월 간 180일의 기여)의 완화가 필

요하다는 의견, 자발적 이직 시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이 논의들은 제

각각의 중요성이 있지만, 모두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위해 급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급여지급의 기준이 ‘고용

관계’가 아닌 ‘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피보험자의 고용관계 변화가 아니라 소득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단절됐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일종의 부분실업급여, 즉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기존에 비해 급격이 소득이 감소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중심 고용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급여체계의 변화다. 구체적

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감소했을 때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는 세부 설계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월 소득이 전월 소득(혹은 이전 3개월 소득)의 30% 혹은 50% 이상 감소하면

부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변화를 실시간(적어도 월단위)

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4장에서 좀 더 설명할 것이다.

소득감소에 대한 급여지급은 앞서 설명한 N잡러들이 일부의 소득원을 상실했을 경우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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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필요(needs)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에 포괄했을 때, 임금노동자의 ‘실업’에 대응하는 급여지급사유로 ‘폐업’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으로 이르는 과정, 즉 급격한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시점의 지원을 더 필요

로 할 수도 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영세자영업자가 겪은 위기가 그 좋은 예다. 즉, 자영업자

는 코로나와 같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매출감소시기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큰

데, 이 때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폐업후의 지원보다 더 절실한 경우가 많다.

소득감소에 대응하는 급여는 고용보험이 향후 개인이 일, 돌봄, 학습, 쉼 등 생애주기 동안의 다양

한 이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투입량 조정을 뒷받침하는 소득보험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가교

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개인의 삶이 학습-노동-여가의 단선적 이행을 한다고 간주되었고, 돌봄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변화와 개인의

생애주기 다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참여 이후에도 돌봄, 평생학습, 혹은 다른 사회적 활동과 유급노

동을 병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

친 다양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고용보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인데(Schmid, 2002; 2015), 부

분실업급여의 도입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급여자격조건에서도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피보험 자격의 중복취득이 허

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격이 아닌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보험 체계에서 여러 개의

소득원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여를 수취하고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자연히 적용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발적 실업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의 자발적 실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

하지 않으며, 자영업자 임의가입 시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

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를 급여수급 조건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로 “매출

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용자를 통한 교차검증이 가능한

임금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 및 비임금노동자의 자발적 실업 여부는 정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꼭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분급여가 전술한대로 개인이 생애주기 이행과정

에서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직업훈련, 돌봄, 봉사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과 유급노동을 일

정기간 병행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대한 급

여지급은 필요하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에 대해서는 ‘실업의 사유’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급여 수급기간의 활동을 관리하는 ‘활성

화’(activation)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발적 실업의 경우 일정기간의 대기기간(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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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만명) 소득금액(조원) 일인당(만원) 세목
근로소득연말정산 1,858 682 3,669 원천세 (근로소득)
사업소득신고 673 121 1,534 소득세
일용근로자 777 63 809 장려세제
특고 146 22 1,491 원천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85 12 1,383 원천세 (사업소득)
중복제외 합계 3,013 899 2,873

days)을 둠으로써 마찰적 실업에 지나치게 많은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12)

4) 보험료 징수 행정

현재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소득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다. 홍민기(2020)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소득신고 건수는 연간 3천만

건이 넘어 거의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행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특고나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취업자의 소득정보 파악체계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소득파악의

주기나 정보의 최신화에 있어서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건에 대한 인프라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소득중심 고용보험 체계를 구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이미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는 평가

다.

문제는 이와 같은 소득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곳이 국세청인 것에 비해, 현재 사회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정보의 보유와 보험료 징수행정의 주체가 다른 상황

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국세청으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이관하는 방안, 둘째,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정보를 이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유지하는 방안, 셋째,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업무

를 수행하고 국세청이 자료를 협조하되, 향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표 8: 국세청 소득세 신고 인원(2018년)]

출처: 홍민기(2020: 3)

12) 이 밖에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중심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은 급여 측면에서 다
음과 같은 변화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현재 구직급여의 최고/최저 수준은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설
정되어 있지만 비임금근로자를 포괄하는 소득중심 고용보험체계에서는 근로시간의 측정을 전제로 한 이 같
은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상/하한을 월단위 급여를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하한
선은 부분실업급여를 고려한 책정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이다. 현재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보험료 납부를 필요로 하는데, 이 또한 ‘금액’이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중심 고용보험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장지연·홍민기(2020)
는 일정기간 동안의 총소득이 일정수준을 넘는 것을 급여수급 조건으로 하는 방안 또는 개인단위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일종의 포인트 개념으로 축적하여 이 포인트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
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소득중심 고용보험의 구체적 설계 시에는 이 부분 역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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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당연적용 임금노동자, 종속적계약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
동 등), 5인 미만의 피용자를 둔 자영업자

5인 이상 ~ 50인 미
만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

보험료

- 가입자: 고용형태 구분 없이 소득(근로소득 + 사업
소득 + 인적용역에 관한 기타소득)의 0.8~1.0%

- 사용자: 피용자 및 노무제공자 보수의 0.8~1.0%
- 정부: 일반조세를 통한 보험재정 지원

사용자 기여는 향후 
매출 혹은 이윤비례 
기여방식 전환 검토

급여
- 급여는 소득의 단절 혹은 급격한 감소(부분실업급

여 도입) 시 지급
- 자발적 실업에 대한 급여 지급

소득감소 기준은 이
전 3개월 소득의 
30% 혹은 50% 이상

징수행정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

하나의 기관에서 확보한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아무리 양 기관간 협조를 법률적으

로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이관의 시간적, 절차적 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장에서 설명할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중심이 국세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보험료 징수행정

의 중심은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험료 징수행정을 국세청으로 이

관하는 첫 번째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정비와 인프라 확

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 경과적 단계를 두는 세 번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논의된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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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슈검토

1) 비임금노동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가?

비임금노동자의 소득파악은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특고나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종속적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가 지불한 금액을 원천징수함에 따라 소득파악

이 가능하다. 지불주체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데, 이 때 거래가 이루

어지는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의 과세정보 신고는 현재 의무가 아니며 협조사항으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고나 프리랜서 본인의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소득

을 파악하게 된다(김문정, 2020). 전국민 고용보험체제에서 종속적 계약자의 소득파악은 중요하다.

따라서 위 사례 중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정보를 협조가 아닌 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

당수의 플랫폼 노동(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하며, 플랫폼 기업이 이들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집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종속적 계약자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서도 문제

가 되는 것은 소득파악의 주기 문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1∼2회 이루어지며, 이는 월단위

소득파익을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료 행정에 활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신고는 월단위로는 총액만 이루어지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의 신고는 연 1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다.13)14)

최현수(2020)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활용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실시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월단위 소득파악 체계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정보 신고, 그리고 자영업자의 매출신

고 등을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월단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으로의 징수

업무 이관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신고의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국세청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한다.

13) 정확히 말하면 현재 근로, 사업, 기타소득은 모두 월단위로는 총액만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
장에서 소득 지급시점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개인 기준 월단위로 신고하
도록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14) 현재의 고용보험에서는 월평균 보수를 입사시점에 신고한 후 1년에 한 번 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중도에 월평균 보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신고의무는 없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
우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한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연간 급여액이 일
정한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방식으로, 소득이 불규칙적일 가능성이 높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월단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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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도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절차적 기반 마련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사이에 비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포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에 사용되는 선택등급별 정액방식을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과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갖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전국민 고용보험만으로 충분한가?

사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전망의 일부에 불과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여기에 제안된 방식으로 구축

되더라도 모든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이력이 전혀

없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 장기간 경력단절이 있는 재취업 희망자, 그리고 장기실업으로 인해 고

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는 전국민 고용보험 체제에서도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가

능성이 크다. 이들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층적 체

계가 필요하다.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는 실업부조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다. 우선 급여의 수급기간(6개월) 급여수준(50만원)이 낮아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일정한 고용이력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나 장기간

경력단절이 있는 재취업 희망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에서도 보완적 제도를

필요로 하는 집단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갖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1장에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매우 크며, 기존 제도의 당연가입 대상 역시 상당수가 사각지대

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사각지대의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사라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를 보완하는 실업부조가 되

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급여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고용이력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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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이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급여수준의 상향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는 부가

급여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이 가능한 급여가 되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자발적 이직에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부조의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는 도

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은 스스로 실

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실업보험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늦게 도입된 사회보험이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요컨대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관

대하게 설계되면 제도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근로유인, 도덕적 해이), 너무 엄격하게 설

계되면 효과성(충분한 보호의 제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Pareliussen, 2014).

활성화 정책은 이와 같은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잘 설계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을 통해 적어도 급여수급 일정기간 이후부터 구직의무를 부여하고,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며, 개

인의 상황에 따라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들은(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같

은) 관대한 실업급여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Bassanini & Duval, 2006; Pareliussen,
2014).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취업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는 측면에

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따르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필요시 각각의 실업자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개개인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급자의 의무에 상응하

는 수급자의 권리이며, 동시에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실업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양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

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및 이를 보충하는 실업부조와 함께 한국의 고용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영역

에서도 서비스 인력 및 접점의 부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의 질 및 숙련 문제가 해결되어야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 정책 영역에서의 소득보장 시스템 개선은 이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과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정책은 소득이나 사회서비

스 중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양자가 결합되어 지원될 때 효과적이다(Pareliussen, 2014; Tarsiramos

& Ours, 2014; 남재욱, 2017 등).

고용보험과 달리 실업부조의 경우는 일정 소득 이하에 머무를 때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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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 덫’(poverty trap)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앞서 설명한 실업급여의 고용

역유인 문제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방안이다. 여

기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은 급여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

거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업부조 수급자의 월 소득이

실업부조 급여액을 넘어설 경우 수당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소득수준(50만원)에서 급

격하게 근로역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 급여액을 실제 생활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조치와 함

께 일정 소득수준까지는 급여의 한계공제율을 낮추는 조치(즉,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보다 급여감소

가 적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특징은 실업과 불완전 취

업 상태를 오간다는 점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실업에 대한 제도(고용보험 실업급

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근로빈곤에 대한 제도(근로장려금)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방식은 효율

적이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실업부조에 점감률을 도입하고, 근로장려금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최소소득보장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실업과 저임금 고용을 오가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5)

15)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급여(out-of-work benefit)와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가 통합되는 것
을 의미하며, 영국이나 독일의 실업부조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은민수(2019), 
Clasen(2020) 등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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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포괄적 사회보험체계의 첫 걸음, 전국민 고용보험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낸다.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속에서

한국은 ‘방역모범국’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한계를 여실이 드러냈

다. 코로나 위기가 실업증가와 취업자 감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대로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용위기를 정면으로 받은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

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어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꼭 감염병이 아니라도 자본주의 경제는 불안정성을 내포하며, 경기변동에 따른 침체는 언제라도

다가온다. 게다가 기술변화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은 기술변화가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키지 않

더라도 일자리를 양극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간수준의 숙련을 가지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

하던 일자리의 소멸의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과정들은 모두 고용조정을 동반하는

바, 실업이나 소득감소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주변부 노동자의 보호는 임금노동자에만 초점을 맞춘 사회보장제도로

달성되지 않는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일의 형태와 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가 필요하

다. 그리고 그 제도가 최저수준의 보장을 넘어 생계를 보장하고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이

르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을 보편화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보험이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은 이 제도가 여러 사회보험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임금노동자’

로 제한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의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 종료된

과업이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체계가 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실업부조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뿐 아니라 다른 사회

보험제도의 변화 역시 긴요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보호 제도들을 재점검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논의를 촉

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제기된 이 논의가 일시

적인 논란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

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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