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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우리 사회는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등 기존 비정규직 이외에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공급 되어 있는 자영업 부문 역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생계불안에 처한 자영업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19 이전부터 상용직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고용보험은 자영업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계속해서 노정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실

업·폐업·휴업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및 이들에 고용된 피고용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그 피해수준도 커지면서 기존 

고용보험의 한계는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l 고용보험은 코로나 19 이전부터도 상용직 임금노동자를 넘어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Ÿ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98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에는 일용노동자, 

2012년에는 비록 임의가입 형태이긴 하나 자영업자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Ÿ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일자리 정책

의 주된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

원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역시 완화하였다.1) 이에 

더해 구직급여 지급기간(현행 90~240일 → 120일~270일)을 늘리고 급여 수준 (평균임금 50%

→60%)을 인상해 고용보험의 보장성 역시 강화하였다. 

l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문재인 정부는‘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고용

보험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제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

나 가입이 누락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이러한 적용확대에 발맞추어 2025년까지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

로 전환할 계획을 담고 있다.2)  

Ÿ (적용대상 확대) 먼저 정부는 2020년부터 예술인(7.5만명)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며, 

2021-2022년부터는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128만~312만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가

능한 특고노동자 14개 직종 종사자 → 1차 플랫폼 직종 종사자 → 그 외 기타 특고 및 플

랫폼 종사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며, 2025년까지는 1인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364만-391만명)에 대해서도 가입방식, 적용시기, 운영

1) 개정 이전에는 월 60시간 미만 혹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
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였으나,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업목적’이라는 조건을 삭
제함으로써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모두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었다.  

2) 관계부처 합동. 2020.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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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Ÿ (사각지대 해소) 또한 임시·일용직 등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에서 

누락된 374만명의 종사자를 발굴, 직권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Ÿ (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이에 더해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65세 이상 신규 고용자 등과 같이 업종·직역연금·연령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고

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

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Ÿ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개편) 또한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소득 파악 인프

라를 구축하고 적용기준 및 수급요건을 소득기반으로 조정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2025년

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취업자는 일자리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

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기준 1,367만명에서 2025년 2,100만명까지 늘어나게 되

는데, 이는 직역가입자나 월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들 외에 사실상 대부분의 취업자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그림 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0.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3)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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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러나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경우 2018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고용보험료 인상

으로 이어짐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Ÿ 고용보험 기금은 2018년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9년 적자규모가 약 2조로 확

대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에 따른 경기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된 급여액이 

급증하면서 적자폭이 3.3조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고 노동자·자영업자 등이 포

함될 경우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 진

출입이 빈번해 일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실업급여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소득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입에 따른 수입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Ÿ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기존 가입자

들의 부담을 통해 특고 노동자·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식의 불만으로 번지며 기

존 가입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l IF REPORT 2020-3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도 지적한바 있듯, 향

후 경기 변동 및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정규직 임금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형태가 일반화되면서 실업·휴업·폐업 등에 따른 고용 및 소득 불

안정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다양한 고

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현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 또한 고용보험이 기반하고 있는 사

회연대 원칙을 고려할 때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위치에 있는 기존 임금 노동자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특고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을 부조해 실업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l 그러나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적용 확대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나 기 가입자들의 반발 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동의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 다른 한편 일정소득을 올리는 취업자 모두를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하면서도 기

존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로 분류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취지인 사회연대의 원칙을 살리고, 전국민 고용

보험 확대를 위한 재정적 필요를 고려해보았을 때도 그간 실업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적용대

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교원 역시 고용보험에 포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논란들을 짚

어보고 고용보험 확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고 사회연대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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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확립하

고, 적정한 부담 규모의 산출 및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 완화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임금노동

자와 특고 노동자·자영업자 간의 계정분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

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공무원·교원 역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언할 것이다. 이어 마지막으로는 실효성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 현 고용보

험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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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 확립과 고용보험의 일시적 계정분리  

l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경과하며 적

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Ÿ 고용보험의 수입은 자체수입(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운용수익 등)과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등으로 이뤄지며, 이러한 수입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고용안정, 직업훈련 지원 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진다. 

Ÿ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지출(11.6조원)이 수입(10.7조원)을 초과해 약 8,000억원의 적자가 발

생한 이후 2019년 약 2.1조원, 2020년 약 3.3조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어오고 있다.

 - 고용보험기금의 자체 수입은 2019년 11.7조원에서 2020년 13.5조원으로 1.7조원 증가한 반

면,4) 지출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19년 13.9조에서 2020년 22.6조로 8.7조 가량 늘어

나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적자는 전년대비 1.2조 늘어난 약 3.3

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자체수입에 더해 전에 없는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

(약 1.15조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약 4.7조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공

자금 관리기금의 경우 향후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없었을 시,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약 7.9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적립금(약 7.3조원)을 전부 소진하고도 남는 규모이다.5) 

표 1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 (2016-2020) 

(단위 : 억원, %)

l 이렇듯 적자 폭이 심화된 이유는 경기 악화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났으며 2018년부

터는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이 확대되고 수급액 역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2020년

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직·휴직한 노동자 등이 늘어나면서 기금 지출 금액이 더욱 증

가하게 되었다.   

Ÿ 표 2에서 보여지듯, 2018년 이후 지출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그 중

4)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ll』. p.219, 231. 
5) 국회예산정책처. 2020. 같은 곳. p.17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A) 102,442 101,362 107,362 118,638 193,745

지출(B) 88,672 94,607 115,778 139,515 226,383
수지(A-B) 13,769 6,755 -8,082 -20,877 -32,639

연말 적립금 95,850 102,544 94,452 73,532 40,984

비고 : 1. 수입에는 자체수입(사회보장기여금,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기타수입) + 정부내부수입 +기금

예수금이 포함됨. 

2. 2016-2019년은 결산기준, 2020년은 4차 추경 확정안 기준임.  

출처 : (2016-2019년)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19년도 결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p. 

134;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ll』.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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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지출액이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 전체 고용보험 기금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은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300억원 증가한 약 6.3조을 기록한 반면, 2018년에는 전년대비 1.6조원 

증가한 7.9조원, 2019년에는 전년대비 1.9조원 가량 증가한 9.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더

해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출액이 전년대비 5조원 가량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

치인 15조원을 기록했다(표 2 참조).   

 -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등)및 모성보호지원사업 지출

로 이뤄진다. 2018년 이후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증가는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의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구직급여는 2017년 이후 5조에서 

2018년 6.4조, 2019년 8조로 매해 1조 이상 상승한데 이어, 2020년에는 무려 3.7조가 증가해 

11.8조를 기록했다. 

Ÿ 이러한 구직 급여 지출의 증가는 경기 악화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 들

어 구직급여 수급 기간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 2017년 구직급여 수급자는 119.7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0.4만명 가량 감소한 반면, 2018년 

131.5만명, 2019년 144..4만명으로 연 평균 약 12.4만명(9%)가량 급격히 증가했다.6) 

 - 이에 더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고(90~240일 →120일~270일), 지급액도 인상됨에 따라

(평균임금의 50%→60%),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17년 420만원에서 2019년 560

만원으로 약 25% 가량 증가해 왔다.7) 

Ÿ 여기에 더해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실직·휴직한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출액은 더욱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70.3만명으로 사상 최대치

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 역시 15%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8)  

 -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휴업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

업장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역시 대폭 확대되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용유지지원금이 포함된 고용안정·직업개발계정의 지출액 역시 2019년 

약 4.1조에서 2020년 약 7.7조로 3.6조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2.7

조가 지출되었다.9)  

6)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5-2020년 연도별 구직급여 지급 현황” 
7)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같은 곳.
8)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같은 곳. 
9)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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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예술인, 특고 노동자, 자영업자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정적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기존 임금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빈번해 실업급여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

득은 높지 않아 가입으로 인한 수입은 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l 먼저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 새롭게 고용보험에 포함되는 이들의 경우 근속기간

이 일반 정규직 임금 노동자에 비해 짧고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업급여 수급률이 증가

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출액 역시 확대될 수 있다. 

Ÿ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97

개월(약 8년)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9개월(약 2.4년)로 정규직 노동

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고노동자가 포함된 비전형 근로

의 경우 3년 이상 근속자는 23.7%로 정규직(61.4%)은 물론 전체 임금 근로자(47.3%)의 절반 

수준이며,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역시 61.1%로 정규직(16.9%)이나 전체 임금 근로자

(31.2%)는 물론 전체 비정규직(56.1%)보다도 높았다.10) 

Ÿ 특고 노동자(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한정)의 연평균 이직률 역시 2016년 기준 38.3%로 전

체 근로자의 연평균 이직률(31.8%)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11) 물론 이는 전체 노동자에 비해 

10)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나 및 근속기간 별 구성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1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언론보도설명 (설명) 헤럴드경제,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기금 만성적자 초래 물

보듯” 기사 관련.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jsessionid=GiA9krFipzzRgmuarEjTePq4EOa6mHfX
B3cIkyBiXl4iQha8VJTPX0CQUGvpPCoH.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1641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노동자

실업급여 

계정

지출 58,557 62,858 79,157 98,558 149,578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
4,301

(5.4)

16,299

(15.4)

19,401

(11.8)

51,020

(87.6)

 구직급여

지출 46,862 50,248 64,549 80,917 118,556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
3,386

(7.2)

14,300

(28.5)

16,369

(25.4)

37,639

(46.5)

고용안정

직업개발

계정 

지출 30,064 31,699 36,566 40,894 76,736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
1,635

(5.4)

4,867

(15.4)

4,328

(11.8)

35,842

(87.6)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

지출 38 37 42 44 55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1

(-2.6)

5

(13.5)

2

(4.8)

11

(25)

고용안정

직업개발 

계정

지출 13 12 13 20 14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1

(-7.7)

1

(8.3)

7

(53.8)

-6

(-30)

비고 : 2016-2019년은 결산기준. 2020년은 4차 추경 확정안 기준. 단 구직급여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참조. 

출처 : (2016-2019)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19년도 결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p.135.;

(2020) 국회예산 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17.

표 2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지출현황 (2016-2020)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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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높은 수치라 보기는 어려우며 통계에 따라서는 특고 노동자의 평균 이직률이 전체 

노동자에 비해 낮게 추정되기도 하지만12), 업종별 편차가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2016년 산재보험 DB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작은 레미콘 기사의 이직률은 

15.8%에 불과해 낮지만, 종사자 규모가 큰 생보설계사의 경우 42.8%에 달했다.13) 

 - 물론 이직자 중에는 비자발적 이직자 뿐 아니라 자발적 이직자 역시 포함되어 있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직률이 높다해서 실업급여 수급률 역

시 높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이직 사

유로는 ‘계약 종료’가 58.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직자의 상당수

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14)     

 - 또한 이직 이후 바로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 하는 이직자의 경우에도 노동기간에 단절이 없

어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특고 이직자 중 

1개월 내 재취업 한 경우는 26.2%에 불과했다. 이직자의 73.8%의 경우 일정기간 노동기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역시 직종별 편차가 있어 레미콘 기사의 경우 1개월 이내 재취

업하지 못한 이직자가 69.6%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지만, 생보설계사의 경우 73.4%, 학습

지 교사의 경우 93.2%에 달했다.15) 

Ÿ 여러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통계는 미비해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향후 적용이 확대

될 플랫폼 노동자 역시 근속년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을 확률이 상당하다. 

  - 가령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대행업 종사자의 경우 근속년

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국노동연구원(2019)이 배달대행 플랫폼 종

사자 3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배달업종 전체에 대한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

는 3.3년, 현재 일자리(업체)에 대한 평균 근속년수는 1.7년으로 나타났다.16) 

  - 물론 배달대행 플랫폼의 등장 자체가 짧고 조사한 이들 중 상당수가 20-30대라는 점에서 

근속년수만으로 이들의 이동성이 높을 것이라 단정짓기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배달원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를 찾기 전의 징검다리 일자리’로 생각한다는 비중이 전

체 응답자의 50.2%에 달하고,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 배달원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대

답한 비중은 27%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을 예

측할 수 있다.17)  

12) 가령 2019년 기준 특고 14개 직종 노동자의 월평균 이직률은 3.3%로 고용보험 DB를 통해 추정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이직률인 4.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문제이나 이는 상용직 외에 상대적으로 이직
률이 높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
르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이직률은 2.4%로 특고 노동자(3.3%)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일용직근로자의 월평균 이
직률은 25.3%에 달했다.(장인성·황선웅. 2020. “산재보험자료 등으로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와 고용보험
의 적용.” 고용노동브리프 102호. 한국노동연구원. p.4.)  

13) 박찬임.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을 중심으로」.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
원. 2018년 7월 호. p.17. 

14) 박찬임. 2018. 같은 곳. p.17. 
15) 박찬임. 2018. 같은 곳. p.18. 
16) 김영아 외. 2019.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p. 88.
17) 김영아 외. 2019. 같은 곳.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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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영업자 또한 IF-REPORT 2020-4 “2020 자영업보고서”에서 분석한 바 있듯, 상대적 과잉 

공급 및 소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이 확대될 경우 휴업·폐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Ÿ 통계청의 신생기업 생존율 통계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기업과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기업으로 나누어 집계하는데, 이 중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은 2018년 기준 63.1%이며, 이마저 해가 갈수록 감소해 5년 생존율

은 30.4%에 그치고 있다. 즉, 개인 사업자의 40%는 1년 이내, 70% 넘게는 5년 이내에 폐업

하는 것이다.18) 

Ÿ 특히 각각 전체 자영업자의 10%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자영업 내에서 비중이 크고  

진입장벽이 낮아 손쉽게 창업해온 음식업과 소매업의 경우 지난 20년 간 급격한 구조조정

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2019년 기준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률([폐업자수/가동사업자수+폐업

자수])은 각각 18.1%, 15.1%로, 관련 업종 종사 자영업자 중 약 15~18%에 달하는 이들이 한

해 폐업하고 있다.19) 기업 생존율 통계를 보아도 도소매업 및 음식업 개인기업의 1년 생존

율은 각각 58.5%, 62.1%, 5년 이내 생존율은 각각 26.8%, 20.4%로 전체 개인기업 생존율보

다도 낮았다.20) 

Ÿ 게다가 자영업자의 경우 자발적 폐업과 비자발적 폐업의 경계가 불분명해, 실업급여의 수

급이 더욱 빈번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l 이렇듯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특고 노동자·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

이 높은 반면 이들의 소득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낮아 가입 규모에 비해 수입은 크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Ÿ 한국노동연구원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특고 노

동자들의 월평균 순소득은 약 250만원 정도로, 2019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소

득 (309만원)을 밑돈다. 직종별로 편차가 있어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일정 종사자

들의 소득은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대리기사(132.7만원), 학습지교사(143.2만원) 등의 경우 

평균을 하회하기 때문이다.21)  

Ÿ 향후 적용 확대될 플랫폼 노동자 역시 직종 간 편차는 존재하지만 이들의 가입으로 인해 

고용보험 기여금 수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0년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플랫

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238.4만원에 그쳤다.22) 

18) KOSIS. “기업생명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D1005&conn_path=I3)
19) 김기식·박선나. 2020.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p.14. 
20) KOSIS. 같은 곳.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D1005&conn_path=I3)
21) 장인성·황선웅. 2020. 「산재보험 자료 등으로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와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노동브리

프 제 102호. 한국노동연구원.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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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영업자 역시 상당수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이며, 영세 자영업자는 일

반 자영업자에 비해 폐업의 위험 역시 크다는 점에서 가입확대로 인한 수입보다는 지출이 

클 확률이 높다. 

 - IF REPORT 2020-4 2020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사업자는 

2018년 기준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의 27.9%에 달한다.23) 2018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

에 따라도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사업소득신고자 673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1,534만원으로 근로소득신고자 3,669만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24)   

 - 더군다나 IF REPORT 2020-4 “2020 자영업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듯, 자영업 업종 중 

가장 급속도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소매업, 음식업 영역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업의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확률

이 높다.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업·소매업의 시장은 포화상태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일수록 소매업·음식업 등에서 일반 사업자보다 높은 창업률

을 보이며 그만큼 폐업할 확률도 높았다. 소매업의 경우 일반사업자의 페업률은 13.2%, 영

세사업자는 19.1%로 약 6%p 가량 높았으며, 음식업에서는 일반사업자 폐업률이 17.1%, 영세

사업자 20.1%로 약 3%p 가량 높았다.25)

l 이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경우, 향후 고용보험

의 재정 수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Ÿ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산재 가입 대상인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

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하나 2025년부터 176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소

요’보고서」의 추계의 경우 한노연의 추산보다 2년 앞당겨진 2023년부터 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후 그 폭이 점차 확대되어 2025년에는 813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26)  

Ÿ 장지연·홍민기(2020)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에 더해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

금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료(0.8%)를 부담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은 1.24조원인 반면, 지출은 

2.78조원으로 연 1.5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27) 이 추계는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 모두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 수급율을 보일 것을 가정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했듯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의 수급율이 임금 근로자보다 높을 경우 지출 폭은 보다 

22) 한국노동연구원. 2020.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고용·노동브리프 제 104호』. p.6.
23) 김기식·박선나. 2020.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p.15-17. 국세청 분류에 따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일

반사업자,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 여기서 적시한 27.9%는 이 중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와 영
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구한 비중이다. 면세사업자의 정확한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4) 장지연·홍민기. 2020.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노동리뷰. 2020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80.  
25) 김기식·박선나. 2020.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p.16-17. 
26) 관계부처 합동. 2020.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p.22; “특고 고용보험, 2년 

뒤 적자.. 정부 예측보다 빨라” 아시아경제, 2021년 2월 8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0810365389105
27) 장지연·홍민기. 2020.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노동리뷰. 2020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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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l  물론 특고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기간의 단절 없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기 용이하므로 이직자가 많다하더라도 이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플랫폼 노동자 등 향후 적용 확대될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미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률

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l 그러나 IF-REPORT 2020-03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지적한 바 있

듯, 향후 글로벌 경쟁 심화, 전통적 제조업의 위기, 자영엽 공급과잉,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경기 변동 및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고, 특고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형태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경우 정규직 임금노동자에 비해 경기변

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

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 코로나 사태와 같이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의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은 앞으로 충분히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대

비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l 이렇듯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8) 과거 건강보험 통합사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러한 

보험료 인상 논의는 ‘부담은 우리가 지고 혜택은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이 받아간다는 

식’의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l 앞서 언급했듯 경기상황과 고용관계의 변화를 고려해보았을 때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기존 정규직 임금 노동 이외의 계층에게까지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고용보

험 적용을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게다가 

고용불안정성이 낮고 소득이 높은 노동자가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소득은 낮은 노동자들을 

부조함으로써 실업의 위험을 공적으로 해결한다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상대

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기 가입자들이 그렇지 못한 특고, 자영업자 등과 고용

불안의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l 그러나 향후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기되는 재정

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 및 기가입자들의 반발을 보다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 건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고

용보험 확대의 주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l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방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적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정한 지원 규모를 산

출하고,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존 임금노동자 계정과 새롭게 포함될 특

28) “기금 고갈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전국민고용보험 제동 걸리나” 이데일리, 2021년 2월 23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1526628953472&mediaCod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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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동자 및 자영업자 계정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건

강보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Ÿ 건강보험은 77년 대기업 직장 가입자에서 시작해, 점차 그 대상이 농어촌·도시자영업자 등 지

역가입자로 확대되어 89년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그간 분리되

어 있는 직장 가입자 의료 조합과 지역 가입자 의료조합의 통합이, 2003년에는 조합에 더해 계

정 간 통합 역시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체계가 완성되었다.  

Ÿ 그리고 이러한 적용확대 및 통합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 완화, 지

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왔다. 

  -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에 대해서는 88년–89년 지역의료보험 확대시기부터 관리운영비 및 

보험급여비에 대한 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이뤄져 왔다.29)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

한 저소득층이 많아 의료보험 재정 상황이 열악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경우 직장 가입자

와 달리 사용자 부담분이 따로 없어 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을 경감하고자 한 것이다.   

  - 이러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03년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의 계정 통합이 이뤄진 이

후에도 유지되어 지역 가입자의 급여 및 보험 사업 운영비의 50%(35%는 국고, 15%는 국민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 왔다. 2007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14%는 국고,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재

정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는데,30) 이는 과거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전체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 조정된 결과이다.31) 즉 재정 통합 이후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가입자 지원을 

위해 재정을 부담함으로써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며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직장가입자들의 우려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다. 

l 이러한 건강보험의 사례는 고용보험 확대 과정에서도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앞

서 건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있어서도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수요를 

감당하고, 기존 가입자들의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며, 새로운 가입대상자들의 고용보험료 부

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 원칙을 명확하게 제도화여야 한다. 

Ÿ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특고 노동자·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높은 실업위험으로 지출 가능성은 커 이들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Ÿ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노동자나 특고 노동자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분담할 사용자가 

29) 오영수. 201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1. p.4
3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건강보험-재원조달체계.”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5&PAGE=5&topTitle=%E
C%9E%AC%EC%9B%90%EC%A1%B0%EB%8B%AC%EC%B2%B4%EA%B3%84
31) 오건호. 2020.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재정분담” 참여연대 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38194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5&PAGE=5&topTitle=%EC%9E%AC%EC%9B%90%EC%A1%B0%EB%8B%AC%EC%B2%B4%EA%B3%84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3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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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아 개인이 져야 할 보험료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과중할 수 있다. 특고 노동자

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0.7%씩을 균등부담하기로 결정하고, 다수의 사업장과 계

약을 맺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이중취득 역시 허용한 반면32) 자영업자의 경

우 보험료를 분담할 사용주가 없어 전적으로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문

제와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치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일정정도 재원을 부담했던 것처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특고 노동

자·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Ÿ 물론 현재 중앙정부·지방정부 역시 저소득 노동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실

시하고 있다. 

　-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 미만 종사자에 

대해 최대 3년 간 고용 보험료의 80%를,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 미만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5년 간 고용 보험료의 20~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일정 소득 미만 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해 간

접적인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향후 특고 노동자·

자영업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더해 서울이나 경상남도와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일정 기준

을 충족하는 종사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일정 소득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서울, 경남 모두 최대 3년간, 30%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서울, 경남의 1인 자

영업자의 경우 중앙 정부의 지원까지 포함할 시, 최대 80%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Ÿ 이러한 지원들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에 필요한 조치들이나, 대개 한정된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특고 노동자·자영업

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지금과 같이 가입자 개인에 대한 한시

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정 전체에 대해 정부의 재원을 정

기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l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 부담의 적정 규모를 추산·확보하고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 가입자와 특고 노동자·자영업자 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Ÿ 앞서 언급했듯 지금으로서는 특고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한 적용확대로 인해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정 분리 

없이 적용확대가 이뤄질 경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부담의 적정 규모를 객관

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32) “올 7월부터 특고 11개 직종에 고용보험료 1.4% 적용” 안전저널, 2021년 2월 26일.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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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재정당국이 부족한 재원을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부담을 통해 확충하기 보다는 기존 

임금노동자의 보험료를 통한 수입금으로 메우려 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는 기존 가입자들

의 강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 물론 고용상황이 좋은 평시에는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기가입자들의 고용보험료 수입만으

로도 재원의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코로나와 같은 경기 침체는 향

후 반복적으로 제기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대규모의 고용보험 기금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평상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고히 제도화 

해 기금을 적립해두어야 향후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Ÿ 그러므로 특고 노동자 및 자영업자 적용확대에 따른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을 추계, 담보하

고,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기존 임금노동자들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는 

계정을 분리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명문화 하고, 그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Ÿ 이렇듯 계정분리를 통해 특고 노동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적정한 정부부담이 제도화 될 경

우 마치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뤄져오던 지원이 계정 통합 이후에도 제도화되

었던 것처럼, 향후 다시 계정을 합쳐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할 때에도 적정 규모의 

정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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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교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추진  

l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170만명은 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계속해

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왔다. 

Ÿ 이 규정은 98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되고, 2012년 자영업자의 가입 역시 가능해지는 등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계속

해서 확대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유지되어 왔다. 

l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과정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적용제외

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직군의 공감대를 얻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통상적인 근로자들보다 직업 안정성이 높아 실업가능성이 낮으며, 

실직 시 직역연금을 통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낮

다는 것을 주된 반대 사유로 거론하고 있다.  

Ÿ 2020년 12월 구체화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역시 적용제외 대상자 최소화를 추진 과제

로 제시하였으나, 장기복무 미확정 군인, 별정제·임기제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중 보

호가 필요한 일부 직역연금 가입자에 한해 적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33) 이는 확대 

대상자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부 집단에 한정하는 것으로, 실업 위험이 낮

아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교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다는 위의 주장과 비슷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 볼 수 있다.  

l 그러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개인의 혜택 여부나 필요성에 의해 가입이 결정되는 개

인 보험이나 저축과 달리, 상대적으로 실업의 위험이 낮고 소득이 높은 노동자가 그렇지 못

한 이들을 부조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사회 연대의 원

칙에 입각해 설계되었다. 이것이 대다수의 사회보험이 개인의 혜택 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가입을 적용하는 이유이다. 애초에 수혜 가능성이 큰 사람들만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

가 높아져 사회보험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l 이러한 사회연대의 원칙에 입각해 공기업 종사자나, 민간부문의 금융권 종사자 역시 공무원이

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실업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가입 대상자로 포함되어 보험료 수

입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개인의 건강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민

이 가입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업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공무원·교원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Ÿ 공무원·교원과 더불어 공공부문으로 묶이는 공기업 종사자들이나 민간 금융권 종사자들 

역시 사실상 정년퇴직을 할 수 있어 실업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

자에 해당된다. 공무원·교원과 마찬가지로 실업위험이 낮은 직역 군의 이들 모두 고용보

33) 관계부처 합동.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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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교원만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특

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Ÿ 사회연대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원리는 건강보험의 사례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비단 질병의 위험이 높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질병 위험이 낮은 사람들 역시 모두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

함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질병 위험이 낮은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부조함으로써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위험이 높아 건강 보험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만 이뤄진다

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 보험료가 높아져 보험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도 개인의 혜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교원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l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은 비단 실업급여 지급뿐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돌봄 및 

일 가정 양립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공무원 중 돌봄 

수요가 높은 일부 직종의 경우 실업위험은 낮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Ÿ 고용보험 가입자는 단순히 실업급여 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모

성보호지원사업 급여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 지원 등의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 물론 

공무원·교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

나,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종에 따라서는 지원이 미비한 경우도 많다.  

 - 가령 소방공무원의 경우 휴일, 비상, 교대근무가 잦은 직업의 특성상 야간보육, 휴일보육, 

긴급 돌봄의 수요가 많아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나 현재 설치된 직장어린

이집은 전국에 단 두 곳뿐으로, 수요 희망자의 1.2%만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34) 

Ÿ 현재 고용보험은 가입 사업장에 대해 3-6억원에 달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 비용 및 

45~120만원에 달하는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소방공무원과 같이 돌봄 수요가 큰 일부 직종의 경우 비록 실업의 위험이 낮다 하더라

도 가입 시 돌봄지원과 관련된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l 이렇듯 사회연대의 원칙에 입각해 공무원· 교원이 고용보험 가입자로 포함될 경우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Ÿ 나라살림 연구소에 따르면35) 공무원과 교원 등 안정적 직업군 170만 여명이 추가적으로 고

용보험에 가입해 사용주인 정부와 함께 급여의 0.8%를 각각 고용보험 기금에 납입할 경우 

연간 1.7조원의 보험료 수입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고용보험 기금의 적

34) “[국감]소방공무원 5만 6000만명,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에만 단 두곳”, 베이비뉴스, 2020년 10월 16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333
35) 나라살림연구소. 2020.5. “[나라살림 브리핑 41호]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시 1.7조원 보험료 수입 증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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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액(약 3.3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으로 향후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

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다.

Ÿ 동시에 공무원·교원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들의 사용주인 정부가 

고용인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고용보험

에서 공무원·교사가 적용제외 대상자로 남아 있는 주된 이유는 피고용인에 해당되는 공무

원·교사가 체감하는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용주로서 매해 

8,000-9,000억원의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당국이 가입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실효성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정

부의 재정부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무원·교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정부 역시 

사용주로서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l 이러한 고용보험의 취지 및 향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공무원이나 교원 역

시 실업위험이 낮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건강

보험 통합 당시, 노동운동과 노조가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직역종사

자들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연대의 원칙에 입각해 전국민을 

위한 단일 건강보험 체계의 구축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과정에 있

어서도 건강보험의 통합을 이끌어 냈던 과거 노동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 사회 연

대의 원칙에 입각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국

민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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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기반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이행사항

l 거듭 강조했듯,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야 할 노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실업·휴업·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불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는 것이다. 

Ÿ 개인의 소득은 크게 시장소득과 각종 복지제도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 앞서 언

급했듯 산업구조 변동, 자영업의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조정,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으로 인

해 경제활동인구의 고용 및 소득불안의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Ÿ 그간 복지제도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을 이전소득을 통해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 소득 보장 성격을 가지는 대부분

의 기존 복지제도는 노인(국민연금)이나 일정소득 이하의 계층(공공부조), 혹은 특정한 필요

를 가지는 이들(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

로 하는 소득보장 제도는 사실상 고용보험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관계

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경기침체가 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현 상황

에서 노동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소득 보장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 더불어, 청년 취업준비생과 같이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 이후에도 노동

시간이나 소득 등이 적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의 확

충을 통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경우 9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의 확대가 이뤄져 왔지만 보

험료 부담, 임의가입 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광범위한 실질적,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Ÿ 고용보험은 95년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98년 IMF를 경과하면서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일부 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임금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상용직 임금노동

자 외의 취업자들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부터는 일용노동자 역시 의무가입

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 역시 비록 임의가입형태이긴 하지만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적용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2018년에

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역시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2년부터 예술인 및 특고 노동자

에게까지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2025년 이후에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가입방식 등을 논의

해 단계별 확대방안이 마련될 예정에 있다. 

Ÿ 이렇듯 1인 이상 사업장과 자영업자 모두 법적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적어도 법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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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취업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기준 1,353만명으로 현재 전체 취업자의 49.4%에 그치고 있다.36) 

미가입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46.1%)은 정규

직(89.2%)의 절반에 불과하다.37)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2020년 기준 자영업자 가입자 수는 29,175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5%에 불과한 수

준이다.38) 

Ÿ 이렇듯 적용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미가입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법적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의가입 방식 및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고용보

험에 가입하지 않는 광범위한 실질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상당수의 가입대상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인해 여전히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남아 있다. 앞서 언급했듯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비단 임의가입 대상자 뿐 아니라 강제가입 대상자인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2019년 기준 약 374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8.2%에 이르고 있

다.39) 이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주의 가입회피나 노동자의 기여회피가 이뤄지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금의 본인 부담금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여회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Ÿ 더불어 적용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법적 사각지대 역시 존

재한다.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 적용확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여전

히 피보험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시 근로자가 4인 미만인 농림어업 사업장 종사자,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총 공사금액이나 건축물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인 건설공사 사업장 

종사자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이에 더해서 공무원·교원과 같이 직역연금 가

입자들 역시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l 이렇듯 법적 사각지대 및 임의가입 방식 등으로 인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보험 적

용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의 강제가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Ÿ 앞서 언급했듯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보험 체계를 고용형태

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누구나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

되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

36) 장지연·홍민기. 2020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노동리뷰. 2020년 6월호. p.73. 
37) KOSIS. 「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및 증감」. 통계청.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38) 김진선. 2020.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제 179호.』 국회입법조사처. p.8.
39) (전체 임금노동자 통계)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참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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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일정 소득 이상의 이들은 고용형태나 직종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해 기여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Ÿ 또한 이러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는 가입자 전원에 대해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가입의 

방식을 적용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 앞서 언급했듯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가입방식이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의가입 방식을 취한다면 고용보험의 실질적 가입률을 제고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제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특고 노동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

함시킬 예정이라 밝히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가입 대

상 및 방식 등을 논의해나간다고만 했을 뿐 강제가입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명료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도 이미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가입

방식을 강제가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

겠다는 전국민고용보험의 구상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보험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의 원칙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  물론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가입 적용은 해외에서도 일반화된 모델이라 보기 어려우며, 자

영업자의 강력한 반발을 초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술하겠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여 이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가입유도를 통해 급여 수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가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l 이렇듯 강제가입을 전제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첫째, 전 국민의 종

합적인 소득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보험료를 부가, 징수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국세청과 보험공단 간의 소득·자산 데이터를 

연계·공유해 파악률을 제고하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개선을 넘어서 전 국민 소득·자산 파

악 업무에 더해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까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하드웨어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Ÿ 앞서 언급했듯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가면서 2025년까

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소득기반 고용

보험의 전면 실시에 앞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

었던 이유는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가입자 선정을 위한 소득 파악 인프

라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소득사항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Ÿ 이에 정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세청-사회보험 간 유사 중복되는 신고 및 자료제출을 통합하고, 소득 신고 주기를 단축

하며, 국세청과 사회보험 공단 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소득 파악 자료를 실시간

으로 연계함으로써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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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전반적인 소득 파악률을 제고하는데 일정부분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러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 파악률을 제고하는 것에 더

해 이러한 소득 파악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까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보험 공단의 경우 국세청과 달

리, 허위 신고나 신고 회피 시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부과·징

수를 위한 충분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차원의 연계를 통해 보험공

단의 소득 파악률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실질적으로 확대·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소득기반고용보험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조세

행정은 국세청,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는 보험공단이 담당하는 지금의 조직구조는 그

대로 유지한 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넘어서, 소득 파악 뿐 

아니라 사회보험 부과·징수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인프라와 권한을 갖추고 

있는 국세청으로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까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 더 나아가 IF REPORT 2020-3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제안한 바 

있듯, 국세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소득파악 및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인프라가 갖추어진

다면, 공공부조는 물론 재난지원금 등 각종 소득지원제도의 대상자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하

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소득파악 및 부

과·징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고용보험의 확대 뿐 아니라, 국민들의 필요와 상황

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l 둘째, 정부의 고용보험 재정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Ÿ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생겨나는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

고, 취약 계층의 보험료를 경감하며 기존 가입자들의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

부의 재정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l 현 고용보험 제도에 법적, 실질적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같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산발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은 대개 임시방편적이고 단속적인 방식으로 이루

어지며 그 규모 또한 충분치 않아 들이는 예산 규모에 비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

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제도들을 

흡수 통합한다면, 재정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

능한 지원 역시 가능할 것이다.  

Ÿ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생계지

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먼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2020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



23

으로 생계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이 급감한 특고 노동자 및 프리랜서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3조에 달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이,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총 1.5조에 달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사업’등이, 코

로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약 14.1조에 달하는‘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혹은 ‘소상공인 버팀목지원금’사업이 실시되어 왔다. (표 3 참조)    

해당 대상 지원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시행

횟수 

총예산 

(원)
비고 

특고 노동자

ㆍ

프리랜서ㆍ

무급 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회차 : 

총 3개월, 월 50만원 

2-4회차 : 

기가입자 추가 50만원 지원, 

신규 가입자 100만원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ㆍ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4회 
3조 코로나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경우 :

구직촉진수당 및

(월 50만원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등

II유형의 경우 :

참여수당

최대 265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저소득 구직자 상시 0.3조 
2020년

신설

폐업 

자영업자 

긴급복지생계지원 

생계급여 :

월 123만원 (4인 가구기준), 

총 6회 

기타 급여 :

의료, 주거급여 등 

총 2-12회 

실업ㆍ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불안의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상시 0.4조  기존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 

200만원, 총 1회

전직장려수당 : 

100만원, 총 1회 

폐업 소상공인 상시 0.04조 기존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회차 : 

가구 당 40- 100만원, 총 1회  

2회차 : 

가구 당 50만원, 총 1회 

기존 복지제도나 

여타 지원 제도의 혜

택에서 배제된 

코로나로 인해 소득 감소한 

저소득 가구 

2회 
1조 코로나로 신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총 1회  

코로나 상황으로 폐업한 

연 매출 일정수준 이하 

영세 소상공인 

1회 0.1조 코로나로 신설 

소득감소· 

영업제한·

금지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회차 : 

업종별100-300만원, 

총 1회  

2회차 : 

업종별100-300만원,

총 1회

3회차 : 

업종별100-500만원,

총 1회   

코로나 19로 소득 감소하거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금지·제한된 

소상공인 

3회 
14.1조 코로나로 신설 

합계 - - - - 18.6조 

출처 : 긴급고용안정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코로나 19 경제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L2-3

표 3 코로나 19 대응 위한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사업 현황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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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중앙정부 지원에 더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휴직한 노동자나40) 폐업

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약 600억의 예

산을 들여 피해업종 종사자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에 대해 지원

금을 지급했으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도 약 5,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의 사업을 실시한 바있다. 

또한 소득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나 ‘서울경제활력자

금’ 사업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약 8,800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4 참조) 

40) 각 지자체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교부금에 더해 지방비를 

긴급복지생계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긴급복지지원”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4#L5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78406&pkgId=49500742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10/102879921/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26734/

희망리턴패키지 :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59613

비고 : 

1.코로나 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 수급 안됨. 

2.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전직장려수당 및 점포철거비 외에 컨설팅 사업 등 포함

3.긴급복지생계지원이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폐업 자

영업자만을 위한 사업은 아님. 그러나 폐업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포함하였음.   

해당 대상 지원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시행

횟수 

총예산 

(원)

무급 휴직자

기타 피해업종

종사자   

무급휴직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3개월 

무급 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3회  
350억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50만원, 1회 

코로나로 소득 급감한 

운수업종 종사자 
1회 146억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1회

소득 급감한

문화 예술인 
1회 100억

폐업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50만원, 1회 

서울지역

폐업 소상공인 
1회 240억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가구당 30-50만원, 

1회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 1회 5,281억

소득감소

소상공인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월 70만원, 2회 

서울지역 

영세 소상공인 
1회 6,700억

서울경제활력자금 50-160만원, 1회 
중앙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1회 2,140억

합계 - - - - 1조 4,597억

비고 : 소득감소 지원 중 세부 업종별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 : 

내손안의 서울. 2021.02.02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5대 대책에 1조 4,852억원 푼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363, 

내손안의 서울. 2021.03.22. “‘민생경제 봄 앞당긴다’재난지원금 1조원 투입”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008

표 4 서울시 코로나 19 대응위한 특고·프리랜서·기타 노동자·자영업자 지원현황 (2020-2021)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5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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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위와 같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각종 산발적인 지원사업들에 비해 소득 기반 고용보험의 경

우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위의 표에 제시된 2020년 2021년 지출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이례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존

재하지만, 거듭 강조했듯 향후 고용 및 소득불안이 상시화됨에 따라 지금과 같이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의 지원사업들은 추

경예산을 통해 그때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신설, 운영되고 대부분 일회성으로 50-5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그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계불안

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지는 지자체의 추가 지원의 경우 각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그 지원 수준이나 

대상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 그에 비해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의 경우 기간에 있어 4-9개월 간 정기적 지급이 이뤄

지고 지원 규모 역시 평균임금의 60% 정도로 현재 시행되는 사업들에 비해 높으며, 전국

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지급 범위 역시 보편적이어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Ÿ 그리고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및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정착된다면 위와 같이 고용보험이 미

비해 이뤄지고 있는 산발적 지원 사업들은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으며 전체, 혹은 일부

를 고용보험과 통합해 그 재원을 고용보험 정부 부담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원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예산들이 통폐합을 통해 고용보험으로 일원화 되어야, 고용

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기간이나 수준의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Ÿ 이렇듯 기존에 시행된 지원 사업들이 고용보험으로 통폐합된다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

담 없이도 고용보험의 재원을 상당부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이후부터 2021년

까지 한해 반 동안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와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책정된 예산

만 해도 4.5조원에 달하며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4.1조)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18.6조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장지연·홍민기(2020)의 추계에 따르면 특고 및 자영

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생겨날 고용보험 적자 규모가 2019년 기준 1.5조 정도로 추

정됨을 고려해볼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원 예산의 일부만을 투입하더라도 고용보험 재

원의 상당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기에 더해 이미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2020년 기준 1.1조원의 예산이, 간

접적인 사회보험 지원 역할을 하는 EITC 사업에 약 5조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이렇듯

얹어 코로나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자체별로 선정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중앙정부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일원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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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뤄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고용보험 기금에 대해 정부의 일

정한 재정부담을 제도화하는 것은 제도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l 이렇듯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기반 보험은 경제활동인구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에 대응

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고 소득보장의 취지

에도 부합하는 정책 방안일 수 있다. 

Ÿ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불안정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다. 

Ÿ 그러나 IF-report 2020-3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2021-1“4차산업

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거듭 지적한 바 있듯,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하지 않다. 

Ÿ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충분한 시장 소득의 확보를 통해 생활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이들에게까지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소득 보장이라는 노동ㆍ복지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 ILO 

등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혹은 소득보장은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구성원이 봉착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

고 있다.41) 모든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가능

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시장소득의 확보가 가능한 이들에게까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

는 것은 자칫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보호가 절실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 보다는 실업으로 인해 가장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집중시키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소득보장의 원리에도 보다 충실한 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다. 

l 이렇듯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스템이 도입ㆍ정착 된다면 공무원ㆍ교

원이 현재처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일정 

소득 이상의 취업자는 모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의 

취지 상 이들 역시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1) * 비버리지 보고서 상 사회보장 정의 :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한,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출생ㆍ사망ㆍ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

    *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정의 : "사회구성원이 봉착하게 될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사회가 일정한 기관을 통하여 부양성을 띤 급여를 제공하는 것"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의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
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제도”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07000000)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0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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