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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지

만, 사회보장의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의료보장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

험과 건강보험 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치료종결한 이후 임의로 의료기관에서 

통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건강보험 

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던 당시의 사

업주에게 보험자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과 갈

등이 8년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는 2005〜2012년

의 기간 동안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관련 공공기관 간 갈등

을 정부-정부의 공공갈등으로 설정한 뒤 연구하되, 갈등과정에 대해서는 정용덕의 

귀인이론을, 갈등내용에 대해서는 Dunn의 정책논변모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 현안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책학 연구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공공갈등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이의를 가지

고 있다.

    둘째, 갈등과정 연구에서 편의상 3단계로 구분하여 정용덕의 귀인이론으로 분

석한 결과, 제1단계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 문제가 공공갈등이 부각

하게 된 배경에 해당하고, 제2단계는 개인의 “객관적 행동”이 공공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적 행동”이 공공갈등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되

었고, 제3단계에서는 공공갈등의 주체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화되면서 갈등양상이“객관적 구조”와 

“주관적 구조”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갈등내용 연구에서는 갈등과정의 시계열적 묘사에서 확인된 3가지 정책

주장, 즉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 건강보험 흡수론, 협의론을 Dunn의 정책논변모

형으로 구성하였는데, 연구자는 각 정책논변의 주장력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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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인 한정접속사를 사업주(산재보험)책임론을 40% 이하, 건강보험 흡수론을 50% 이

상, 협의론을 50% 이하로 도출하였고, 연구자는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의 총합에서 

건강보험 흡수론이 우위일 것으로 보고 채택을 제안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2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갈등과정에서 

적용한 정용덕의 귀인이론 분석결과는 갈등내용에서 적용한 Dunn의 정책논변모형

을 일관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역으로 정책논변모형 내용 또한 귀

인이론 분석결과를 뒷받침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방법으로 효과를 나타

내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정책현안이라는 특성상 자료 확보에 한계를 지닐 수밖

에 없어 본 연구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연구방법론에서 객

관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이 고려되었으나 양측 보험에 균형잡

힌 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주요어 : 산재보험, 건강보험, 사각지대, 공공갈등, 귀인이론, 정책논변모형

학  번 : 2012-2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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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의 4대 사회보험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국민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고용보험이 해당된다. 이를 

수혜자별로 분류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능별로 분류하면 소득보장은 주로 노령을 대비하는 국민연

금과 실업을 대비하는 고용보험이,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의료보호 포함)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나머지 사회보험과는 달리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병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이「민법」1) 또는 「근로기준법」2)(이하 ‘근

로기준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3)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4)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처분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현물급여 

원칙), 휴업급여(입․통원 요양기간 동안의 소득보장) 또는 상병보상연금(요양기간이 

2년 이상이고 폐질등급에 해당할 경우의 소득보장) 등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면 증상

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요양(치료)을 “종결”해야 하고, 영구적인 정신

적․신체적 장해가 잔존할 경우 “장해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

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산재 절차이이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

    산재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수령한 경우, “합병증등예방관리제도”(이하 

‘합병증관리제도’라 한다)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진찰, 처

치, 약제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합병증관리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수급권이 보장된 법정급여가 아니라 산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2)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3)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나, 산재보험은 사업주
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4) 산재보험 적용범위인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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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예산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어 합병증 예

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병에 한하며, 진료의 횟수와 범위에도 제한이 있고, 일부 

경증 장해등급의 경우에는 수혜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합병증관리제도의 수혜범

위 해당되지 않거나 수혜기간이나 정해진 진료 횟수를 벗어난 상태에서 통증 등 주

관적인 자각증세를 이유로 임의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할 때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표기한다) 제53조제1항제4조에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

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게 되면 산재

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제1항에 의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의한 요양보상책임이 면제되나, 산재보험 수급이 종결된 경우라면 근로기준

법 제78조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책임이 계속 잔존한다고 해석하여, 산재 요양 

종결한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부담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환수고지 처분을 행하고 있다.

    현재 4대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과거 어느 때

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으며,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치료종결 후 근로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은 당

사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가 

공공갈등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 치료종결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사각지

대’라 정의하고, 이를 두고 현존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

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간의 갈등과정 및 갈등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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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갈등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특

정 집단이나 이익단체와의 충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의 법률해석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되었다.

    산재 치료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던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보험자 부담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주 또는 재

해근로자)이 개인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공공기간 간의 

갈등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5) 

    그러나 부당이득 환수고지 처분을 받은 어떤 사업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6)(현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기에 관계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로 표기한다)에 고충신청을 한 일이 발생하였다. 

고충 접수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당이득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보도

자료7)를 배부한 뒤, 건강보험법 제48조상 보험급여 지급제한 규정에 대한 법률해석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해서 부당이득 환수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재 치료종

결 후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도개선 의견8)을 2006년 5월 15일 제시하면서부터 

공공갈등이 시작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법률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시작

된 갈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고, 법제처

에서 건강보험법 제48조(보험급여 지급제한)의 해석상 산재 치료종결 후에도 사업주

의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책임이 여전히 잔존하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 지급제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석을 지지하면서 공공갈등이 본격

화되었다.9)

    법제처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24일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산재 종결 후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흡수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건강보험측의 비수용으로 장기간 대립상

태가 지속되었다.10) 그러다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2009년 대통령 주재 제19차 국가

5) 대구지법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부당이득금 사건이 이 시기의 대표적 판례이다.

6)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이 합쳐서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족되었다.

7) 연합뉴스(2006)

8) 국민권익위원회(2006)

9) 법제처(2006)

10) 국민권익위원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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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회위원회 보고에서 양측 공단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한 뒤에

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해서 산재 종결 

후 의료비가 재해자가 부담되지 않게 하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이후 관련 기관 

간의 접촉이 계속 이루어졌으나 각자의 주장을 반복․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갈등 관계에서 생성된 관련 공

문서, 각 기관의 업무처리규정 및 지침, 연구용역 자료, 언론 기사, 법원 판결문, 기

타 관련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및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산재·건강보험 간 

사각지대를 둘러싼 갈등과정과 갈등내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갈등과정과 갈등내용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이론을 접목하여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갈등과정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이 개인과 국민건

강보험공단 사이에서 발아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근로복지공단으로 점차 확

대·변환되어 가는 과정을 먼저 시계열적으로 묘사․설명한 뒤, 정용덕(2001, 2011)

의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갈등의 원인이 구조와 행위, 주관과 객관의 어느 수준에서 

발생․변환 되어 왔는지 분석하고 갈등의 발생과 확대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갈등내용에 대해서는, 갈등 국면의 변화에 따라 부각된 쟁점사항과 

수면 아래 가려져 있으나 갈등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잠재적 갈등원인을 함

께 고려하면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갈등 담론을 

Toulmin(2003)의 논변모형의 구조와 논리를 정책분석에 적용한 Dunn(1994)의 정책논

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논변모형”은 이론적 원리에 치우쳐 현실 속의 수없이 많은 예외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Aristotle의 삼단논법과는 달리, 현실적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결과

적으로 제한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연구하

는 분석의 틀이 되며, Dunn(1994, p.80)의 주장과 같이 정책분석가가 자신이 선호하

는 정책대안을 정당화시키기보다는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이고, 자기비판적이며, 문

제해결지향적인 태도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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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 사각지대 문제는 사회보험에 대한 시각 내지 이념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갈등내용을 연구하는 

데에는 정책관련정보(policy information)에서부터 비롯된 정책주장(policy claim)에 

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증(warrant), 보증(backing), 반증(rebuttal)을 구성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인 한정접속사(qualifier)를 

도출하는 정책논변모형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사회보험이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순으로 도입되었고, 각 보험 간의 별

다른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역사적 배경으로 인

해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또한 각 보험 단위별로 제각각 연구되어 왔다.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

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7

월 1일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이후 

최근에는 외형적으로는 자영업자이나 실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계선상의 

근로자 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직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11)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보호제도와 함께 사실상 모든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보다는 보장수준12)이나, 보험료 체납13) 등에 기

인한 보험급여 제한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순수한 소득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이

나 건강보험보다 도입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졌고, 신자유주의에서 발단된 노동시

장의 유연화로 단기간․단시간 근로자 규모가 급격이 확대되자 이와 맞물려 적용제

외 대상의 규모 또한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간 탓에 주로 가입대상 위주로 사각지대 

연구가 이루어졌다.14)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과 통합하

여 보험료를 징수해 왔던 관계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각지대와 병행하여 연

구된 특징이 있다.

성희정(2012)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의무적용 범위를 명시한 

법․제도적 제약, 기여 회피 즉 납부자 관리 문제에서 기인하는 행정적인 문제, 낮

11) 오종은(2011), 김종진(2012)

12) 신영전(2010)

13) 유원섭(2010)

14) 석재은(2004), 강성호(2011), 윤석명(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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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여능력으로 인한 사회보험 가입 제외, 기여 대비 급여가 낮아 가입회피 유인

으로 작용하게 되는 점, 사회보험 가입에서 발생하는 정보․행정․사회심리적 비용 

등의 관리비용, 사회보험이 정규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를 들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주로 법․제도적 제약과 행

정관리문제, 즉 근래에 들어서 늘어난 적용대상 범위를 행정적 관리가 따라가지 못

하는 점을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최근에는 노동시장구조 변화가 주된 

사회보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용하(2012)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라는 용어 자체가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행

정적 용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사회보험 이전에 국민이 각종의 사회적 위험

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가 어느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

에서 보아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4대 사회보험 급여 간 연구에 있어서는 소득보장의 중복 부분에 대한 연구15)가 

이루어진 사례는 있으나, 사회보험 의료보장 영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는 현재

까지 드물고,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 또한 시설물 설치 또는 건축과 관련된 공공정

책사업의 주민반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왔으나, 운영 주체와 관련 법령을 

달리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인한 공공기관 간의 갈등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 법령과 관장․집행기관을 달리하는 사회보험 간의 과소

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 최초의 공공갈등 연구라는 점과, 현

재 진행 중인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

다.

15) 김진수․박수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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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제 1 절 사회보험 

    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개념

    1952년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보장의 정의는, 

“질병, 실업, 또는 노령이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이들이 의료를 받도록 해주며,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족을 보호해

주기 위한 총괄적이고도 성공적인 방안에 의해 성취되는 결과”이다.16) 여기에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생애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

정하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라는 개념 및 사회구성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의 정의에서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즉 “보험

의 방식”이라는 방법론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조세가 아닌 보험 가입자의 기

16) ILO(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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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위험

질병 출산육아 사고
(공무상)

장애 실업 노령 사망 질병,부상
치료

1차 안전망
(사회보험)

없음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재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구직수당)

노령연금 유족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요양급여)

2차 안전망 공공부조 의료급여

3차 안전망 긴급구호 긴급지원

국가공영의료체계 사회보험 민간보험

사회적 형평 ------------------------------------------------------------------------------------ 환자 주권

Social Equality Patient Sovereignty

여(보험료)에 의해 재정이 마련되며, 이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이 있는 국

민”을 대상으로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김수봉․최은아(2005, p.48)는 한

국의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표 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17)

OECD(1987, 김창엽(2009)에서 재인용)에서는 사회보장 중 의료보장 체계를 재

원을 기본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1] OECD 의료보장체계 분류

이혜경(2003)은 사회보험을 시장경제가 예상할 수 있는 소득중단 사고에 대하

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와 연대하여 스스로 소득

의 중단에 대비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보험제도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

구를 복지정책 대상으로 포섭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외적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던 국가가 구제하던 종래의 구빈제도와 차별화되고, 복지를 노동시장의 생산관계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복지의 보편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사회적 혁

신이라고 하면서, 사회보험의 기여에 의한 소득보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17) 두꺼운 활자체는 연구자가 편집한 부분. 여기에서 소득보장 중 사망 위험에 대한 1차 안전망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모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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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보장 또는 기본적 의료보장 개인의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가입 임의가입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설 없음

보험보호대상 질병,분만,산재,노령,실업,폐질로 국한 발생위험률을 알 수 있는 모든 위험

수급권 법정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 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능력무관(동액 부담)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률제 주로 정액제

보험료 수준 위험률 상당 이하 요율 위험률 비례 요율(경험률)

보험자의 위험선택 할 수 없음 할 수 있음

급여수준 균등급여 차등급여(기여비례 보상)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함

보험사고 대상 주로 인보험 주로 물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2.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미국의 사회보험용어위원회(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Terminology)는 사회보

험의 성립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18).

가. 가입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이다.

나. 급여자격은 각자의 갹출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 급여의 결정방법은 법률에서 정한다.

라. 각자의 급여수주은 통상 갹출액과 직접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소득이 재분배된다.

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급여에 대한 재정계획이 확립되어야 한다. 비용은 일차적으로

피용자와 고용주의 갹출에 의하여 부담된다.

바. 사회보험계획은 정부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혹은 적어도 정부가 감독한다.

사회보험계획은 오직 공무원만을 위해서 정부에 의하여 수립될 수는 없다.

사회보험을 일반 민간보험과 비교해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19)

[표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18) 김병환 외(2006, p.40에서 재인용)

19) 문옥륜 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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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하(2011)는 위 사회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특히 다음 5가지를 강

조하였다.

    첫째, 우발적 경제필요의 충족이다.

보험 고유의 목적은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필요의 충족이며 이는 사회보험에

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일반(민영) 보험의 경우 개인이 그 환경으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을 감안하여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결정한 뒤 사고발

생 시에는 그 약정한 보험금액을 보험급부로 취하는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

면,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적 평균필요를 기초로 하여 법정급부를 세우고 개인적 필

요가 무시된다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둘째, 평균 보험료의 적용이다.

일반 보험의 경우 개인의 차이에 따른 위험도가 감안된 보험료가 결정되며, 보험료

와 보험급여는 등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등가원칙 또는 보험기술적 형평

의 원칙이라 하나, 사회보험에서는 가입 대상자의 노약, 성별, 직종 등은 문제 삼지 

않고 가입자 전체로서의 평균 위험률을 기초하여 평균보험료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위험률의 저소득 집단이 위험률이 낮은 집단으로부터 부양되는 특

징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차등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부분적인 보험기술적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부 우선이다.

원래 보험은 현금급부가 원칙이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료보장 영역에서는 의

료기관에서의 진찰․처치․약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물급부를 원칙으로 하

고 있는데, 이는 현금급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의 위험 및 생활수준의 상

승, 의료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위험과 편익을 피보험자에게서 보험자로 전가시

키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넷째,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다.

보험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는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나, 수급자격 및 보험약

정의 내용 등이 비교적 단순명료한 일반 보험과 비교할 때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사

건의 발생과 수급자격 조건 등에서 보험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위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다.

보험이 대수의 법칙20)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다수 경제단위의 결합은 일반 

사보험이나 사회보험 모두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20) 관찰 대상의 수를 늘려갈수록 개개의 단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요인은 중화되고 그 집단에 내재된 본질적
인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대수의 법칙은 보험료 계산원리 중 하나로 이용되는데, 인간의 수명이나 각 
연령별 사망률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모집단에서 구하고 이것을 기초로 보험 금액과 보험요율 등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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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시기 관장/집행 재정 대상 현물급여 현금급여

산재보험 1964년
고용노동부/근로복지

공단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

금

근로자 요양급여

요양비, 휴업․장

해․유족급여, 장

의비, 상병보상연

금, 특별급여

건강보험 1977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

보험공단
공단특별회계 전 국민

요양․분만급

여, 건강진단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

금 보상금

국민연금 1988년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기금

18～59세

소득있는

국민

노령․장해․유족

연금, 반환․사망

일시금

고용보험 1995년

고용노동부/근로복지

공단(보험료)․고용

지원센터(급여)

고용보험기금 근로자
구직급여(실업급

여)

그러나 일반 보험의 경우 가입자 각자가 위험에 대응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보험

료를 부담함으로 대수의 법칙 작용을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각자의 이익이 된

다는 의미나,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은 계층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국고

에 의해 재원이 추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는 보험가입을 

강제하여 개인 위험률을 무시한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징수하며, 급부도 의료영역에서 현물급부 원칙이 적용되는 등 가급적 필요에 상응

하도록 편성하므로 사회연대적․공동체적 성격이 더 강하다.

3.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한국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각각 노

령․질병․산업재해․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 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험 특징으로는 ①정부주도적으로 도입된 점, ②각 제도가 분립적

으로 발전해온 점, ③재원이 주로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통해 조달되고 정부예산지

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 ④사회보험을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다는 점, ⑤제도간 중복과 상충이 존재하는 반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일본의 제도를 차용했으며, 일본의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영미법의 장점을 가미하는 식으로 발전되

었기 때문에 한국 제도의 원조는 대부분 선진국 사회보험제도에서 발견된다.

[표 3] 한국의 4대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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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32,423 34,219 34,631 35,237 36,254

요양급여 7,630 8,123 8,001 7,665 7,616

휴업급여 8,003 7,925 7,860 7,531 7,200

장해급여 11,707 12,659 12,910 13,979 15,092

유족급여 2,968 3,177 3,325 3,521 3,763

상병보상연금 1,622 1,762 1,899 1,829 1,729

장의비 228 235 219 225 223

간병급여 265 338 393 443 483

직업재활급여 - 0 19 45 149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장(개소) 1,429,885 1,594,793 1,560,949 1,608,361 1,738,196

수납액(억원) 43,673 47,887 46,751 45,994 47,670

한국의 4대 사회보험 중 의료보장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행하고 있는

데, 보험별 여러 가지 특징 중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산재보험

가. 연원 및 현황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86호로 1953년 5월에 제정되어 제8장에 요양보상

(제78조) 휴업보상(제79조), 장해보상(제80조), 유족보상(제82조), 장사비(제83조) 등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명시되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가,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 1일 시행되면서부터 현실화되었다.

1964년 최초 시행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으로 한정

되었다가 단계별로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전사

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2011년 5년간 산재보험료 수입(수납) 및 지출(보험급

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21).

[표 4]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현황

[표 5]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현황

21) e-나라지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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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면책 제도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

면 사용자(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하지만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수령한 근로자

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 논쟁이 본 논문의 연구대

상이 된다.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제1항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요양급여 수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는 건강보험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보장수준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건

강보험과는 별도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있다.22)

    구체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재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나 입원료 체감률에서 건강보험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비급여 

또는 100/100 본인부담 항목인 치과보철, 의지․보조기․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

스․집뇨기 등의 재활보조기구, 의지 및 보조기 창착 후 통합재활훈련, 초음파, 화

상 약제 및 재료, 이송료(교통비) 등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건강보험보다 보

장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라. 합병증관리제도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1일 합병증관리제도(구 후유증상진료제도)를 도입하여, 

산재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수령한 재해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진

찰․처치․약제․물리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합병증관리제도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법정급여가 아니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산재 요양기간

과는 달리 의료 서비스 횟수나 기간 등에 제도상 제약이 있고, 수혜자격도 엄격하

22) 고용노동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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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23) 

    따라서 산재 치료종결한 근로자는 상병의 종류 및 장해 등급에 따라 합병증관

리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합병증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횟수나 기간을 초과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

한 경우 또는 합병증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모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 6] 합병증관리제도 수급자수 및 지급액24)

(단위: 건, 명, 백만원)

연도 신규 대상자수 누적 수급자수 집행액

2010 14,415 33,861 37,621

2011 16,048 33,163 37,312

2012 18,196 34,612 37,414

특히, 합병증관리제도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혈압, 당뇨 등 근로자의 기존질

환임이 명백한 상병은 적용 제외시킨다는 점인데, 여기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함께 병합되는 영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산재보험 중 보험급여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25)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의 체질이나 음주․흡연 등 생활습관에 기인한 

기존질환의 기여도가 상당하며 여기에 업무상 재해(과로 포함)가 경합하여 뇌․심혈

관계 질환이 발병하므로, 엄밀히 따지면 기존질환 기여도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부

담해야할 영역이나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으로 급

여하였다가, 산재 치료종결 한 이후에는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기존질환 기여도 부분은 건강보험이 부담

해야할 영역이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에서 부담하

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26)

23) 근로복지공단(2012), 별표 1, 상병의 종류 및 장해등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진찰의 경우 평균 월 1회, 물
리치료의 경우 주 3회(국부 통증일 경우 치료종결일 다음날부터 1년에 한함) 정도 인정되고 있다.

24) 근로복지공단(2013)

25)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상 업무상 질병(과로성)으로 인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다.

26) 임화영(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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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총계

직장 지역

직장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 세대수

계 가입자 피부양자 계 가입자 피부양자

2007 47,819,674 24,748,622 9,651,613 15,097,009 4,675,802 1,523,259 3,152,543 18,395,250 8,141,761

2008
48,159,718

25,774,412 10,085,962 15,688,450 4,642,165 1,530,996 3,111,169 17,743,141 8,058,086

2009
48,613,534

26,761,318 10,583,549 16,177,769 4,651,422 1,562,232 3,089,190 17,200,794 8,110,855

2010
48,906,795

27,746,938 11,189,387 16,557,551 4,636,588 1,574,342 3,062,246 16,523,269 7,940,227

2011
49,299,165

28,649,521 11,809,642 16,839,879 4,607,053 1,587,071 3,019,982 16,042,591 7,887,563

② 건강보험

가. 연원 및 현황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이 처음 실

시되었고, 1979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도입되면서 직장의료

보험도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시작

되었다.

각 조합단위로 진행되던 다수 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이 단일 보험자 방식인 

통합주의로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공․교의료보험과 지

역의료보험으로 통합되고 1998년 12월 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통합되었고, 2003년 7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재정이 통합되었다.

[표 7] 건강보험 가입자별 적용대상자27)

(단위 : 명, 세대)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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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율

총계

내원일수 1,207,911 1,235,606 1,329,284 1,369,920 1,395,637 1.9

요양급여비용 322,590 350,366 394,296 436,570 460,760 5.5

급여비 239,419 258,073 290,924 326,264 345,038 5.8

의
료
기
관

계

내원일수 787,428 810,418 873,088 904,609 922,291 2.0

요양급여비용 233,739 254,755 287,224 321,623 339,950 5.7

급여비 175,107 189,420 213,718 242,841 257,435 6.0

입원

입원일수 74,839 84,388 92,847 103,766 107,951 4.0

요양급여비용 97,977 109,722 124,020 144,926 153,312 5.8

급여비 80,777 88,270 99,727 118,654 125,736 6.0

외래

내원일수 712,589 726,030 780,241 800,842 814,340 1.7

요양급여비용 135,762 145,034 163,204 176,696 186,638 5.6

급여비 94,330 101,150 113,991 124,187 131,699 6.0

약국

방문일수 420,483 425,187 456,196 465,311 473,346 1.7

요양급여비용 88,851 95,610 107,071 114,948 120,810 5.1

급여비 64,312 68,654 77,206 83,423 87,603 5.0

[표 8]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28)

(단위 : 천일, 억원, %)

    나. 보험급여 지급제한 제도

    민간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보험에서도 중복 보상 또는 배

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 또는 범죄에 의한 사고, 다른 법

령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경우 등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

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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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

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 법 제53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산재 종결 후 진료

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공무원연

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의 의료보장은 국민건공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자체

적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 의료보장과는 차이가 있고, 특수직군연금 대상자들이 상

대적으로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인 직군임에 비해, 산재보험 대상자인 일반 근로자

들은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이 높아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산재 종결 

후 재취업이 어려워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 연간 요양급여 지출액이 2009년 39조4296억원, 2010년 43조6570억원, 

2011년 46조76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 비해 산재 치료종결 후 진료비 등에 대한 부

당이득 결정 금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29) 건강보험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가 아니라 기관 내부자료이므로 구체적인 금액

이나 출처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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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갈등

1. 갈등의 개념과 특성

① 갈등의 개념

갈등에 대한 개념은 학문분야별로 약간씩 달리 정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 내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동기유발을 뜻하고, 사회학

에서는 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권력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

하는 상태 즉, 개인이나 집단들 간에 희소자원을 둘러싼 투쟁을 뜻한다. 경제학과 

행정학에 있어서는 사회학에서의 개념과 함께, 경제학의 경우 경제적 자원을 서로 

경쟁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시장원리가 개입

된다는 특징을 지니며, 행정학의 경우에는 공공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즉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② 갈등의 특성30) 

    첫째, 갈등은 둘 이상의 갈등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갈등의 주체는 조

직 내 개인, 집단, 조직 전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개인, 개인－집단, 개인

－조직, 집단－집단, 집단－조직, 조직－조직 간 갈등이 발생하는 양태를 띄게 된다. 

    둘째, 갈등은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곧 갈등의 지

각→심리적 대립현상→대립적 행동의 표현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대립적 행동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갈등상황을 지각하고, 긴

장·불안·적대감 등을 느끼기 시작하면 벌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넷째, 갈등이 나타나는 대리적 행동에는 폭력, 저항, 파괴, 이견의 진술 등 적극

적인 행위는 물론, 당연히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

된다. 

    다섯째, 갈등의 발생에는 반드시 그 원인과 조건이 수반된다. 조직의 모든 구성

요소는 갈등발생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잠재성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일정한 조건이 부여될 때 비로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여섯째, 갈등은 조직의 가치나 목표에 기여하느냐 여부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

능으로 나누어지지만, 실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

30) 나태준(2004) pp.13∼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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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2. 공공갈등의 개념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은 앞서 설명한 갈등이 공공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

로 행정학에서의 갈등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을 주체별로 분류하면, 크게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으

로 나누어지고, 집단 간 갈등의 경우 공공분야에서는 ‘정부(중앙정부,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정부’ 간의 갈등과 ‘정부－시민’ 간의 갈등으로 세분되며, 

‘정부－정부’ 간의 갈등은 다시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으로 나누어진다.

    공공갈등의 영역에 ‘정부－정부’ 간의 갈등이 당연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공갈등이라 하면 주로 ‘정부－시민’(시민단체를 포함한다) 간의 갈등

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및 1995년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개막되면서부터 시민의 주인

의식과 자치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정부정책을 둘러싼 극렬한 갈등상황이 초래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누적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정부－정부’ 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인데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갈등관계가 외부로 노출되기가 쉽지 않고, 정부 영역 밖에 

있는 연구자들이 공공갈등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일회적인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부－시민’ 간의 갈

등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곧 ‘정부

－정부’ 간의 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있어서 공공갈등의 개념은 

대부분 ‘정부－정부’ 간의 갈등을 뜻하게 된다31).

    정용덕(2011)은 단순히 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공공정책에 관

련되어 나타나는 한국 정부의 공공갈등에 대한 공식 규정보다 외연을 넓게 하여, 

공사(公私) 영역을 막론하고, 갈등이 사적(私的) 문제로 발생하고 해소되는 범위를 

넘어, 공공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까지 공공갈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공공갈등의 개념을 위와 같이 광의로 정의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영

역에서 이와 같은 갈등들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의 공식적 정의

이기도 한 협의의 공공갈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 밑바닥에는 개인, 집단, 계층, 계

31) 본 연구자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관장자가 각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정부-정부의 갈등
으로 판단하였다. 주무부처를 달리하는 공공기관 간의 갈등은 한국의 공공영역 지배구조의 특성상 정부－정부 
갈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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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모형 갈등 양상 비고

협상 모형(bargaining model), 집단간 갈등

관료제 모형(bureaucracy model) 계층제 상하간 갈등

시스템 모형(system model) 횡적 집단간 갈등 행정갈등, 횡적갈등 모형

급, 지역, 세대 등의 넓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 또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갈등의 범위를 넓게 놓고 보면, 갈등의 양상은 국가(state) 혹은 정

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처 또는 기관 간의 갈등, 사회영역에서 유발되는 집단․계

층․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갈등의 대

상을 놓고 보면 경제재의 경쟁적 배분과 관련된 이익갈등, 이익 가운데서도 특히 

공직과 의사결정권의 경쟁적 배분을 둘러싼 권력 갈등, 개인 수준의 가치관이나 신

념을 넘어 전체 사회의 구조적 수준의 가치문제와 연결되는 이념․문화․헤게모니

의 갈등으로 나누어진다.

3. 공공갈등의 유형과 발생요인

    공공갈등의 유형과 발생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조직․집단 간의 갈등의 

유형과 발생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Pondy(1967)는 조직 갈등의 모형을 갈등의 특징과 문제해결 접근법에 따라 협

상 모형(bargaining model), 관료제 모형(bureaucracy model), 체제 모형(system 

model)으로 나누었다. 협상 모형(bargaining model)은 희소자원의 획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개념화한 모형으로 주로 노사 간, 

계선참모 간, 예산과정상의 집단 간 갈등 설명에 적합하고, 관료제 모형(bureau 

cracy model)은 수직적인 계층제상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설명

하기 위해 개념화한 모형이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권한관계 접근법, 리더십개발 

접근법, 역할갈등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체제 모형

(system model)은 행정갈등 모형, 횡적갈등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기능상으로는 동일

한 횡적인 관계에 있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화한 모형이

다.

[표 9] Pondy의 갈등모형 비교

장동운(1997)은 집단 간 갈등의 유형을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라인－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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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제도

주관

주관적 구조

- 가치관, 문화, 헤게모니

- 이념갈등

객관적 구조

- 정치경제체제, 사회연결망

- 계급갈등, 권력갈등, 정체성갈등

객관

주관적 행위

- 의도적 선택

- 신념갈등

객관적 행동

- 합리적 선택

- 이익갈등

행위 / 행동

갈등, 역할 갈등으로 나누었다. 유형별 발생 요인으로는 수직적 갈등은 조직 간 또

는 조직의 권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갈등, 상․하위 조직간 목표의 불일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등이, 수평적 갈등은 어떤 조직계층의 동일수준에서 활동하는 사람

들이나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목표의 비양립성, 자원의 희소성, 개인 또는 

집단 간 문화, 이념의 차이 등이 주요 갈등 요인이 된다. 라인－스텝 갈등은 계선조

직과 참모조직 구성원들 간에 역할분담이 불분명하거나 참모조직 구성원들이 계선

조직 활동의 영역을 침범할 때, 역할 갈등은 한 개 이상의 집단이나 조직에 동일하

거나 유사한 기능이 동시에 주어지거나 동일한 권한을 한 사람 이상이 행사하게 될 

때 갈등이 유발되기 쉽다고 하였다.

Peters(1998)는 조직 간 갈등발생 원인으로 두 기관이 동일업무를 수행할 때

(redundancy), 아무 기관도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을 때(lacunae), 동일고

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상이한 정책목표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을 때

(incoherence), 둘 이상의 참여자 사이에서 가치배분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

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갈등이 사적(私的) 문제로 발생하고 해소되는 범위를 넘어, 공공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까지 공공갈등의 범주에 포함시킨 정용덕(2001, 2011)은 김용학(1996,

2003)의 구조－행위 연결론을 근거로, 공공갈등의 사회현상을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구조와 개인이라는 단위에 의해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 공공갈등 원인의 유형화

    “주관적 구조”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환경, 교육, 안전, 대북(對北)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념갈등이 해당하며, “객관적 구조”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 간의 다양한 형

태의 분열과 그로 인한 갈등이 해당된다. 개인의 “주관적 행위” 수준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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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갈등은 성희롱이나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하는 지율스님의 단식농성 등 개인의 

주관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갈등이 해당되고, 개인의 “객관적 행동”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도시 재개발 사업추진과정에서 철거민과 추진 당국 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이 경제적 이익배분을 둘러싼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빚어지는 이익

갈등의 대부분이 해당된다.

위 유형별 공공갈등은 다음과 같이 다른 수준에서 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

는 것들도 있다.

첫째, 개인 수준의 객관적 선택 행동으로 인해 객관적 구조 수준의 갈등이 유

발되는 경우로 경제적 이유로 지역 공해유발을 묵인함으로써 유지되던 ‘무의사 결

정’ 상태에 어떤 변화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둘째, 지배적인 기존의 사회규범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신뢰에 변화가 이

루어지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전문직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능할 것이라

는 믿음이 저하되면서 채용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성차별이나 구별에 관련된 갈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주관적인 구조 수준의 갈등이 객관적인 개인 수준의 형태에 의해 유발되

는 경우로 정치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역감정을 확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넷째, 개인 수준의 구조적인 행위가 객관적 구조 수준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로 특정 종교 또는 가치관에 몰입한 개인이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되는 행위에 의거 거시 수준의 공공갈등이 초래되

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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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책논변모형

1. 의의 

    1970년대 이후 정책학은 합리모형(rational model),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최적화모형(optimizing model) 등으로 발

전해왔으며 위와 같은 정책모형들은 전부 합리적․분석적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연구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

나는 가치와 사실의 분리,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의 연구대상 제한, 이들 현상 간의 

인과관계 설명, 인과관계에서 얻은 법칙의 범용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개인마다의 특수하며 내면적인 가치에 영향을 받는데다 

상호의존적․동태적․다면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관찰에 의해 쉽게 인지되기 

어려우며, 규범적 측면을 배제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원리를 적용한 실증주의적 

정책연구는 적시성과 유용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정책결정 현실에 있어서 한계를 보

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이란 서로 상반되는 가치관 및 이해관계로 얽힌 개인 또는 집단 간의 토론

과 합의에 의한 산물이며, 따라서 정책 참여자들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대하

여 가치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에 있어서도 해당 정책논의가 불거지게 된 사

실관계에 대한 기술적 설명뿐만 아니라 그 정책 대안에 대한 처방적․규범적 평가

가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지식이 일반시민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이해되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지식생

산의 접근법 자체에 정책결정의 가치배분적 성격과 결정과정의 동태적 성격이 반영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험적․분석적 방법론에 한정되는 실증주의적 연구는 특히 

규범적․가치판단적 측면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이후 이르러 미국의 후기실증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경험적 연구와 규

범적 연구를 통합하여 정책연구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 하나의 흐

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Toulmin의 논변이론과 Habermas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책논변(policy argument), 상호작용모형(transactional model), 기획

논변(planning argument) 등의 형태로 정책연구 방법론, 정책분석, 사회개혁, 기획 

등의 분야에 적용되어 가면서 기존의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실증주의적 입장

과 차별화되기 시작하였다.

    Toulmin과 Habermas 이론은 실제 토론에서의 가치판단에 근거한 인간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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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것으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술보다 문제의 해결에 대한 처방에 더 관

심을 갖고 있으며, 이중 Toulmin은 지식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논거를 전개해야 할 것인가의 논리와 형식을, Habermas는 합리적 합의에 어

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절차와 조건의 문제를 다루었다.

    Toulmin은 Wittgenstein의 언어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영국 철학자로서 법정

변론에 비유되는 논변구조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논변에서는 자료(data)가 본증

(warrant), 보증(backing), 반증(retuttal)이라는 일련의 증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설

득력 내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한정적(qualifier) 주장(claim)에 이르게 되며, 논변

모형은 이러한 6가지 요소 곧 자료, 본증, 보증, 반증, 한정접속사, 주장으로 구성되

어진다.

    전통적인 Aristotle의 삼단논법은 개별전제, 보편전제, 결론으로 구성된다. 삼단

논법의 전제는 ‘모든 A는 B이다’ 또는 ‘어떠한 A도 B가 아니다’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한 개념은 보편적 속성을 지니며 다른 개념과 상호배타적인 관계만 허용

하며, 결론 또한 이러한 전제의 기계적 비교에 의하여 확실하게 추론되어야 하는 

것임에 비해, Toulmin은 ‘거의 모든 A는 B이다’, ‘어떠한 A도 거의 B가 아니

다’와 같은 확률적 전제를 받아들인다.  

    Aristotle의 삼단논법은 두 전제가 불확실성과 모순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단점

을 지니고 있는 반면, Toulmin의 논변모형은 Aristotle의 삼단논법에 해당하는 자료․
정보(개별전제), 본증(보편전제), 주장(결론)의 구조에 보증, 반증, 한정접속사를 더하

여 보다 융통성 있고 실질적인 논리구조를 개발하였다. 

    Toulmin의 논변이론은 실제 논의에서의 어떤 전제(자료․정보)도 불확실성을 내

포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결론 또한 확률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Toulmin의 논변이론은 주어진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정당화하느냐를 강조한다.

    Toulmin 논변이론의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성은 제한적 합리성으로 특징지어지

는 정책결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문제의 

탐구에서부터 증거제시에 의한 문제해결까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   

    Toulmin의 논변모형의 구조와 논리를 정책분석에 적용하여 “정책논변모

형”(policy argument model)을 제시한 Dunn은 정책논변이란 단순한 정보의 생산이

나 선호하는 정책대안의 정당화 수준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을 채택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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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정보

data, information

한정접속사

qualifier

정책주장

policy claim

본증

warrant

반증

rebuttal

보증

backing

[그림 3] 정책논변모형의 구조

    2. 6가지 구성요소

    ① 정책자료․정보(data, information)

    정책논변모형은 정책주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책 자료․정보에서 출발한다. 정

책주장이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라면 정책 자료와 정보는 정책주장

을 유발시킨 정책문제에 대한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자료(data)란 경험

적 관찰에서 수집된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정보(information)란 자료를 통계적 기법 

또는 과학적 관리기법 등에 의해 정리한 후 얻어진 유용성이나 신뢰성이 더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정보에는 단순한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추정되는 미래의 

예측적 사실도 포함되며, 단순한 객관적 현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상에 대한 정책 

주장자의 가정 및 가치나 규범 등 종래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검증불가능한 것도 포

함된다. 

이는 논변이론이 사실이나 주장의 과학적 진위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당사자들의 그에 대한 합의를 강조하는데 연유한 것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나 정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정책논변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가 그와 같은 자료나 정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할 때 비로소 정책논변이 시작된다.

    ② 정책주장(policy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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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문제의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음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

한 최선책, 즉 “so what?”을 찾게 되며, 정책주장은 논변의 최종 귀착점으로 논변

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정부나 시민이 어떻게 “하여야 한다(should)”와 

같은 당위적(normative) 또는 처방적(prescriptive) 행동을 구성하는 문장으로 구성된

다. 

    다른 주장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하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과

학이나 법정소송과 같은 분야와는 달리, 정책논변에서는 다수의 정책대안 중 가장 

선호되는 대안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문제에 대한 보다 적합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이 논변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각 대안

의 장단점이 평가된 뒤 최종 정책주장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책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의 명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정책주장의 지지자들과 비판자들 사이에 그 정책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

서는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③ 본증(warrant)

      정책문제에 대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왜 특정 정책주장이 도출되었는지에 대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본증(本譄)이 된다. 즉,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주장이 

이루어질 때 그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정책주장 부분에서 기술했다시피 정책논변의 경우 결정이 타협을 통해 절충적

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감안하면, 정책결정과정에는 압도적인 하나의 증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복합적으로 활용되므로, 인간행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 

경제이론, 국가의 법령체계, 사회의 윤리규범 등도 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책결정에서는 분명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의 적합성과 

신뢰성이 구별되기 어려우나, 증거의 논리성, 증거의 양태, 정책 주장자의 권위 등

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인다. 

    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한 결과, 주장의 논리성, 전문용어 

사용, 자료․정보의 질, 인용 이론, 정책분석가들의 경험과 전문성 및 사회적 평판 중

에서는 자료의 질이 가장 중요시된 반면, 전문용어의 사용이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Landsbergen & Bozeman, 1987:643 등)가 있다.32)

   ④ 보증(backing)

    본증 그 자체만으로 정책주장을 완전하게 뒷받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증(補
32) 유민봉(1991), pp.110∼1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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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을 통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견고히 지지하게 된다. 

    보증의 대표적인 예로서 경험적 증거가 있는데, Goldstein(1984)은 논변에 의한 

기획을 주장하면서 보증의 예로서 경험과학에서 발견된 법칙, 인간이나 국가의 역

할 등에 관한 보편타당한 사회적 이념관, 헌법을 포함한 법률체계, 윤리이론, 기획

담당자의 권위, 과거 사례에서 축적된 지식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결정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어떤 정형화된 보증이 있다

기보다는 정책이 어느 분야와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⑤ 반증(rebuttal)

반증이란 정책주장을 배척 또는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본증과 보증에 대항

하는 증거로, 반증의 증거력에 따라 정책주장의 수용도가 결정될 수 있다.

반증은 본증이나 본증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자료들을 의미하므로, 본증이나 보증에서 제시된 자료의 질이나 이들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게 된다.

본증이나 보증이 경험적 자료라면 그 자료의 질이, 경제이론이나 윤리이론이라면 

그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의 현실적합성 정도가 반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정책결정 중 가장 무시되기 쉬운 반증이 실현가능성인데, 예산이나 인력 등 정

책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집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민의 지지 또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본증, 보증, 반증 3가지는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주장의 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정책주장은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 

정당성을 평가받으므로 어느 한 기준이 아닌 여러 기준에 의하여 다른 주장보다 많

은 지지를 획득할 때 정당성과 우위를 확보하게 됨을 뜻한다.

정책과정 참여자는 지지하는 주장을 과장하고 취약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유혹

에 노출되는데, 정책논변모형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기비

판적 입장에서 반증의 강도에 진지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⑥ 한정접속사(qualifier)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주장이 제기되고, 본증․보증․반증을 통해 정책주장의 정당

성이 부여되었다면, 연구자는 그 정당성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 한정접속사를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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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접속사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반드시’, ‘아마도’, ‘확실하게’, 

‘몇 % 정도는’, ‘잠정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

타날 수 있으며, 주장력의 정도에 따라 0%에서 100%까지의 연속선상 중에서 하나

를 특정하게 된다.

    본증․보증․반증에서 대표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경우, 어

느 한 대안이 모든 가치기준에서 다른 대안보다 우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획일적으로 하나의 가치만이 통일된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는 한 절대적 우위를 차

지하는 정책주장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그 어떠한 정책주장도 

다른 가치를 지지하는 비판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정책주장은 상대적 우위 속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기 위하여 합의의 과

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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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제도

주관

주관적 구조

- 가치관, 문화, 헤게모니

- 이념갈등

객관적 구조

- 정치경제체제, 사회연결망

- 계급갈등, 권력갈등, 정체성갈등
객관

주관적 행위

- 의도적 선택

- 신념갈등

객관적 행동

- 합리적 선택

- 이익갈등

행위 / 행동

제 4 절 분석의 틀 

    1. 갈등과정의 분석 : 귀인이론

    다음 제3장에서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공공갈등 과정

을 분석하되, 시계열적인 서술․묘사의 방법을 통해 갈등이 발생하고 확대되어 간 경

위를 추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현상을 갈등 전개의 단계별로 정용덕

(2001, 2011)의 귀인이론에 따라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시각, 구조와 행위라는 단

위에 의해 갈등수준을 분석한다.

[그림 2] 공공갈등 원인의 유형화

    연구자는 임의로 갈등전개의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복잡다단한 

갈등과정의 흐름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단계별로 부각되

는 정책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과정을 분석하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

다. 

    갈등과정의 제1단계는 산재 종결한 재해근로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병의 진

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업

주 또는 본인에게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

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환수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순순히 환수에 

응하거나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참고로 당시 이

루어진 하급심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제2단계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강화33)되면서 부당이득 

33) 2005년 이전에도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제한 규정은 있었으나, 2005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업재해승인자 건강보험진료 건 업무처리요령」을 각 지사에 시달한 후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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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통보를 받은 당사자 중 일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고, 국민권익위

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흡수론을 주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을 주장하던 시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의 공방으로 공공갈등이 역동적으로 확대되어간 시기에 해당된다.

    마지막 제3단계는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의 활동으로 협의론이 부각되면서 시작되

었고, 건강보험 흡수론을 주장하던 국민권익위원회도 사각지대 문제를 근로복지공

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의해 해결하라며 입장을 선회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종결 후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각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립하는 시기이며, 이 단계에

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이득 관련 소송에도 참가하게 되면서 하급심(고

등법원 포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갈등과정을 이상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지었으나, 배경 

역할을 하는 제1단계는 구체적인 논의에서 제외하고, 제2단계와 제3단계를  그 기

간에 발생한 사건들을 시계열적으로 서술․묘사하면서 정용덕(2001, 2011)의 귀인이론

에 따라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시각, 구조와 행위라는 단위에 의해 갈등수준을 분

석하고자 한다.

2. 갈등내용의 분석 : 정책논변모형

제4장에서는 앞서 제3절에서 설명했던 Dunn의 정책논변모형에 따라 갈등내용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되,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실제 제기되었던 3가지 주

장에 대한 정책논변모형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즉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 건강보험 흡수론, 협의론을 각각 “정책주장”으로 삼고 

본증, 보증, 반증을 전개한 후 「본증․보증의 주장력」과 함께 「반증의 설득력」

을 종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인 “한정접속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한정접속사” 도출 방법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을 시도하였다. 기존

의 정책논변모형을 적용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소망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평

가기준으로 별도로 두어 한정접속사를 선택하였지만, 연구자는 위와 같은 평가기준

을 별도로 두지 않고 반증의 설득력을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여 정책논변모형 내부 

논리에 의해 한정접속사가 선택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3가지 정책주장에 대한 정책논변모형을 놓고 비교분석한 뒤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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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계 9,827,717,426 11,928,329,647 14,305,318,796 17,466,651,331 19,408,384,148

보험료 7,228,816,908 8,856,157,614 10,927,688,306 13,740,850,544 15,578,805,600

국고지원 1,552,746,000 2,624,979,558 3,013,934,364 3,423,829,000 3,482,965,000

지출계 10,744,193,817 14,105,818,569 14,798,463,389 15,972,379,061 17,330,520,321

보험급여 9,285,604,577 13,195,615,994 13,823,665,163 14,893,488,951 16,265,350,442

수지율 109.3 118.3 103.4 91.4 89.3

제 3 장 산재·건강보험 사각지대 갈등과정

제 1 절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정책의 개요 

1977년 의료보험이 최초로 도입될 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

작하여 적용인구가 320만명(8.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공무원과 교직원이 포함되

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3,992만명(90.4%)이 적용되는 전국민 의

료보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199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2000년 7

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 적용인구가 4,590만명(96.7%)로 확대되었

다.34)

직장․지역 의료보험 조합 간의 재정 통합으로 인해「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2006년 일몰법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감사원에서 2004년 4

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정적자와 방만 경영을 지적

하는 내용이 언론35)에 널리 보도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매년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 

지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한 국고지원이 지역․직장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진 2000년 1조5천5백억원이었으나, 2004년 3조4천8백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건강보험 재정현황36)

(단위 : 천원)

34) 국민건강보험공단(2012a)

35) 문화일보(2005) 
36) 국민건강보험공단(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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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 건강보험 진료건 업무처리요령” (2005

년 7월 1일 시행)을 시달하였는데, 여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한 근로자가 

치료종결 이후에도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 동일한 상병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치료

를 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합병증관리를 받고 있는 기간에 산재와 동

일한 상병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추가 진료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산재의 합병증관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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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각지대 관련 갈등과정의 전개

1. 갈등의 본격적 시작과 확대(2005〜2008년)37)

① 국민권익위원회 1차 제도개선 의견(2006년 5월)

2005년 7월부터 “산업재해근로자 건강보험 진료건 업무처리요령”이 시행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일제히 산재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

은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고지를 하게 됨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게 되었고 국민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민원이 제기되었다.3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한 최초의 사

건은 2006년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01년 10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가 산재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 

후유증의 건강보험 부담금 총 금493,920원이 부당이득이라며 2005년 사업주에게 환

수고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사례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6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주에 대한 부당이득 

납부고지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반면, 산재종결 후 후유증은 산재 적용도 되

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책임도 면제되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보험이니만큼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폭넓게 이용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건강

보험료 절반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권해

석을 변경하여 산재 후유증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언론에 보도39)되었다.

이후 동 사건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후유증의 치료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민법상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 것은 

건강보험법과 다른 법률인 산재보험법의 지급대상 및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책임범

위 여부와 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보험급여제한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의 오

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치료종결 

이후의 후유증상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제한범위에 포함하지 아니

할 것으로 건강보험법 제48장제1항제4호를 해석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37) 본 연구 제2장 제4절(분석의 틀)에서 언급한 갈등과정 3단계 중 제2단계에 해당된다.

38) 2005년 7월 이전에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공통된 지침 없이 법령
에 근거해 임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사 결정’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39) 연합뉴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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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도개선 권고하였으나(이를 추후의 변경된 제도개선 권고내용과 구별하기 위

해 편의상 “1차 제도개선권고”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재

심의를 요청하였다.4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연구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

선방안 연구”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6년 6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

다.41)

위 보고서는 고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고의행위로 인한 급여제한 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급여제한,

고의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급여제한, 연금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의 

급여 조정,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환자 중 기왕증 인정기준 조정,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연금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의 급여 조정 부분에서는, 사회보장법 체계에

서는 과잉보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입법과제이긴 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중수급으로 인한 과잉보장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과소보장이나

급여로부터의 배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42)

연구용역 수행자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입장 차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철학적으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

회보험의 비용부담 및 편익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

을 단일한 위험분산의 풀(pool)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사회연대성 원리

를 확장할 것인지의 논쟁”이라고 판단하였다.43)

연구용역 수행자는 업무상·공무상 재해 요양비와 관련된 급여조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요양급여의 건강보험 일원화를,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간의 결산협의체를 구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특별법 성격을 갖는 산재보험이나 특수직역연금의 요양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다른 사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요양비용에 대해서는 일

반법 성격의 건강보험을 포괄적으로 우선 적용하고 그 소요제정을 보험자끼리 결산하는 방

40) 국민권익위원회(2007)
41) 연구책임자 : 감신(경북의대), 연구자 : 양승욱(변호사), 유원섭(을지의과대), 김진욱(목원대 사회복지학과), 조경

애(이사장), 김창보(사무국장), 김용수(연구원)

42)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2006) p.13(요약 부분)
43)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2006)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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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검토할 수 있다(사용자에 대한 구상은 원칙적으로 배제함)

좀더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산재보험료를 의료비에 소

요되는 요양부문과 상병기간 또는 장해에 대한 보상부문으로 분리징수하여, 요양부문은 건

강보험공단이 흡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한 소득의 중단과 장해로 인한 보상업무

만을 존속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략)

다만, 산재보험 및 특수직역연금의 요양급여 범위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는

것이 있으므로 요양부문 전체를 건강보험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44)

    동 연구용역 수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사회보험자 간에 정산을 하거나 요양급여를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제시

한 것은 업무상 재해와 연관된 진료비용은 산재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입장을 견지하는 제언에 해당된다.45)

    ③ 감사원의 개입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갈등과는 별개로, 국민건강보험 부당

이득 환수조치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계기로 감사원에서는 실태감사에 착수한 사

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 감사와 관련하여 2006년 7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감사

원 입회하에 산재 요양비에 관련된 합의서46)를 작성하였지만, 동 합의서의 주된 내

용은 기존 산재요양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비용에 대해 재해 근로자가 건

강보험 부담금을 먼저 반환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

해야했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양측 공단이 직접 정산한다는 절차에 대한 것이

었으며, 산재 치료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공단이 제도개선

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④ 법제처 법령해석(2006년 10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차 제도개선 의견에 재심의를 요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요구에 의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은 

4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2006) p.15
45)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의 일원화는 해묵은 논의로서, 위 연구용역 수행자가 언급했다시

피 건강보험 수가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보다 낮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뒤늦게 국민권익위
원회가 2009년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했다가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배부한 
통계 자료에 오류가 있다며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산재환자의 공청회 무효 자해소동까지 벌어져 파행으로 끝
났으며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 참고자료 : 장복심․유시민․김영춘(2004), 메디팜스투데이(2005), 국민권익위
원회(2009), 청년의사(2009a), 청년의사(2009b) . 

46) “산재근로자의 요양비 부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합의서 (200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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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에 대해 사용자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47)

    법제처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여전히 근

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 책임이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산재보험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

제”되도록 하고 있는데,

설령 당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를 들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초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후유증상의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

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항의 “동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

하여 계속적인 요양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0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그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

    ⑤ 국민권익위원회 2차 제도개선 의견(2007년 12월)

    산재 치료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에 대한 법제처의 상반된 법령해석에도 불

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표명은 2007년 12월 24일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을 제목으로 하는 동 제도개선 의견(이를 2차 제도개선 의견

이라 한다)에서 다시 한 번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48), 2차 제도

개선 의견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9).

개 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재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정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47) 법제처(2006)

48) 국민권익위원회(2013), 본 연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2006년 5월 1차 제도개선 의견
표명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최종적인 입장은 2007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산재환자의 사
회보험 사각지대 제도개선 의견”이라며 회신하였다.

49) 국민권익위원회(2007) pp.370∼37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차 연구용역 자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에 의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의 요양보상책임을 없애 산재보험으로 수렴하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시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회신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최종적
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일체의 요양급여를 산재보험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
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존의 건강보험 흡수론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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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에

한하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제한될 뿐이며,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사

유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산재보

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일체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하고, 재해근로자의 오이용 및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하는 점, 관

리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재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

험자에게 요양급여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취지,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모두

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특별법적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재해로 이난 요양이 단지 산재요양

이 종료되었다거나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요양은 건강보험법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

⑥ 보건복지부의 거부

연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는 

제도개선검토의견서와 이행실태조사표로50),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도개선검

토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하게 되면

- 사용자보상책임은 면책되는 반면 재해근로자의 부담은 증가하여 산재법 취지에 역행하는

모순 발생(부연설명 생략, 이하 동일, 연구자 주)

- 산재은폐개연성 증가, 근로자의 산재급여 청구권 박탈

-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모순 발생

- 사회적 합의 필요

- 적자인 건강보험에 급여비용 전가는 불합리51)

    또한 이행실태조사표에서는 2006년 10월 27일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유로 산재

50)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부(2008), 두 문서 모두 작성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그 내용상 제도개선검토
의견서가 국민권익위원회 1차 제도개선 의견표명 후, 이행실태조사표가 2차 제도개선 의견표명 후 작성된 것
으로 추정되므로, 연구자 임의로 전자를 2006년, 후자를 2008년 생성된 것으로 참고문헌에 표기하였다.

51) 건강보험이 2007년 기준 2,847억원 적자인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흑자인 2004〜2007년 산재보험 수지현황표
(근로복지공단 제공)가 같은 문단에 삽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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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요양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남아있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건강보험에서 산재 요양종결 후 진료비를 

흡수할 의견이 없음을 밝혔다.52)

〇 그리고,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야 한다는 주장은

-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에서 피해자의 요양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을 근거로 가해

자에게 책임을 씌우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급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이는

그 성립의 근거를 달리하는 제도에 대하여 다른 제도에 대한 급여를 허용하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〇 업무상 발생된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미적용한다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용

자의 요양보상책임을

- 다수의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 건강보험 적용으로 발생되는 본인의 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재해근로자가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 산재보험으로 요양보상이 되지 않는 진료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

자의 산재은폐 개연성 증가 및 산재보험의 자의적 축소운영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 발생

2. 협의론53)의 부상(2009년 이후)54)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차 연구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시 “업무(공무)상 질병·부상 및 경과실 자피 교통

사고 요양급여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09년. 6월 제출된 최종보고서55)에서 연구용역 수행자56)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50%를 납부하고 산재환자 역시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소정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

52) 보건복지부(2008)
53) 2007년 8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사업장 진료비 부당청구사례에 대한 경영계 의견”으로, 독일의 입법례 및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험료 지급의 문제는 사회보험자의 책임이 타당하므로, 근로복지공
단 및 건강보험공단의 업무협조를 통해 명확히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양 공단에서 별도의 공동기금을 조
성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본격적인 협의론은 
2009년부터 부상되었다.

54) 본 연구 제2장 제4절(분석의 틀)에서 언급한 갈등과정 3단계 중 제3단계에 해당된다.

5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56) 책임연구자 : 김진현(서울대 교수), 공동연구자 : 송기민(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연구교수), 유왕근(대구한의대
학교 교수), 이태진(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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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체의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

는 것은 사업주와 산재환자의 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반한다며57), 이 문제를 둘러싼 양 공단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들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산재보험에서의 치료종결 이후에 발생

하는 후유증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해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산재보험에서의 치료종결이 산재보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결정을 건강보험이

당연히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산재근로자와 사업주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자

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중략)

○ 따라서 치료종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현행 민법상 채권(치료비) 소멸시효 기준 : 3년 적용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다빈도 결정에 상응하는 건강보험의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58)

연구용역 수행자는 “산재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료 납부,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배상능

력 등 사용주의 현행 의무이행으로 보았을 때,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주 책임은 과도하

여 개선할 필요성”59)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면제된 사용자의 책임이 산재보

험과 건강보험의 책임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승인의 재

량성도 개선되어야 한다60)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곧 산재 치료종결 후 

진료비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분담하는 형태로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수용

하는 대신, 산재보험 승인 절차 자체를 건강보험에 불리하지 않게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각을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는

데, 산재보험이 제도적으로 적용 제외시키고 있는 영역(요양기간 3일 이내 재해에 

대한 면책, 5인 미만 농․림․어업이나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 등), 즉 업

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公傷)처리해야 

5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p.137. 연구용역 수행자의 의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
나, 기존 비용․편익의 형평성이라는 보험원리에만 치우쳐있던 건강보험측에서 사회보험자 간의 연대성을 인
정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5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pp.165～166

5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p.138.

60) 그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산재보험 가입자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의 승인 여부에 따라 건강
보험 재정이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산재보험법상 요양승인 절차와  
충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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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 경우 일반수가(비보험)가 적용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의료기

관에 개인적인 질병․부상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처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②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2009∼2010년)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61)에 산재 종결 후 진료비에 대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주 부당이득 부과 문제를 건의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

의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관련 보도자료62)에는 2009년 11월 주요 개선

내용 항목에“(산업재해 치료 종료 후 건강보험 적용)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 치

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재

해보상책임을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치료종결 후 재요양 불승인(의학적 판단)한 요양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위한 민법상 소송 대신, 양 보험 관련 기관 간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치료종결 처리 후의 요양 원

인(후유증, 재요양 등)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은 외국사례 및 보험원

칙 등에 따라 협의 결정하되, 치료종결 처리 요건, 절차 등은 양 보험기관 간 협의

를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이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2010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

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재 요양종결 후 진료

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요양 타당성 

및 고용노동부 정책결정과정의 보건복지부 참여, 정기적 협의체 구성의 3가지 방안

을 제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선회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는 2009년 8월 1일.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사이”라

는 제목의 게시물이 삽화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63) 그 게시물에는 복지노동민원과 

진성휘 조사관에게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 결정을 한 민원인이 다시 

찾아와서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는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61)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년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와 공동
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설립되어 2008년 4월 1일 출범하였다.

62) 대한상공회의소(2009)
63) 국민권익블로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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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재 요양 종결 후 이루어지는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몇 년간 기관 협

의회도 개최해 보고, BH 조정회의에도 안건을 상정해 보고, 언론공표도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였지만,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

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충민원컨설팅에서 산재종

결 후 치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의견을 조

회64)하며 다시 동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간 산재환자 떠넘

기기”라는 제목으로 2006년 업무상 재해로 디스크를 입은 민원인이 산재 치료종결 

후 2008년 6개월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65)

국민권익위는 과거에도 박모씨와 동일한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다른

4건(2008년 2건, 2009년 2건)의 사례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역시 2009년 12월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비

용에 대해서는 양 공단이 협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이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양 공단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양 공단이 정책적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히 할 사안이며, 이 부담을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

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는 

시각에서 산재 종결 후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의견표명 때문인지, 이를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수용하게 되었는지, 달리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기사

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64) 국민권익위원회(2011)

65) 국민권익위원회(2012)
   참고 : 서울신문(2012)「(전문 생략)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최환영 조사관은 “산재 이후 1~3년까지는 근복공

단이, 그 이후는 건보공단이 요양비를 부담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의 후
유증 진료비를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서둘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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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양측 공단 관계자들의 의견

    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 양측 공단 관계자들의 입장을 보

도한 언론 기사가 있어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구체적인 내부 사정을 부분적

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66)

하지만 책임론이 일고 있는 양 기관은 법적인 제도마련이 안된 이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산재환자가 완치가 되지 않는 이상 후유증을 건보공단에서

책임지는 것은 열악한 건보재정을 감안해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근로공단도 산재법에 근

거해 일정 치료 이상 호전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난처한 것이 사

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통해 양 기관 간 협의를 해오곤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

련되지 않는 이상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산재법, 근로기준법 등이 맞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안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이에 대해 근로공단 재활기획부 한 관계자는 "산재환자의 심한 후유증은 기간 제한 없이 치

료를 돕고 있는데 문제는 그 후유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시켜놓고 그 책임을 다시 지우는 문제도 쉽지 않고 또 사

업장이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사고 후 수년이 지나 후유증 치료를 요구한다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치료책

임을 떠넘길 수 있겠냐"며 "이번 같은 사안은 사실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군

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제도와도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다. 건

보공단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머릴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외부 기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끼치

지 말고 양 공단이 협의를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압력을 넣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 내용상으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각자 개 보험으로서 발전해오면

서 제도적인 연대성이 부족하고, 양측 보험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 개정을 동

반한 사회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수술 없이 양측 공단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

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66) 코리아헬스로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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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입법부의 관심

    공사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요양 후 2009년부터 2년간 건강보험으로 뇌

동맥류 약물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물 치료비의 

보험자 부담금을 부당이득 징수처분하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제기되

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뇌동맥류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 산재 재요양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동 사례

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은 자체 2012년 국정감사 보고자

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67)

2-4.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떠넘기기로 애꿎은 산재근로자만 피해

지난 5년간 산재신청 포기 사유로 건보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건수가 총 2만여

건으로 매년 천 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이 중에는 스스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

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건보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

로 추정

산재 후유증 진료비용 분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산재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후유

증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료비는 건

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

국가기관의 이해다툼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안함.

    3. 법원 판례의 변화

   ① 2002년 대구지방법원 사건

    산재 치료종결 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후유증상 진료비) 문제

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2005년 7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산업재해근로자 건강보험 진료건 업무처리요령”을 시행한 이후 일선에서

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적지 않아 하급심 판례

는 축적되어 왔으나, 대법원 상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다.

    2005년 7월 이전 형성된 하급심 판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구

67) 김용익의 복지이야기(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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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나11456호 부당이득금 사건인데, 그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

이 기재되어 있다.68)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

는 근로기준법 제9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

상책임이 면제되나, 치료종결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

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보상책임이 있

는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보험급여에 해

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2008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200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업재해근로자 건강보험 진료건 업무처리요

령”시행 이후 2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2008년 1월 16일 위 2002년도 대구지방법

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이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소51197호 부당이득금)에서 이

루어졌다.

처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하여 재판부가 이행권고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사업주)측의 이의로 정식 

재판이 개시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보조참가한 사건이었는데, 판결문 내용 일부

는 다음과 같다.69)

그러므로 OOO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 보조참가인(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

여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급할 의무가 있음은 별

론으로 하고, 보험가입자로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

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매일노동뉴스에서는 200년 2월 25일 “산재종결 후 치료비, 건강보험이 지급해

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70)

68) 대구지방법원(2002)
69) 서울동부지방법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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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피고(회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한울의 이혁 변호사는 "후유증상을 진료할 때 받은

건강보험급여가 다시 사업주에게 청구되는 것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단이 산재노동자에게 지급

한 건강보험 급여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중단해 성실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업주

와 노동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공단이 후유증상 치료비를 지급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치료종결 이후의 후유증상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제한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업무지침을 마

련하여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③ 2011년 광주지방법원 사건

2008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이후 소액 재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

구를 기각하는 판례도 다수 형성되었는데71), 2011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종결 후 진료비 관련 재판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특

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2006년 7월 19일 감사원 입회하에 체결한 합의서에 의해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산재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던 중, 산재 치료종결 후 진료비를 착오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착

오 지급금의 반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부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제1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0가소67431호 부당이득금반환)에서 원고인 근로복

지공단이 승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항소, 제2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1나

7488호)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였다. 판결문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7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재자 및 그 유족이 청구한 재요양 신청이 모두 반려된 사실, 원

고가 피재자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한 바는 없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에게 피재자에 대한 재요양급여 승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재자의 산재

요양이 종료된 2006. 6. 30. 이후 피재자의 병원치료 등으로 원고가 부담했던 공단부담

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70) 매일노동뉴스(2008)

7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소24511호 부당이득금(2010. 7.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134262호 부당
이득금(2011. 12.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0나21823호 부당이득금(2011. 4. 27. 선고), 2009년 이후 하급심 판
례 결과는 사건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소액사건의 특성상 피고(사업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사
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72) 광주지방법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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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전개방향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모두 법령을 근거로 하는 제도이므로 대법원에서 전원 합

의체 판결이라도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제도적으로 기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향후 전개될 재판에서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측이 최종 대

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합의하지 않는 이상 어느 쪽에서도 대법원에 상소하

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려 있는 현 상황에서 각 판결의 요지는 양측 공단이 자

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활용할 뿐, 어떤 정책주장에서 압도적

인 증거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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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7월 1월 5월 6월 7월 10월 8월 9월 12월 1월

건강보험공단 지침 시달 재심의 요청 연구용역

근로복지공단 의견 회신

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차 개선의견 　 　 　 2차 개선의견 　

법제처 법령해석

감사원 실태감사 합의서

경총 의견 제시

규제개혁

국회

판례 대구지법 동부지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8월 11월 12월 1월 3월 4월 11월 12월 2월 9월 10월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회의 회의 보도자료 회의

근로복지공단 회의 회의 회의

권익위원회 블로그 　 　 공문 　 보도자료 회의

법제처

감사원

경총 회의 　 　

규제개혁 BH, 권고안 10월 회의

국회 국정감사

판례 광주지법

[표 11] 사각지대 갈등과정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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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산재·건강보험 사각지대 갈등과정 분석

    1. 갈등과정 요약

    제2절에서 살펴본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시계열적 갈

등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 7월 직장·지역의료보험 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재정적

자로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2005년 7월부터 “산재근로자 건강보험 진료건 

업무처리요령”이 시행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환수고지를 받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민원이 다방면으로 제기되었다. 

    어느 사업주의 고충민원을 심사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6년 1월 제도개선 

의견 제시를 예고하는 보도 자료를 배부한 후 2006년 5월 산재종결 후 후유증상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재심의 과

정에서 법제처에서는 2006년 10월 산재종결 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재해보

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산재종결 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표명하였다.

    반면 감사원에서는 건강·산재보험 간의 문제로 실태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산

재 종결 후 진료비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 입회하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론 정도만 반영된 합의서 작성(2006년 7

월)으로 마무리되었다.

    2007년 8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산재종결 후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

담하든지 별도의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해결하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 징수를 해서

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회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산

재 종결 후 진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의 추진 경위를 국민권익블로그에 게시

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하여 2009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회의에서 산재 종결 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부당이

득으로 환수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의 개선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양 공단이 협의로 해결을 하라는 입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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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회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은 2012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

감사에서 산재보험과의 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201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충민원컨설팅

에서 산재 종결 후 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양 공단에 의

견 조회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간 산재환자

떠넘기기”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부하면서 양 공단에서 협의로 해결하라는 입

장을 표명하였는데, 양 공단 실무자들은 법적인 제도마련이 안된 이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불만을 나타냈다는 후속 보도가 이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6월 및 2009년 6월 2차례에 걸쳐 산재보험과 건강

보험 간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법제처의 법령해석과는 별개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요

양보상책임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의 경우 2002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산재 

종결 후에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잔존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00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11년 광주지방법원에

서는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승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산재 종결 후 진료

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불응하면 종국적으로 민사소송

을 제기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인 

판결례 자료가 공개된 일은 없으며, 2005년 7월 이후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

은 없다.

    2. 귀인이론에 의한 갈등과정 분석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공공갈

등을 제2장에서 설명했던 귀인이론에 따라 갈등과정의 단계별로 객관주의와 주관

주의, 구조와 행위라는 단위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되, 갈등과정의 3단계 중 제1단

계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공공갈등이 수면에 부각되기 

이전 배경에 해당하여 제2절의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본 갈등분석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제2단계부터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① 사각지대를 둘러싼 공공갈등 제2단계 : 공공갈등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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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제도

주관

주관적 구조 객관적 구조

객관

권익위 제도개선 선택(확대)

주관적 행위

사업주 고충민원 제기(발단)

객관적 행동

행위 / 행동

    제2단계는 200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 치료종결 후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산재․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가 공공갈등

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이 서로 대

립하여 갈등의 주체가 되는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2001년 1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 치료종결 후 개인

적으로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금493,920원을 

환수고지를 받은 사업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

가 이 사건을 일회적인 고충해결 사건이 아닌 제도개선 사항으로 선택하고 2006년 

1월 보도 자료를 배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위 사업주는 본인이 산재보험료 전액과 재해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50%를 납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받자,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것은 

행위 단위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선택, 즉 “객관적 행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충민원과 관련된 부당이득 환수고지액이 단지 금493,920원의 소액

에 불과하지만, 이를 제도개선 사항으로 선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은 사회보험

의 역할에 대한 이념적 선택에 따른, “주관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각지대는 건강보험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1차 의견개진 이후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국민권익위원회 입장과 상이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건강보험에서 흡수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주의 재정적 이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제기라는 “객관

적 행동”이 공공갈등의 발단 역할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개 사회보험의 비

용·편익의 형평성보다는 사회보험 간의 연대를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주관

적 행위”가 공공갈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 되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귀인이론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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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각지대를 둘러싼 공공갈등 제3단계 : 공공갈등 구조 변경

    제3단계는 2009년 12월 민관합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양측 공단이 합의로 해결

하라는 권고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양측 공단이 협상과 합의로 해결하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면서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절인 2007년 12월 24일 사각지대의 건강보험 흡수를 골자로 하는 2차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으나 2008년 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족되는 변화를 겪은 뒤였다.

    이를 기점으로 제2단계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대립구조

가 제3단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대립구조로 변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단절된 사회보험 체계, 즉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

험의 운영주체와 근거 법률이 상이하다는 제도상의 문제, 즉 “객관적 구조”에 기

인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두 사회보험자 간의 상이한 이념 문제, 

곧 “주관적 구조”에 의한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주관적 구조”의 문제란 개 보험의 도입과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산물인데 사회보험에 대한 양측 공단의 이념을 말한다. 

이 부분은 제4장의 갈등내용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의 비용·편익의 형평성을 더 우선

시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 보험의 원리인 비용·편익의 형평성을 더 우선시하

는 이유는, 2000년 직장·지역 의보조합 통합 이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 및 급

여수준 확대 요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세적 입장에 처해왔고, 건강보험 가입자들

의 경우 보험료 50%를 직접 부담하고 있어 권리의식이 투철하다는 점 등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로 차기년도 보

험요율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적 특성 및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가, 보험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하는 이중구조로 인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근로

자 보호를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급여 시스템73) 과 조직문화74) 등에서 찾아

73)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의무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료를 소급 부과하
면서 근로자에게는 100%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 치료기간에는 추
방할 수 없으며, 산재 상병 치유와 병행되어야 한다면 기존 개인질환에 대한 치료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
보험보다 높은 급여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74)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근로자기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장기저리 
대부, 휴양시설 운영),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등 근로자 보호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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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에 대

한 이념과 각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념, 즉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을 바라보는 시각,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바

라보는 시각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두 사회보험자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인식은 해당 기관의 역사

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 내부문화의 영향 등에 의해 주관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반면75), 양측 공단의 상대방 보험에 대한 인식에는 산재

보험과 건강보험 근거 법령의 몇몇 조문에서 착안된 것으로 짐작되는 추상적인 특

징을 지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0조 및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사업주 

면책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세우면서 산재 치료종결 후 진료비에 대한 사업주 책임

이 계속 유지되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근로복

지공단은 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조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포함하는 “국민”,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근거로 사회보험의 연대

성을 강조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일반법, 특별법 관계를 주장하며 건강보험에

서 산재 치료종결 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

측 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한 이념이 투영되어 있는 반면, 두 사회보험

자들은 이러한 상대방의 시각이 자(自)보험에 대한 지식부족76)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제1항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75) 사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갈등과정에서 두 사회보험자가 자(自)보험에 대한 사회적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76) 근로복지공단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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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제도

주관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주관적 구조

개별적 사회보험 제도

객관적 구조

객관

권익위 제도개선 선택(확대)

주관적 행위

사업주 고충민원 제기(발단)

객관적 행동

행위 / 행동

구조 / 제도

주관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주관적 구조

개별적 사회보험 제도

객관적 구조

객관
주관적 행위 객관적 행동

행위 / 행동

즉, 갈등과정의 제3단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대립으로 갈등

관계가 전환되면서 객관적 구조와 주관적 구조의 차원에서 공공갈등이 고착된 것

으로 정리되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귀인이론 분석(2)

  이상에서 다루었던 분석을 종합하면, 사업주의 “객관적 행동”(고충민원 제기)

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적 행위”(제도개선 사항으로 확대)에 의해 산재․건강보

험 사각지대 문제가 공공갈등의 영역으로 부상되었고, 산재·건강보험 간 사각지대

를 둘러싼 사회보험자들의 갈등관계는 사회보험의 운영주체 및 근거 법률 분리라

는 “객관적 구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주관적 구조”를 다층

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4-3] 귀인이론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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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산재․건강보험 사각지대 갈등내용

  제 1 절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갈등내용 분석

    1. 정책관련정보

    정책관련정보는 정책주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책자료 또는 정보를 뜻하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할 정책주장의 배경은 산재 종결 후 진료비를 산재보험에서도, 건

강보험에서도 부담하지 않는 산재·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산재 

종결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과 정신

적·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될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고지에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산재 처리 과정에서 다소 소원해지거나 연락이 끊어진 산재 

근로자가 언제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 종결 후 잔존하는 주관적인 통증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서 진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하고 높은 일반수가

로 청구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요법에 의지하며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특히 산재 근로자의 경우 타 직역연금, 즉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

용 대상자들과는 달리 현장직 즉, 노무직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

고, 이들은 대부분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산재로 인해 실직할 경우 

현장직이라는 직종 특성상 중도 장애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될밖에 없

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채용했던 사업주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인 경우기 많다.

따라서 연구자는 정책관련정보를 다소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산재·건강보험 간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고 있다.”로 정하였다.

2. 정책주장

본 연구의 대상인 사각지대 논쟁이 여타의 다른 정책 논쟁과 구별되는 점은 하

나의 정책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쟁점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주체로



- 55 -

부터 다른 정책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각지대를 건강보험에서 흡수해야한다는 정책주장을, 이

에 맞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

주장을, 민관합동규제개혁위원회 및 2010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

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해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주장을 

제기하였다.

    하나의 이슈를 놓고 정책주장이 3가지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배경 이념이 상이

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당시의 사회상황 및 관련 제도상의 문제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겉보기에 상반되어 보이는 정책주장이긴 하나,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서로 거울을 비춘 듯 대칭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책주장별 핵심논리에 따라 

논쟁의 방향이나 주된 쟁점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갈등과정

에서 제시된 정책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까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의견임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으로“사각지대는 건강보험에서 흡수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으로“사각지대는 사업주나 산재보험에서 책임

져야한다.”

    셋째, 민관합동규제개혁단 및 2010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으로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

    정책논변은 여러 정책대안 중 가장 선호되는 대안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논변의 대상으로 다룬 후 최종 정책주장에 도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3가지 정책주장을 공공갈등의 영역에 편입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업주

(산재보험) 책임론, 건강보험 흡수론, 협의론 순으로 진행하되 각 정책주장별 본증·

보증·반증을 먼저 정리해 나가기로 한다.

    정책주장을 뒷받침하는 본증이나 보증, 반대로 이를 배척하는 반증은 실제 갈

등과정에서 문서상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내용일 수도 있고, 양측 공단 내부적으로 

혹은 양측 공단의 회의 과정에서 구두상으로는 언급되었지만 실제 공식적인 문서로

는 제시되지 내용이거나 연구자가 정책논변모형을 구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낸 아

이디어일 수도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문서상으로 나타났던 내용은 가급적 출

처를 표시하였으며, 출처 표시가 없는 내용은 필요할 경우 각주에서 설명을 보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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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내용

0 의미 없는 반증 설득력이 거의 없는 반증

1 약한 반증 약하지만 수긍 가능한 설득력이 존재하는 반증

2 다소 약한 반증 수긍 가능한 설득력이 존재하는 반증

3 다소 강한 반증 설득력이 비교적 높으나 주장을 폐기시킬 정도는 아닌 반증

4 강한 반증 주장을 폐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높은 반증

    3. 한정접속사의 도출 기준

    한정접속사는 정책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확신을 주장력의 

정도에 따라 0%에서 100%까지 연속선상 중에서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 한정접속사를 연구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소망

성’이나 ‘실행가능성’ 등을 별도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정책논변모형 자체에 충실을 기해 본증과 보증의 주장력에 대한“반증의 설득

력”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반증”에 이미 ‘소망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포

함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책논변모형 자체가 참여 구성원들의 논쟁과 합의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정이므로 정책논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장(본

증, 보증)을 반증이 얼마나 배척할 수 있느냐가 사실상 정책주장의 주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반증의 설득력을 보다 용이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연구자 임의로 다음과 같이 5

단계로 구분하여 반증의 평가에 반영한 뒤 이를 본증과 보증의 주장력과 함께 종합

하여 한정접속사 도출에 반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한정접속사 도출에 임의로 참고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지, 검증된 연구방법론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표 12] 반증 설득력의 5단계77)

또한 본증과 보증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편의상 본증의 

반증과 보증의 반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본증을 중심으로 보증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반증을 구성하였다. 

77) 단계를 1이 아닌 0부터 시작한 것은 설득력이 거의 없는 반증에 별도의 단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0으로 하
는 것이 식별하기 쉽고, 설득력이 인정되는 반증은 그 정도를 4분하여 1단계 25%, 2단계 50%. 3단계 75%, 4단
계 100% 이내로 하는 것이 더 산술적이고 이해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증마다 그 비중이 다르므
로 높은 단계의 반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정책주장의 주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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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의 정책논변

1. 정책주장 : “사각지대는 사업주나 산재보험에서 책임져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정책주장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산업재해근로

자 업무처리요령”을 시행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갈등이 촉발되었고, 그 구체적

인 논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제도

개선검토의견서 및 이행실태조사표에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78)

제도개선검토의견서 및 이행실태조사표이 기재된 주된 내용은, 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규정은 이중급여를 배제하고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업

무상 사유에 의한 비용을 건강보험에 전가시키는 것은 그 성립의 근거를 달리하는 

제도에 대하여 다른 제도에 대한 급여를 허용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타

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요양보상책임을 져야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

으로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다수의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산재보험급여의 축소운영(3일 이내 요양에 대한 면책조항, 치료종결 후 

재요양 사이의 진료, 치료종결 후의 진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일실을 초

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증과 보증을 구성하되, 최종적으로는 3개의 정책논변모형을 형성

해 이론적·정책적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면의 한계상 본증·보

증·반증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설명은 최대한 간략히 하였다.

2. 본증

    1) 본증 1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잔존하게 된다. 

    2) 본증 2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비용

을 다른 제도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본증 3 

    산재보험의 축소운영으로 산재 은폐가 유도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

78)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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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3. 보증

1) 본증 1의 보증 

법제처에서는 2006년 10월 동일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 이를 따라야 

하고, 사각지대는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의 책임 영역에 해당한다.

2) 본증 2의 보증 

(1) 건강보험의 지급제한 규정은 이중급여를 배제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

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타당하다.

(2) 사각지대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일탈하

고 다수의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재해

자가 자기 진료비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본증 3의 보증 

산재보험의 축소운영 형태로는 요양기간 3일 이내, 치료종결 후 재요양 사이,

치료종결 후의 진료비를 급여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있고, 건설업 면허 미소지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같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많고 까다

로운 승인은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유인책 역할을 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4. 반증

1) 본증 1 관련 반증  

민법상 손해배상법리를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요양보상책임이 무한

대로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제처의 2006년 10월 법령해석에는 오류가 

있다.

※ 반증의 평가 : “3. 다소 강한 반증”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무한책임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결과에서 언급될 정도

로 지나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법조항에 대한 법

령해석을 법제처에 다시 의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대법원의 판례로 해결하는

방도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 부당이득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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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 본증 2 관련 반증 

(1)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자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이지만, 공적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두 보험 간에 문제가 된 사항은 전체 사회보

험제도의 큰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 반증의 평가 : “3. 다소 강한 반증”

(2) 사각지대는 이미 산재보험의 영역을 벗어난 상태이므로 사각지대를 건강보

험에서 흡수하는 것이 사회보험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반증의 평가 : “2. 다소 약한 반증”

(3)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지역건강보험이 주된 원인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가 소속된 직장건강보험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연간 지출액에서 사

각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여 사각지대의 건강보험 흡수가 보험료 인상

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 반증의 평가 : “2. 다소 약한 반증”

(4)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이 다

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면 자기 과실로 건강보험 처리가 

되므로, 사각지대의 문제는 단순히 업무상 재해의 영역이냐가 쟁점사항이 아니라 

다른 보험에서 보상 또는 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 반증의 평가 : “2. 다소 약한 반증”

(5)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맞물려 있어 언제고 치료종결 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의 영역도 산재보험에서 안고가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현재와 

같이 사각지대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 반증의 평가 : “3. 다소 강한 반증”

3) 보증 3 관련 반증  

산재보험법상 면책범위와 사각지대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산재

보험이 사각지대 문제 이외의 다른 제도상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별도의 논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1 : 약한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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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증의 평가 : “1. 약한 반증”

    5. 한정접속사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에 대한 7개의 반증 평가에서 2개의 “3. 다소 강한 반

증”과 3개의 “2. 다소 약한 반증”, 1개의 “1.약한 반증”이 나타났다.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에서 가장 비중이 쟁점사항을 꼽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 무한책임론”과 “사실상 현행유지설(사각지대 존속설)”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반증이 모두 “3. 다소 강한 반증”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사업주

(산재보험) 책임론의 설득력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나머지 “2. 다소 

약한 반증”으로 평가된 항목에서도 시각에 따라 “3. 다소 강한 반증”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총 7가지의 반증에 대해 각 반증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반증의 평

균 단계를 산출하면 2.88(=16/7), 1을 25%로 보았을 때 반증율은 57.14%가 되며, 한

정접속사의 수치는 43.88%(=100－57.14)가 된다.

    본증과 보증은 비용과 편익의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고, 치

료종결 시점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상 유지로 귀속되게 되어, 사각지대 해결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그 주장력은 높게 평가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연구자는 사업주(산재보험)책임론의 정책논변모

형 한정접속사를 “40% 미만으로”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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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정보

산재·건강

보험 간

사각지대

에서 사회

적 약자가

고통받고

있다.

한정접속사

“40% 미만으로”
` 정책주장

사각지대는

사업주나

산재보험에서

책임져야

한다.

본증

1. 산재종결 후 후유증상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다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요

양보상책임이 잔존하게 된다.

2.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원인

으로 하는 비용을 다른 제도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3. 산재보험의 축소운영으로 산재

은폐가 유도되고 건강보험 재정

에 악영향을 끼친다.

반증

1. 민법상 손해배상법리를 감안할 때 근로

기준법상 사업주의 요양보상책임이 무한

대로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제

처의 2006년 10월 법령해석에는 오류가

있다. (3)

2-1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자 다른 법

령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지만 공적 사회

보장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두 보험

간의 문제가 된 사항은 전체 사회보험제

도의 큰 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2)

2-2 사각지대는 이미 산재보험의 영역을

벗어난 상태이므로 사각지대를 건강보험

에서 흡수하는 것이 사회보험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2-3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지역건강

보험이 주된 원인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속된 직장건강보험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연간지출액에서 사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여

사각지대의 건강보험 흡수가 보험료 인상

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

다. (2)

2-4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의 대상이 아

니라면 자기과실로 건강보험 처리가 되므

로, 사각지대 문제는 단순히 업무상 재해

의 영역이냐가 쟁점이 아니라 다른 보험

에서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를 따져야 한다. (2)

2-5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보

험을 사회보험화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보장과 소득보장이 맞물려 있는데(중략)

그 이후의 영역도 산재보험이 안고가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현재와

같이 사각지대를 존속시키자는 주장과 마

찬가지다. (3)

3. 산재보험법상 면책범위와 사각지대 문

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중략) 별

도의 논의로 해결해가야 한다. (1)

`

보증

1-1 법제처에서는 2006년 10월

동일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

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2-1 건강보험의 지급제한규정은

이중급여를 배제하고 사회적 형

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타당하다.

2-2 사각지대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해보

상책임을 일탈하고 다수의 성실

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입자가

자기진료비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산재보험의 축소운영(중략)과,

까다로운 승인은 산재를 은폐하

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유인

책 역할을 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5]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의 정책논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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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건강보험 흡수론의 정책논변

    1. 정책주장 : “사각지대는 건강보험에서 흡수해야 한다.”

    건강보험 흡수론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6∼2009년간 공식적으로 산재·건강

보험 간 사각지대 해결책으로 제시해 온 주장으로, 그 지지논리는 1∼2차 제도개선 

권고의견79) 내용에 비교적 풍부하게 나타나 있다. 

    건강보험 흡수론은 이념적으로 보험원리에 충실한 비용과 편익의 형평성보다는 

사회보험 간 연대를 우위에 두고 있으며, 사회보험 의료보장 영역에서 건강보험법

과 산재보험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는 시각과 함께 민법상 사업주의 손

해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 한 산재보험의 특성상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분리될 수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산재 치료종결 이후에는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적

용을 중복보상으로 볼 수 없어 건강보험법상 지급제한의 대상이 해당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50%를 납부하는 마당에 사각지대의 건강

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보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이다.

    2. 본증

    1) 본증 1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80)

    2) 본증 2 

    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보험 의료보장 영역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에 있다.

    3) 본증 3 

    단지 산재요양이 종료되었거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건강

79) 국민권익위원회(2006), 국민권익위원회(2007)
80)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이 결과적으로 사각지대 존치로 귀결되므로, 건강보험 흡수론은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가 된다. 물론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도 사업주나 산재보험에서 사각지대를 책임지면 
해결된다는 주장이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병행되는 산재보험 특성상 실현 불가능한 논리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을 사실상 사각지대 존치설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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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 이익(건강보험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이다. 

    4) 본증 4 

    사각지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수하는 것이 간편하고 행정비용도 

최소화된다. 

   5) 본증 5

    산재보험에서도 재해 근로자의 기존질환 기여도나, 사고의 자기과실비율 등 건

강보험 해당 영역도 모두 흡수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

명히 존재한다.

    2. 보증

    1) 본증 1의 보증

    (1) 사회보험 전체의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고령·장애 및 취업가능 

연령대 실업에 대비한 소득보장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있

으며,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2)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보장의 기본에 해당하므로 사회통합과 

안정에 필요한 사회보험 의료보장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2) 본증 2의 보증 

    (1) 건강보험은 국민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

자는 자기 건강보험료의 50%를,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나머지 50%와 산재

보험료 100%를 납부하고 있다.

    (2) 한국이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운영에 가장 많이 참고한 일본의 경우 산재 종

결 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근거 법령과 운영 주체를 달리하고 있다고 완전히 

별개의 제도인 것처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사회보장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

하는 사회보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목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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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증 3의 보증

    (1)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이 종결된 이후 시점부터는 근로자 본인의 기여(건강

보험료 납부)에 근거한 건강보험 수급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권익 보

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2) 산재 발생이 100%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도 아니며, 재해발생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도 관여하고, 산재 치료기간 및 잔존 장해 정도 또한 개인의 연령이나 

기존질환 보유여부, 체질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의 영역을 자로 잰 듯 구분할 수 없다. 

    4) 본증 4의 보증

    (1) 현재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환수고

지 통지, 독촉 및 소송제기 등 추심에 따른 우편, 법원등기,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

이 발생하고, 사각지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할 경우에도 위 

추심 관련 관리비용에다 분담으로 인한 양측 공단의 정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각지대를 건강보험에서 흡수하면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절감되어 오히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존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비용 대비 실 회수액은 미미하여 환수조치 처

분 자체의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5) 본증 5의 보증

    (1) 고혈압․당뇨 등의 기존질환이나 인체의 자연 퇴행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은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원래 건강보험의 영역이나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기존질환의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고 100% 산재보험에서 처리해 

왔고,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오던 질환이라도 산재 요양기간에는 산재보험에

서 모두 부담해왔다.

    (2) 추락, 넘어짐과 같은 일회성 재해의 경우, 자기과실 비율도 엄밀히 따지면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범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영역이 되나 산재보험에서는 무

과실주의 원칙을 적용해 100% 보험급여를 지급해 왔다. 

    (3)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마이너스81) 규모와 건강보험으로 인한 산재

보험의 마이너스 규모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금액

의 과소82)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는 공적 영역임을 먼저 인정하고, 

8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장하는 산재보험법상 면책범위 등에서 유인되는 산재 은폐 및 이로 인한 건강보험 허
위·부정수급액을 뜻한다.

82) 건강보험에서는 산재보험 치료종결 결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독점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건강보험에서 흡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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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장과 맞물려 있어 치료종결 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재보험의 체계를 

감안하여 사각지대를 건강보험에서 흡수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한다.

    4. 반증

    1) 본증 1 관련 반증

    사회보험의 도입과 발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보험 간 연대의 고리가 미약하

므로 현 체제 내에서는 사각지대의 존재가 부득이하다. 

※ 반증의 평가 : “0. 의미 없는 반증”

사각지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서상으로는 사각지

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2) 본증 2 관련 반증

    사회보험의 큰 틀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포함

되고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 의무가입으로 광의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어 사각지

대는 산재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 반증의 평가 : “2. 다소 약한 반증”

특수직역연금은 의료보장을 건강보험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산재보험과는 달리 건강보

험의 통제하에 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납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도 50%

납부하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책임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건강보험 연계가 없고 민사

상 손해배상원리에 따라 피해자 과실율, 기존질환 기여도를 엄격히 따지고 있다.

    3) 본증 3 관련 반증

      사각지대 건강보험 흡수로 그간 억제되어 있던 의료 수요가 증가되어 건강보

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반증의 평가 : “3. 다소 강한 반증

요양급여가 거의 무상인 산재보험과는 달리 건강보험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고

있어 수요과잉이 초래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나, 그간 개인적으로 민간요법 등에 의존하고

있던 산재 종결 근로자들이 의료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수요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산재보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산재 치료종결 결정에 건강보험측의 참여
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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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증 4의 반증

비용절감 효과는 사각지대의 건강보험 흡수로만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산재

보험에서 사각지대를 책임져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 반증의 평가 : “1. 약한 반증”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병행되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사업주도 아닌 산재보험이 전부

흡수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5) 본증 5의 반증

산재보험의 근로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상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이를 확장

하여 산재 요양기간 동안의 기존질환 치유도 급여한 것이고 산재보험요율에도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은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의 단순 반사이익

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산재은폐로 인한 직접적 영향과 상계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 반증의 평가 : “2. 다소 약한 반증”

   5. 한정접속사

    건강보험 흡수론의 특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6∼2009년간 공식적인 의견

으로 채택하면서 비교적 탄탄한 논리를 갖추어왔다는 것이고, 3가지 정책논변모형 

중 가장 많은 본증(5개)과 보증(12개)이 형성될 정도로 지지 논리가 많고 본증과 보

증의 주장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흡수론에 대한 반증은 총 5개이며, 1개의 “3. 다소 강한 반증”과 2

개의 “2. 다소 약한 반증”, 1개의 “1. 약한 반증”, 1개의 “0. 의미없는 반증”

이 나타났다. 

    “3. 다소 강한 반증”으로 평가받은 항목은 사각지대의 건강보험 흡수로 인해 

그간 잠재되어 있던 수요가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것이 2000년 7월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계나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대상 확

대 및 보험수가 인상 요구를 받으면서 이와 동시에 재정적자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의 과소를 떠나 사각지대 흡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

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정책주장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4. 강한 반증”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대단히 설득력이 높은 반증으로 평가되며, 이 반증은 한정접속사 선택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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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되어야 할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2. 다소 약한 반증”으로 평가받은 3가지 항목 중 어떤 것은 “3. 다소 강한 

반증”으로 상향 평가될 수 있고 “1. 약한 반증”으로 하향 평가될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2. 다소 약한 반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총 6가지의 반증에 대해 각 반증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반증의 평

균 단계를 산출하면 1.6(=8/5), 1을 25%로 보았을 때 반증율은 40%가 되며, 한정접

속사의 수치는 60%(=100－40)가 된다.

   이상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연구자는 건강보험 흡수론의 정책논변모형 한정

접속사를 “50% 이상으로”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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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정보

산재·건강

보험 간

사각지대

에서 사회

적 약자가

고통받고

있다.

한정접속사

“50% 이상으로” 정책주장

사각지대는

건강보험

에서 흡수

해야 한다.

본증

1.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에는 사각지대가 없

어야 한다.

2. 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보험

의료보장 영역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

계에 있다.

3. 단지 산재요양이 종료되었거나 산재보험법 적

용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

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

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이다.

4. 사각지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

수하는 것이 간편하고 행정비용도 최소화된다.

5. 산재보험에서도 재해 근로자의 기존질환 기여

도나, 사고의 자기과실비율 등 건강보험 해당 영

역도 모두 흡수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반증

1. 사회보험의 도입과 발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보험 간

연대의 고리가 미약하므로 현

체제 내에서는 사각지대의 존

재가 부득이하다.(0)

2. 사회보험의 큰 영역에는 공

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포함되고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의무가

입으로 광의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어 사각지대는 산재

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2)

3. 사각지대 건강보험 흡수로

그간 억제되어 있던 의료 수

요가 증가되어 건강보험 재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4. 비용절감 효과는 산재보험

에서 사각지대를 책임져도 동

일하게 발생한다.. (1)

5. 산재보험의 근로자 보호라

는 제도의 취지상 무과실책임

을 도입하고 이를 확장하여

산재 요양기간 동안의 기존질

환 치유도 급여한 것이고 산

재보험요율에도 모두 반영되

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은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의 단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산재은

폐로 인한 직접적 영향과 상

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

보증

1-1 사회보험 전체의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

보험은 고령·장애 및 취업가능 연령대 실업에 대

비한 소득보장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료보

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

히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1-2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보장의

기본에 해당하므로 사회통합과 안정에 필요한 사

회보험 의료보장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2-1 건강보험은 국민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

장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기 건강보

험료의 50%를,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나

머지 50%와 산재보험료 100%를 납부하고 있다.

2-2 한국이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운영에 가장 많

이 참고한 일본의 경우 산재 종결 후에는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2-3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근거 법령과 운영 주

체를 달리하고 있다고 완전히 별개의 제도인 것

처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사회보장 기능

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회보험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합목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그림 6] 건강보험 흡수론의 정책논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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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3-1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이 종결된 이후 시점부

터는 근로자 본인의 기여(건강보험료 납부)에 근

거한 건강보험 수급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권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3-2 산재 발생이 100%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

도 아니며, 재해발생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도 관

여하고, 산재 치료기간 및 잔존 장해 정도 또한

개인의 연령이나 기존질환 보유여부, 체질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산재보험과 건강

보험의 영역을 자로 잰 듯 구분할 수 없다.

4-1 현재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부담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환수고지 통지, 독촉 및

소송제기 등 추심에 따른 우편, 법원등기,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사각지대를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할 경우에도 위

추심 관련 관리비용에다 분담으로 인한 양측 공

단의 정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각

지대를 건강보험에서 흡수하면 불필요한 관리비

용이 삭감되어 오히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 기존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비용 대비 실

회수액은 미미하여 환수조치 처분 자체의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5-1 고혈압․당뇨 등의 기존질환이나 인체의 자

연 퇴행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은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원래 건강보험의 영역

이나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기존질환

의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고 100% 산재보험에서

처리해 왔고,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오던

질환이라도 산재 요양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모

두 부담해왔다.

5-2 추락, 넘어짐과 같은 일회성 재해의 경우, 자

기과실 비율도 엄밀히 따지면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 범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영역이 되나 산

재보험에서는 무과실 주의의 사회보험 원칙을 적

용해 100% 보험급여를 지급해 왔다.

5-3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마이너스 규

모와 건강보험으로 인한 산재보험의 마이너스 규

모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금액의 과소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맞

물릴 수밖에 없는 영역임을 먼저 인정하고, 급여

보장과 맞물려 있어 산재 치료종결 시점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산재보험의 체계를 감안하여 사

각지대를 건강보험에서 흡수하는 것이 사회보험

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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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협의론의 정책논변

    1. 정책주장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로 해결해야 한

다.”

    이 정책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립관계가 지속되던 

2007년 8월 경총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제19차 국가경쟁

력강화위원회에 산재 종결 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보고83)하면서 부각

되었다.

    그간 사각지대는 건강보험에서 흡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국민권익위

원회에서 2008년 조직 통합의 변화를 겪고 난 후 2010년부터 양측 공단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입으로 양측 공

단이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으나 2013년 4월 현재까지 별다른 의견의 

일치나 합의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보고서84)에서 사각지대 해결책으로 언

급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념적 배경이나 논리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2005년 7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며 사각지대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자 현실

적인 방법론으로 고안된 된 것으로 생각된다.

    협의론을 지지논리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협의론에 대한 양측 공단 관계자들

의 반응은 언론 기사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양측 공단 관계자들은 이러한 협의론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산재보험법상의 치료종결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법적인 근거 마련이 없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고, 근

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제도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므로 양측 모두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되어

83) 대한상공회의소(2009)

8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200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참조,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06년 6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다른 사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요양비용에 대해서는 일반법 성격의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 보험자끼리 결산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9년 6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산재 종결 후 일정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이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85) 헬스코리아로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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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지, 양측 공단에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은, 사회보험의 커다란 틀 안에서 

각 보험 간의 포지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고 여기에서 도출된 원칙을 바탕으로 거

시적인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제도 자체에 일대 대수

술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각부 장관이 법령 제안권을 가지고 있고 공식적인 조정기관조차 

제대로 조정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공단 관계

자들의 바램대로 범부처 차원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 본증

    1) 본증 1   

    사회보험자 간의 문제로 인해 일반 국민(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므로 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 본증 2 

    사각지대는 양측 공단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3. 보증

    1) 본증 1의 보증  

    (1) 사회보험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원래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데다, 

장시간이 소요되며, 집권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무수한 변수가 작용

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이다.

    (2) 한국에서는 각부 장관이 법령 제안권을 가지고 있어 부처 간의 갈등 조정기

능이 미약하므로 주무부처를 달리하는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대단히 어렵

다.

    2) 본증 2의 보증

    (1) 사각지대는 양쪽 보험 모두 상대방의 영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협의로 

분담토록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2) 비용분담은 별도의 거시적인 제도개선을 수반하지 않고도 양측 공단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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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3. 반증

    1) 본증 1 관련 반증

    (1) 사회보험의 큰 틀에서 개 보험의 포지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 반증의 평가 : “3. 다소 강한 반증”

    (2) 사각지대를 협의로 해결하는 선례가 남겨지면 추후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재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협의론으로 단기간 홍보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반증의 평가 : “2. 다소 약한 반증”

    2) 본증 2 관련 반증

    (1)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치료종결 시점 이후는 

산재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지급제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

로 건강보험에서 결단을 내리면 해결되는 문제다. 

※ 반증의 평가 : “2. 다소 약한 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 변경은 반대급부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2) 사각지대 재정분담은 양측 공단 간의 추심 및 정산 등 관리비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든 사회보험자가 사각지대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 상

황에서 별도의 소모적인 관리비 발생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 반증의 평가 : “2. 다소 약한 반증”

관리비용 감축 효과가 양측 공단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분산되므로 유인력이 약하다.

    4. 한정접속사

    협의론의 특징은 자료를 통해 지지논리를 찾아보기 어려워 갈등전개의 추이를 

통해 연구자가 그 논리를 추론해 본증과 보증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누가 보아도 

협의론의 부상은 공공기관 간의 지루한 싸움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비용을 분

담키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므로 본증과 보증의 논

리에 크게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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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협의론의 약점은 철학적, 이념적 배경 없이 상황논리에 밀려 문제

의 대증적 봉합에만 매달린 결과라는 것이나, 사회보험의 큰 틀에서 개 보험의 포

지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또한 이상적이기는 하나,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론은 당장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협의론에 대한 반증은 총 4개이며, “3. 다소 강한 반증”은 1개, “2. 다소 약

한 반증”은 3개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현실적 필요에 의한 차선책이라는 방법론은 

반증의 강도를 더 약하게 희석시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총 4가지의 반증에 대해 각 반증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반증의 평

균 단계를 산출하면 2.5(=9/4), 1을 25%로 보았을 때 반증율은 56.25%가 되며, 한정

접속사의 수치는 43.75%(=100－56.25)가 되며, 현실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을 좀 더 

높게 평가하여 4개의 반증을 모두 “다소 약한 반증”으로 평가할 경우 평균 50%

가 된다.

    이상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연구자는 협의론의 정책논변모형 한정접속사를 

“50% 이하로”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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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정보

.산재·건강보

험 간 사각지

대에서 사회

적 약자가 고

통받고 있다.

한정접속사

“50% 이하로”
`

정책주장

국민건강보

험 공 단 과

근로복지공

단이 협의

로 해결해

야 한다

본증

1. 사회보험자 간의 문제로 인

해 일반 국민(사업주와 근로자)

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므

로 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

다.

2. 사각지대는 양측 공단이 비용

을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반증

1-1 사회보험의 큰 틀에서 개

보험의 포지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3)

1-2 사각지대를 협의로 해결

하는 선례가 남겨지면 추후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큰 틀에

서의 재정비는 사실상 불가능

해지므로, 협의론은 단기간

홍보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사회발전

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

2-1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

는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치료종결 시점 이후는 산재보

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

로 건강보험 지급제한 대상으

로 보지 않는 것으로 건강보

험에서 결단을 내리면 해결되

는 문제다. (2)

2-2 사각지대 재정분담은 양

측 공단 간의 추심 및 정산

등 관리비가 부수적으로 발생

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든

사회보험자가 사각지대 재정

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소모적인 관리비 발생

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

로 돌아오게 된다. (2)

보증

1-1 사회보험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원래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데다, 장시간이 소

요되며, 집권 정권의 성향에 따

라 방향이 달라지는 무수한 변

수가 작용해 언제 해결될지 모

르는 문제이다.

1-2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개

보험으로 도입되어 40년 이상

별개의 제도로 발전이 이루어졌

고, 한국에서는 각부 장관이 법

령 제안권을 가지고 있어 부처

간의 갈등 조정기능이 미약하므

로 주무부처를 달리하는 사각지

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대단

히 어렵다.

2-1 사각지대는 양쪽 보험 모두

상대방의 영역이라 주장하고 있

으므로, 협의로 분담토록 조정하

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2-2 비용분담은 별도의 거시적

인 제도개선을 수반하지 않고도

양측 공단의 협의만으로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림 7] 협의론의 정책논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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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제도

주관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주관적 구조

개별적 사회보험 제도

객관적 구조

객관

권익위 제도개선 선택(확대)

주관적 행위

사업주 고충민원 제기(발단)

객관적 행동

행위 / 행동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 갈등과정의 분석

    제3장에서는 사각지대를 둘러싼 갈등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전개한 후 귀인이론

에 따라 갈등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편의상 임의로 갈둥과정을 3단계

로 분류였는데, 제1단계는 공공갈등의 배경에 해당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2단계는 공공갈등의 발단과 확대, 제3단계는 공공갈등의 대립 주체가 변화되면서 

대립이 선명해지는 단계에 해당한다.

    제2단계를 귀인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2005년 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부당이득 환수고지를 받은 어느 사업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

한 “객관적 행동”이 공공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각지대 문

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에서 흡수하는 것을 제도개선안을 채택하는 “주관적 행

위”로 인해 사각지대 문제가 공공갈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단계는 건강보험 흡수론을 주장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이후 협의론

으로 선회하면서 갈등 주체는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 제도는 산재

보험법 : 건강보험법,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로 선명하게 대립하게 되

는 기간이다. 이를 귀인이론으로 분석하면, 두 사회보험의 운영주체 및 근거 분리

라는 “객관적 구조”와 사회보험연대를 우선으로 하느냐, 비용과 편익의 형평성이

라는 보험원리를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주관

적 구조”로 나타났다. 

    귀인이론으로 분석한 갈등과정을 종합하여 표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 귀인이론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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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갈등내용의 분석 

    제4장에서는 갈등과정에서 나타난 갈등내용을 정책논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주장의 근원이 되는 정책관련정보는 “산재·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사

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의 갈등과정 연구에서 도출된 3가지 주장, 즉 사업주(산재보험) 

책임설, 건강보험 흡수설, 양측 공단 협의설을 근거로 “사각지대는 사업주와 산재

보험에서 책임져야 한다”, “사각지대는 건강보험에서 흡수해야 한다”, “국민건

강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를 정책주장으로 설정한 후 각 정

책주장별로 본증, 보증, 반증을 전개하여 3개의 정책논변모형을 형성하였다.

    연구자는 여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한정접속사 도

출을 위해 소망성이나 실현가능성과 같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정책논

변모형 자체에서 한정접속사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한정접속사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의 설득력을 5단계로 분류하였다.

곧, 반증의 설득력 수준을 “0. 의미없는 반증, 1. 약한 반증, 2. 다소 약한 반증, 3. 

다소 강한 반증, 4. 강한 반증”의 5단계로 설정한 후 반증 단계별로 25%를 적용하

여 차등을 두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반증마다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를 덧붙인 뒤 반증의 설득력 수준을 합산한 

다음 반증의 개수를 나누어 평균한 뒤 25를 곱하여 평균 반증율을 산출하였으며, 

이 단순 산정한 전체 반증율을 참고하여 해당 정책논변에서 각각의 반증이 차지하

는 비중을 고려하고, 본증과 보증의 주장력을 함께 종합하여 한정접속사를 선택하

는 방법을 취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은 3개의 본증과 4개의 보증, 7개의 반증으로 구

성되었고, 한정접속사는 “40% 미만으로”가 선택되었다.

    둘째, 건강보험 흡수론은 5개의 본증과 12개의 보증, 5개의 반증으로 구성되었

고, 한정접속사는 “50% 이상으로”가 선택되었다.

    셋째, 협의론은 2개의 본증과 4개의 보증, 4개의 반증으로 구성되었고, 한정접

속사는 “50% 이하로”가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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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2005년 7월〜2012년 12월 기간 동안의 산재·건강보험 간의 사각지

대에 대한 공공갈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의 틀로서 갈등과정에는 귀인이론

을, 갈등내용에는 정책논변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제3장의 갈등과정에 대한 귀인이론 분석에서, 2010년 이후 사각지대

에 대한 갈등주체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면서 “객관적 구조”와 “주관적 구조”가 중층적으

로 형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외관상 비슷한 보이는 공공기관에서 “주

관적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둘 다 정부주도적

이기는 개 보험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 수 십 년간 독자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사회

적으로 다른 피드백을 받아왔기 때문에 두 사회보험자의 이념적 성향이 상이하게 

형성된 것으로, 이것이 두 보험자간의 사각지대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이며,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귀인이론을 갈등과정 연구에 적용한 결과, 산재·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 문제

가 공공갈등의 영역으로 편입하게 된 과정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

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갈등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3장의 “주관적 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

해하는 데는 제4장의 갈등내용에 대한 정책논변모형의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며, 역

으로 정책논변모형을 형성해 나갈 때에도 갈등과정의 “주관적 구조”라는 개념이 

본증·보증과 반증의 대결구도를 일관성 있게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 본 연

구에서 귀인이론과 정책논변모형 2가지 이론을 함께 적용한 결과, 연구의 목적을 

이루는데 유기적인 결합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제4장의 갈등내용에 대한 분석에서 3가지 정책논변모형을 도출한 결

과,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한정접속사가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은 “40% 이만

으로”, 건강보험 흡수론은 “50% 이상으로”, 협의론은 “50% 이하로”가 선택되

었다.

    사업주(산재보험) 책임론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병행되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현행 유지, 즉 사각지대 존치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주장

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 흡수론과 협의론의 비교에 있어서, 연구자는 한정접속사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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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론은 50% 이상, 협의론은 50% 이하로 선택하였고, 그 이유는 50% 선에서 주장

력이 서로 비등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흡수론이 지지논리가 풍부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다는 

당위적·이념적인 면에 있어서 주장력에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갈등과정의 귀인이

론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각지대 문제의 당사자인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주관적 구조와 객관적 구조 모두에서 중층적으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의 

무게를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나 편이성(便易性)에 있어서는 협의론의 주장력이 상

당히 높다고 본 것이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사각지대 문제가 장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또 다

른 이유로, 불이익의 대상이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파편화

된 개인으로 응집력이 거의 없으며, 건강보험의 부당이득 환수고지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사회적 관심을 일시에 환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63년 산재보험을 필두로 한국에 사회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어가는 시점

에서 개 보험별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국민의 사회보장 욕구가 날

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행정부의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추세

를 감안할 때, 가입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는 시대적인 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수의 사회보장제도의 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과다·중복보장이나 사각

지대와 같은 과소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큰 틀에서 개 보험

의 포지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협의론이 상황논리에 의해 외부기관의 간섭과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결과임에 비해, 건강보험 흡수론은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수용이 부각되는 해결책이므로 적어도 추후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간의 사

각지대 문제 해결에 대표적인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흡수론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건강보험 흡수론과 협의론의 장·단점을 함께 놓고 본다면 

건강보험 흡수론 실현으로 장기적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의 총합이 협의론으로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의 총합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연구자는 건강보험 흡

수론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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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갈등을 연구대상으로 한 관계로 사각지대 

관련자들, 즉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

진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

서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 사각지대 관련자들 내부적으로는 심층적으로 검토되었거나, 서로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사항이라 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면 연구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3가지 정책논변모형의 틀에도 연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사각지대 관련자들로부터 연구자의 정책논변모형에 대한 

유의미한 피드백이 있다면 보다 발전되고 현실이 잘 반영된 정책논변모형의 재구성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논변모형이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술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에 더 관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차니 규범 등도 정책주장의 논거로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책주장의 한정접속사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방법론

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의 전문가를 정책논변모형의 한정접속사 도출에 참

여시키는 델파이(Delphi) 기법 도입을 생각해 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산재보

험과 건강보험 양쪽에 충분하고 균형 잡힌 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기 어

려운 문제로 인해 아쉽지만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넘겨두게 되었다.86)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보험 영역에서 적용범위에 대한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연

구나 제언은 정책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보

험급여의 과소보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보험급여 과소보장에 대한 연구가 심화·축적되기를 기대해 

본다.

86) 유민봉(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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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Conflicts betwee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in Korea

Seungh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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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are higher than ever before in Korea. However, 

there remain dead zones betwee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which are crucial elements of medicare in social insurance, the 

primary safety net of social security.

When a worker tried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personally for pain after 

completing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he/she could not receive health 

insurance apply. Granted, even if has been appli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form the past employer of unjust enrichment of insurer 

contributions. Complaints and conflicts, associated with this issue, have not been 

resolved for more than eight year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issue, researcher did qualitative research 

focusing Attribution theory of Yong-duck Jung on conflict proces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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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s model of Dunn on conflict contents, setting up conflicts betwee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during 2005∼2012, as 

public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to government.

Through out this research followings have been discovered.

First, this research is just right to the original purpose of Public Policy, because 

it deals with ongoing policy issue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t also has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study on public conflicts betwee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Second,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applying Attribution theory of Yong-duck 

Jung to conflict process which divided into three steps for convenience. One 

step is  the background emerging the dead zone problem to the area of public 

conflicts. Two step is analyzed that “objective behavior”of an individual touched 

off public conflicts, “subjective behavior”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diffused public conflicts. Three step is analyzed that 

aspects of conflicts appeared in multiple layers of “objective structure” and 

“subjective structure”, as  main subjects had been changed from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v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v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ird, three policy claims, Workers' compensation(Employer) insurance  

Accountability, Health insurance Absorption, Negotiation, which identified in time 

series depicting of conflict process, were formed into three policy arguments 

models. Researcher derives “qualifier”, the subjective choice of researcher for 

each claim power of three policy arguments like these : Workers' 

compensation(employer) insurance Accountability is below 40%, Health insurance 

Absorption is more than 50%, Negotiation is below 50%. Researcher propose 

Health insurance Absorption, considering it has advantage in the total sum of 

social benefits for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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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h, this research has special feature in appling 2 methods. Results from 

Attribution theory of Yong-duck Jung on conflict process, were helpful to form 

3 Policy arguments models of Dunn on conflict matter with consistency, vice 

versa, contents of Policy arguments models endorsed results from Attribution 

theory, they effects as organically bounded methods.

Finally, this research can have errors by incorrect informations for the limitation 

of data obtaining on ongoing policy issue. Delphy method was considered in 

order to objective expertise, but putted off for few experts who have balanced 

knowledge between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health  

insurance.

keywords :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health insurance, dead zone, public 

conflict, attribution theory, policy argumen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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