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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Keynote Speech

Die Künstlersozialversicherung in Deutschland

Auf demGebiet der sozialen Absicherung Kulturschaffender hat Deutschland vor 26 Jahren mit der 

Einführung der Künstlersozialversicherung (Artist Social Insurance - KSV) einen eigenen Weg 

eingeschlagen. Anlass für die Einführung der KSV waren unter anderem die Ergebnisse eines Berichts 

der Bundesregierung, der bereits 1975 veröffentlicht wurde. Darin wurde festgestellt, dass die soziale 

und wirtschaftliche Situation der Kulturschaffenden aufgrund bestehender Notlagen verbessert werden 

musste. Handlungsbedarf wurde insbesondere für den Bereich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gesehen. Einen wichtigen Anteil an der Entstehung der KSV hatte aber auch die Gruppe der Künstler 

und Publizisten selbst, die sich sowohl gewerkschaftlich als auch politisch aktiv an der Diskussion für 

die Ausgestaltung eines eigenen Sicherungssystems beteiligte. 

Ein neuer Weg war aus folgenden Gründen notwendig: Zum einen hatten und haben selbständige 

Künstler niedrige Einkommen. Zum anderen werden Selbständige in der Regel nicht gegen die sozialen 

Risiken des Lebens in der gesetzlichen Sozialversicherung abgesichert. Denn in Deutschland knüpft eine 

Pflichtversicherung in der Sozialversicherung grundsätzlich an ein Beschäftigungsverhältnis an. Das 

heißt: Es gibt einen Arbeitgeber und einen Arbeitnehmer. Der Arbeitnehmer ist in der 

Sozialversicherung pflichtversichert. Für ihn werden Beiträge an die Sozialversicherung gezahlt, an 

denen sich der Arbeitgeber zur Hälfte beteiligt. Für Selbständige gibt es kein solch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und damit in der Regel auch keine Pflichtversicherung in der 

Sozialversicherung. Sie können dem System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freiwillig beitreten, 

müssen dann aber den vollen Beitrag allein za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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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1976 begonnene Gesetzgebungsverfahren wurde 1981 mit der Verabschiedung des Gesetzes 

abgeschlossen, das die KSV regelt: das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KSVG). Seit 1983 führt die 

Künstlersozialkasse (Artist Social Institute) mit Sitz in Wilhelmshaven das Gesetz durch.

Was bedeutet das nun für freischaffende Künstler? Sie sind seit 1983in der Rentenversicherung 

(pension insurance), der Krankenversicherung (health-care insurance) und Pflegeversicherung (long-term 

care insurance) pflichtversichert. Sie genießen dabei gegenüber anderen Selbständigen ein großes 

Privileg: Sie zahlen nicht den vollen, sondern wie Arbeitnehmer nur den halben Beitrag zur 

Sozialversicherung. 

Dies ist der Kern der Förderung von Künstlern durch die KSV. Für die andere Hälfte der Beiträge 

kommen zum einen diejenigen auf, die mit der Leistung der Künstler Geld verdienen, die so genannten 

Verwerter (utilizer). Diese ersetzen damit die fehlende Funktion des Arbeitgebers. Es handelt sich dabei 

um Unternehmen, die die Werke der Künstler und Publizisten am Markt verwerten. Sie beteiligen sich 

zu 30 % an den Kosten der sozialen Sicherung ihrer Auftragnehmer - und zwar über die so genannte 

Künstlersozialabgabe (Artist Social Fee). Die restlichen 20 % zahlt der Staat - über den sogenannten 

Bundeszuschuss (state subsidy).

Die Künstlersozialabgabe wird auf alle Honorare (royalties) fällig, die für Aufträge an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vergeben werden. Derzeit gilt ein Abgabesatz von 4,4% auf solche Honorare. 

Die Verwerter beteiligen sich also an den Kosten für die soziale Absicherung der von ihnen 

beauftragten selbständigen Künstler. Darin spiegelt sich die besondere soziale Verantwortung der 

Verwerter gegenüber den Künstlern wider. Wir begründen diese Verantwortung so: Erst durch das 

Zusammenwirken von selbständigen Künstlern und Publizisten einerseits und den Verwertern 

andererseits können die Werke und Leistungen dem Endabnehmer zugänglich gemacht werden. 

Die selbständigen Künstler sind deshalb meistens in der deutlich schwächeren Position und auf die 

Unterstützung ihrer Auftraggeber bei der sozialen Sicherung angewies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in gewisser Weise das höchste Gericht in Deutschland - hat die 

Künstlersozialabgabe 1987 für verfassungsmäßig erklä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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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h der Staat wird seiner besonderen sozialen Verantwortung gegenüber den Künstlern gerecht und 

beteiligt sich über einen Bundeszuschuss zu 20 % an den Kosten der KSV. 

Zusammenfassend: Diejen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die nach dem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versichert sind, tragen die Hälfte der Beiträge zur Sozialversicherung selbst. Die Verwerter tragen 30 

% und der Staat über den Bundeszuschuss die restlichen 20 %.

Welche Rolle spielt dabei nun die Künstlersozialkasse? Sie ist die ausführende Stelle für die KSV. 

Institutionell steht die Künstlersozialkasse zwischen den versicherten Künstlern und der 

Sozialversicherung. Sie hat die Aufgabe, die Beiträge für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einzusammeln" und dann an die jeweiligen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weiter zu leiten - also die 

Rentenversicherung und die Krankenversicherung. 

Mit der Bewilligung von Leistungen hat die Künstlersozialkasse nichts zu tun. Leistungen werden bei 

der Krankenkasse oder der Rentenversicherung beantragt und werden auch dort erbracht. Die 

Künstlersozialkasse sammelt also die Beitragsanteile der Versicherten, die Künstlersozialabgabe der 

Verwerter und den Bundeszuschuss ein und führt diese dann an die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ab.

Die Künstlersozialkasse stellt darüber hinaus die Versicherungspflicht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fest. Dies ist wichtig, denn schließlich bekommen die Künstler die Hälfte ihrer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als Zuschuss. Also muss genau geprüft werden, ob jemand als Künstler 

oder Publizist nach dem Gesetz gilt oder nicht. 

Darüber hinaus errechnet die Künstlersozialkasse die Höhe der einkommensabhängigen Beiträge der 

Versicherten und überwacht die Einhaltung der Zahlungen. Von den Verwertern der künstlerischen und 

publizistischen Leistungen erhebt sie die Künstlersozialabgabe und überwacht deren Zahlungen. 

Was sich unspektakulär anhört, ist in Wahrheit eine der größten sozialpolitischen Errungenschaften 

unserer Zeit und ein wesentlicher Eckpfeiler für die dynamisch wachsende und wettbewerbsfähige 

Kulturlandschaft in Deutschland. Heute finden mehr als 160.000 Künstler und Publizisten hierdurch 

sozialen Schutz. Vor der Einführung der KSV hatten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vielf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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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ne soziale Absicherung. Seither sind sie zuverlässig gegen Krankheit und Pflegebedürftigkeit 

gesichert. Durch die Einbeziehung in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wirken sich die Beiträge nicht 

nur auf die Höhe der Rentenansprüche aus, sondern ermöglichen es vielen Künstlern überhaupt erst, im 

Alter einen Anspruch auf Rente sowie eine günstige Krankenversicherung zu haben. 

Durch die Zuschüsse des Staates bleiben die Kosten für ihre soziale Absicherung bezahlbar. 

Dieses Schutzsystem funktioniert gut. Es hat sich bewährt. Und es bleibt dringend erforderlich. Denn 

Künstler und Publizisten erzielen für ihre unverzichtbaren Leistungen immer noch geringe Einkommen. 

Die durchschnittlich von KSV-Versicherten erzielten 13.000 Euro bzw. 22,1 Millionen WKR im Jahr 

sind nicht einmal halb so hoch wie der durchschnittliche Bruttolohn von Arbeitnehmern.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sind daher auf die günstigen Konditionen bei der sozialen Absicherung 

angewiesen. 

Dies erklärt die steigende Zahl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die in der KSV versichert 

sind. Im ersten Jahr 1983 hatte die Künstlersozialkasse nur gut 12.000 Versicherte, heute sind es mit 

über 160.000 Versicherten mehr als 13 mal so viele. Im Bereich Kunst und Kultur haben wir es also 

mit einem starken Trend hin zur Selbständigkeit zu tun. Die Politik beobachtet diesen Trenddurchaus 

mit einiger Sorge. Es ist richtig, dass Kulturschaffende die Selbständigkeit suchen, weil sie sich davon 

mehr Freiheit für die Umsetzung ihrer Ideen versprechen. Künstler und Publizisten werden aber auch 

in die Selbständigkeit gedrängt. Aufgabenbereiche, in denen bisher abhängige Beschäftigung die Regel 

war, werden zunehmend von Selbständigen übernommen. 

Außerdem stellen die steigenden Versichertenzahlen die Finanzierung der KSV vor Herausforderungen. 

Sie führen zu steigenden Ausgaben und damit zu steigenden Zuschüssen. Das Ausgabevolumen der 

Künstlersozialkasse hat sich in den vergangenen 10 Jahren verdoppelt. Und es ist davon auszugehen, 

dass die Nachfrage der Kreativen nach sozialer Absicherung künftig noch weiter zunehmen wird. Die 

Verwerter und der Staat müssen die steigenden Zuschüsse über die Künstlersozialabgabe und den 

Bundeszuschuss bezahlen. Daher sehen sowohl die Wirtschaft als auch das Finanzministerium den 

beschriebenen Trend durchaus kritisch. Im nächsten Jahr könnten der Bundeszuschuss und das Volumen 

der Künstlersozialabgabe zusammen fast 400 Mio. Euro bzw. 680 Milliarden WKR betragen. Die 

Verwerter und die Bundesregierung bringen also für die soziale 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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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Publizisten in Deutschland erhebliche Ressourcen auf. Deren Finanzierung bleibt vor allem in 

schwierigen Zeiten der wirtschaftlichen Krise eine Herausforderung. 

Das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wurde deshalb zuletzt im Jahr 2007 mit der so genannten Dritten 

Novellereformiert. Mit der Reform wird die Prüfung der Verwerter und der Versicherten intensiviert. 

Ziel ist mehr Gerechtigkeit bei der Erhebung der Künstlersozialabgabe der Verwerter und bei den 

Beiträgen der Künstler. 

Die so gestärkte KSV bleibt ein Erfolgsmodell. Die Bilanz nach 26 Jahren ist positiv, auch wenn uns 

die KSV einiges kostet. Die KSV fördert Wachstum und Beschäftigung im Kulturbereich. Künstler und 

Publizisten sind gut ausgebildet und fördern Ideen und Innovation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Die 

Unternehmen profitieren erheblich von der KSV, denn sie können auf ein vielfältiges und 

kostengünstiges Kulturangebot zurückgreifen, das es ohne die KSV ganz sicher nicht gäbe. Für die 

selbständigen Künstler gilt: Nur wenn die elementaren Lebensrisiken abgesichert sind, können sich 

Kreativität und Ideenreichtum entf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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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KSV)

문화예술 종사자의 사회보장 영역에 있어 독일은 26년 전 예술가사회보험

(Künstlersozialversicherung-KSV) 도입과 더불어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했습니다. 예술가사회보험

(KSV)이 도입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보다 1975년 당시 발표되었던 독일연방정부의 보고서 결

과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당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처한 곤궁한 상황을 볼 때

이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영 예술가 및 언

론출판인의 경우 시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사회보험(KSV)의 탄생

에 있어서는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 그룹 스스로가 중요한 몫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조합을 형성

하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사회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

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새로운 노선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자영 예술가의 경우 과

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수입이 대단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받는 법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독일의 경우 사

회보험에서 의무보험은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을 때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세

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고용주와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

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료의 절반을 고

용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고용관계가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도 특정 전제조건 하에

서는 자유의사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지

불해야 합니다.

1976년 시작된 입법과정은 1981년 예술가사회보험(KSV)을 규정하는 예술가사회보험법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KSVG)이 통과됨으로써 완료되었습니다. 1983년부터 예술가사회

금고(Künstlersozialkasse; Artist Social Institute)가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시(市)에 설치되어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영 예술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영 예술가들은 1983년부터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자영업자와 비교해 볼 때 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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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전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

회보험료의 절반 만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사회보험(KSV)에 의한 예술가 지원의 핵심입니다. 보험료의 나머지 절반 가운

데 일부는 예술가의 성과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지불하게 되며 이들이 소위 저작권 사용자입니

다. 저작권 사용자는 이로써 고용주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저작권 사용자란 다름아닌 예술

가 및 언론출판인의 작품을 시장에서 사용하는 주체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기용한 예술가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을 최대 30%까지 담당하며 이 금액은 예술가사회보험료가 됩니다. 나머지 20% 금
액은 국가에서 연방보조금의 형태로 지불합니다.

예술가사회보험료는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업무계약 대가로 지급된 모든 보수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해당 보수의 4.4% 수준입니다.

이로써 저작권 사용자는 자신과 업무계약을 맺은 자영 예술가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의 일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히 예술가에 대한 저작권 사용자의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과 저작권 사

용자의 상호협동을 통해서만 작품 및 성과물이 최종구매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 예술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한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사회보장에 있어 저작권

사용자의 지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독일 최고법원이라 할 수 있는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1987년 예술가사회보

험료를 합헌으로 선포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예술가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연방보조금의 형

태로 예술가사회보험(KSV) 비용의 20%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술가사회보험법(KSVG)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직접 지불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사용자는 나머지 절반 중 30%를, 
그리고 국가는 연방보조금의 형태로 20%를 책임집니다.

그러면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가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술가사회금고는 예

술가사회보험(KSV)의 집행기관입니다. 예술가사회금고는 피보험자인 예술가와 사회보험 사이를

조정하는 기관이며,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연금보험이나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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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같은 각각의 사회보험 주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술가사회금고는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승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의료보험

공단(Krankenkasse)이나 연금보험공단(Rentenversicherung)에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보험급여를

지불하는 것도 해당 공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술가사회금고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보험료 금액과

저작권 사용자의 예술가사회보험료, 그리고 연방보조금(Bundeszuschuss)을 받아서 이를 각 사회보

장 주체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 밖에도 예술가사회금고에서는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보험가입의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예술가는 자신의 사회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보조

금 형태로 지급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법에 의거하여 예술가 또는 언론출판인으

로 간주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정확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술가사회금고에서는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거한 보험료 액수를 산정하며 보험료 납부가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저작권 사용자에 대하여 예술

가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사회정책

적 성과 가운데 하나이자 독일의 문화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본질적

토대가 되는 사안입니다. 오늘날 160,000명 이상의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

리고 있습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이 도입되기 전에는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은 대부분 사

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보험이 도입된 이후부터 그들은 의료 및 요양에 있어 신뢰

할만한 사회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G)에 법적 연금보험이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연금 청구시 연금산정금액에 대해서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노년에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국가보조금 덕분에 이들의 사회보험 비용이 지불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증된 사실이며 이제 필수불가결한 제

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소득은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사회보

험급여 수준에 비해 여전히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평균적으로올리는 연평균 소득은 13,000유로(한국 돈으로 환산시 22,100,000원)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 세전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영 예술가 및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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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출판인은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의혜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가사회보험(KSVG)에 가입하는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보다 명확해 집니다. 1983년 도입 초기 예술가사회금고의 피보험자 수는 12,0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수가 160,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무려 13배 이상 증가

한 수치입니다. 예술과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자립적으로 활동하려는 경향이 대단히 두드러집니

다. 그러나 정치가 이러한 경향에 우려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

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자립성을 갈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립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보장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술가와 언론출판인이 자립

하도록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종속적 고용

관계가 성립했던 예술가의 활동영역마저도 점차적으로 자영 예술가에 의해 대체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아울러 피보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예술가사회보험(KSV)의 재정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

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지출도 그만큼 늘어나고 보조금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술

가사회금고의 지출규모는 지난 10년간 거의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향후 사회보험에대한 문

화예술인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 사용자 및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예술가사회보험료와 연방보조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계

및 연방재무부(Finanzministerium)에서는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이 증가하는 경향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방보조금과 예술가사회보험료를 합한 총액이 거의 4억 유로

(한국 돈으로 환산 시 6천 8백억 원)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저작권 사용자 및 연방정부

측에서 독일의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사회보장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제위기가닥친 어려운 시점에서 이러한 재정마련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술가사회보험법(KSVG)은 최근 2007년도에 제 3차 수정법령(Dritte Novelle)을 통

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저작권 사용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더욱 심화되

었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보험료 및 저작권 사용자(Verwerter)의 예술가사회보험료 징수에 있어

더 많은 공정성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예술가사회보험(KSV)은 성공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술가사회보험

(KSV)으로 인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입 후 26년이 지난 현재의 결과는 긍

정적입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은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예술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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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인의 교육 수준은 높아지고 이들은 경제 및 사회에 아이디어와 혁신을 불어 넣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예술가사회보험(KSV)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하고 저렴한

문화예술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이 없었더라면 이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자영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의 기본적인 위험으로부터만 보호된다면

창의력과 풍부한 상상력이 더욱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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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Das Sozialversicherungsystem in KoreaSozialversicherungsystem in Korea

•• Das Alterssicherungssystem in KoreaDas Alterssicherungssystem in Korea

•• Historischer Ausdehungsprozess des NPSHistorischer Ausdehungsprozess des NPS* * 

•• Hauptmerkmale des NPSHauptmerkmale des NPS

•• Erfasster PersonenkreisErfasster Personenkreis

•• BeitragsbemessungBeitragsbemessung

•• Aktuelle BeitragszahlerAktuelle Beitragszahler

•• Rentenberechnung und RentenartRentenberechnung und Rentenart

•• Methodische Vorbemerkung  Methodische Vorbemerkung  

•• Versicherungsstand der KVersicherungsstand der Küünstler in NPSnstler in NPS

•• Spezielle Massnahme fSpezielle Massnahme füür die Kr die Küünstler mnstler mööglich?glich?
* * NPS : NPS : ‘‘National Pension SchemeNational Pension Scheme’’

InhaltsInhaltsüübersichtbersicht

Das Sozialversicherungssytem in KoreaDas Sozialversicherungssytem in Korea
Typen Versciherten

-kreis
Beitrags

-satz Leistungen Leistungsträger

Gesetzl. 
RentenV(NPS)

Arbeitsnehmer 
& Selbständige 9%

Alters-, Invaliditäts-, 
Hinterbliebenrente, 
Beitragserstattung

National Pension 
Service  

Sondersysteme für Beamte, Lehrer der Privatschule und Berufssoldaten

KrankenV Alle 
Einwohner 5.08%

Med. Leistungen & 
Leistung für 
Mutterschaf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nfallV Arbeitsnehmer 1.95%
Leistungen für 

Invalidität, 
Hinterbliebene usw.

Labor welfare 
Service

ArbeitslosenV Arbeitsnehmer 1.75%
Arbeitslosengeld, 
Berufsausbildung, 
Arbeitsvermittlung

Employment 
securi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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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arfsorientierte
Grundsicherung
für Alter

Gesetl. RentenV
+ RV für Beamte
+ RV für Privatschullehrer
+ RV für Berufssoldaten

Betribl. Vorsorge
Ø Arbeitsnehmer

ØPflichtsversorgung der Arbeitsgeber

Eigenvorsorge
Ø Alle Einwohner

Ø Steuerliche F reistellung
der Beiträge

Das Alterssicherungssystem in KoreaDas Alterssicherungssystem in Korea

Historischer Ausdehnungsprozess des NPSHistorischer Ausdehnungsprozess des NPS

Ausdehnug des Versichertenkreises auf die Unternehmen  mit 5~9 
ArbeitsplätzenJan. 1992

Einführung des NPS mit PflichtsV der  Arbeitsnehmer (einschl. Arbeitsgeber),
die in einem Unternehmen mit mehr als 10 Aebeitsnehmer beschäftigt sind.Jan. 1988

Ausdehnung des Versichertenkreises auf die erwerbstatigen Einwohner 
in Gemeinden(Bauer, Fischer usw.) als SelbstandigeJul. 1995

Umwandlung der Beschaftigten in Unternhmen mit weniger als 5 Arbeits-
Nehmer als Selbstandigen zum betriebsmassigen Versichertenkreis Jul. 2003

Ausdehnung des Versichertenkreises auf die erwerbstatigen Einwohner
in stadtlichen Gebieten als SelbstandigeAp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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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merkmale des NPSHauptmerkmale des NPS

• Ein integrierte Rentensystem, das alle Erwerbstätige(nicht  nur 
Arbeitsnehmer, sondern auch Selbständige) umfasst.

• Ein Rentensystem, das streng beitragsbezogen ist.
- Beim Rentenkakül sind reine Beitragszeiten einbezogen(kleine Ausnahme:

Kinererziehungszeit und Militärdienstzeit)
• Ein Rentensystem, das einkommensproportional ausgestaltet ist, 

aber ein systematisches Umverteilungselement innehat.      
• Ein Rentensystem, das von Anfang an über Kapitaldeckungs-

verfahren finanziert wird.

- März ’09 beträgt die Kapitalrücklage 242 Trillion KRW(etwa 1/4 von GDP).
• Das System ist überwacht  von Ministry of Health, Welfare und 

Family, ausgefürt durch National Pension Service.

Erfasster PersonenkreisErfasster Personenkreis

4Pflichtsversicherte
- Betribsmässige Versicherung : Arbeitsnehmer(einschl. Unternehmer)
- Individualmässige Versicherung : Selbständige(Bauer, Fischer usw.)

4Freiwillig Versicherte
- Alle Einwohner, die ausgeschlossen aus der Pflichtsversicherung sind. 

ØØ Ausgeschlossen sind : Ausgeschlossen sind : 

- Versicherte und Rentenbezieher von den Sonderrentensystemen
- Frühzeitige Bezieher der Altersrente aus dem NPS (im dem Alter 55~59)
- 18~26jährige im Studium und Militärdienst
- Ehegatten der Pflichtsversicherten und Rentenbezieher  ohne eigene

erwerbseinkünfte
- Sozialhilfebezieher usw. 

Alle Erwerbstätige im Alter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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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 
Versicherte

18,266

Freiwillig 
Versicherte

28(0.1%)

Betribsmassig 
Versicherte

(Arbeitsnehmer)

9,536 
(52.1%)

Freiwillig 
Weiterversicherte

35(0.1%)

Individualmässig 
Versicherte 

(Selbständige)

8,692
(45.9%)

Versichertentypen und –zahl des NPS(März ’09/in Tausend)

BeitragsbesmessungBeitragsbesmessung

• Beitrag = monatl. Erwerbseinkommen×Beitragssatz
• Ermittlung d. Erwerbseinkommens : Anmeldung der Arebitsgeber(für versicherte

Arbeitsnhemer) und der Selbständigen
• Beitragszahlung : direkter Gehaltsabzug(Arbeitsnehmer), Individuale Einzahlung

(Selbständige)
• Ausnahme von Pflichtszahlung : diejenige, die aufgrund der Arbeitslosigkeit oder

einer Geschäftsunterbrechnug vorübergehend nicht erwerbstätig bleiben.

Betribsmässig 
Versicherte1)  

’88 ~ ’92 ’93 ~ ’97 ’98 이후

3% 6% 9%

Selbständige 
Versicherte usw.2)

’99. 4 ~ ’00. 6 ’00. 7 ~ ’05. 6 ’05.7부터

3% 4 ~ 8% 9%

Beitragsermittlung u. -zahlung

Entwicklung des angewandten Beitragssatzes

1) Versicherte und Arbeitsgeber tragen je zur Hälfte des Beitrags.
2) Versicherte allein tragen den vollen Be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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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입자

(천명)

평균신고소득

(천원)

누적징수율

(%)

피용자(사용자 포함) 9,536(52.3) 1,998 99.2

자영자
소득신고자 3,669(20.1) 1,084 83.3

납부예외자 5,023(27.7) - -

계 18,228(100) 1,744 90.9

Einkommenanmeldung

4Quote der Versicherten, die aus d. pflichtigen Einkommensmeldung und Beritrags-
zahlung ausgenommen sind : 27.6% der ges. Pflichtversicherten oder 57.8% der
Selbständigen 

4Niveau der angemeldeten Einkommens : Durchschnittl. Einkommes der  Selbstän-
digen beträgt nur etwa ½ des Einkommens der Arbeitsnehmer

Aktulle Beitrgszahler(MAktulle Beitrgszahler(Määrz rz ’’09)09)

Typen
Versicherten

( in 1,000, %)

Durchschnitl. 
Einkommn

(in 1,000KRW)

Beitragsein-

zahlungsquote(%)

Betriebsmässig  Versicherte
(= automatisch E inkommengemeldete) 9,536 (52.3) 1,998 99.2

Individual    
Versicherte

Einkommen gemeldet 3,669 (20.1) 1,084 83.3

Einkommen nicht 
gemeldet 5,023 (27.6) - -

Insgesamt 18,228 (100) 1,744 90.9

Beitragseinzahlungsuote
*  Anzahl der eingegeangenen Monatsbeiträgen  als  Hunderttsatz  von ausgestelllten Beitragsbescheiden seit  1988

4Arebitsnehmer 99.2%,  Selbständige 83.3% , insgesamt 90.9%

Rentenberechnung u. RentenartRentenberechnung u. Rentenart

4Alterrente : mehr als 10 Jahre versichert, 60 Jahre alt (’13~’33 : 61→65)
4Invaliditätsrente : mehr als 1 Monat versichert, 60~100% des Basisbetrags
4Hinterbliebenrente : mehr als 1 Monat versichert, 40~60% des Basisbetrags
*  Im Fall der Invaliditäts- u. Hinterbliebenenrenten wird eine Fiktion unterstellt, als man 20 Jahre

versichert gewesen wäre, auch wenn er in der Tat weniger als 20 Jahre Beiträge eingezahlt hat.

1.2 ( A+B ) X (1+0.05 n)
Eckrentenniveau(40 J., Durchschnittsverdiender) : 40%Eckrentenniveau(40 J., Durchschnittsverdiender) : 40%

Basis-Rentenbetag

A : Durchschnittl. Monatseinkommen der Gesamtversicherten in den letzten 3 Jahren
B : Durchschnittl. Lebenseinkommen des Versicherten(Monatseinkommen)
N : Beitragszeiten über 20 Jahre hinaus

0.05 : Zusatzrate je Beitragsjahr

1.2 : Konstanter Faktor  zur  Bestimmung der Rentenhöhe (’88~98 : 2.4, ’99~ ’07: 1.8,  ’08~’28 : 1.5 → 1.2 )   

Rentenart und Vorauss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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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ische Vorbemerkung Methodische Vorbemerkung 

Ø Versicherte, die am Steueramt als folgende Berufsnamen angegeben haben.

§ Schriftssteller, Maler u. relevante Künstler, Komponisten, Schauspieler, ‘Models’,
Sänger, Mitarbeiter in ‘entertainment industry’ usw.

Ø 39,997 Versicherte(Stand : März ’09)
Ø Viel weniger als die am ‘Artist union’ eingerollten und allgemein vermutete

Künstlerzahl  (200~300 Tausend) 
- Hauptgründe dafür : Differenz in Definition des Künstlerbegriffs, Entziehung 
von der Anmeldung am Steueramt usw.

ü Trotzdem im folgendem wird die Versichertenzahl 39,997 als ein Sample der Gesamt-
künstler betrachtett  und der Absicherungsstand der ‘Künstler’ durch NPS mit dem der
gesamten Versichertengruppe vergleichend analysiert. 

In Ananlyse eingezogene Künstler

Zahl der explizit erfassbaren Künstler

구 분 피용자 자영자 계

가입자 전체(천명, %) 9,536(52.3) 8,692(47.7) 18,228(100)

예술인 집단(천명, %) 12(30.5) 28(69.5) 40(100)

Art der Erwerbstätigkeit

Ø Die Künstler melden sich ihr Einkommen für NPS relativ wenig häufig.

Versicherungsstand der KVersicherungsstand der Küünstlernstler

Typen Arbeitsnehmer Selbständige Insgesamt
NPS-Versicherten insg.

(in Tausend, %) 9,536(52.3) 8,692(47.7) 18,228(100)

Künstler(in Tausend, %) 12(30.5) 28(69.5) 40(100)

Einkomensmeldung

Ø Die Künstler sind relativ häufig als Selbständige erwerbstätig  und damit in 
NPS veil mehr individualmässig versichert.

Typen Einkommen gemeldet nicht gemeldet Insgesamt

NPS-Versicherten ins.
(in Tausend, %) 13,205(72.4) 5,023(27.6) 1,8228(100)

Künstler (in Tausend, %) 24(60.1) 16(40.0)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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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피용자 자영자 계

가입자 전체(천원, %) 1,999(100) 1,085(100) 1,744(100)

예술인 집단(천원, %) 1,965(97.3) 1,495(137.8) 1730(99.2)

Einkommensniveau
Ø Das angemeldete Monatseinkommen der Künstler als Arbeitsnehmer ist fast 

gleich hoch wie das der Versicherten Arbeitsnehmer insgesamt.
Ø Aber die Künstler als Selbständige  melden sich Ihre Einkommen viel höher

als Selbständige insgesamt.
Typen Arbeitsnehmer Selbständige Insgesamt

NPS-Versicherte insg.
(in Tausend KRW, %) 1,999(100) 1,085(100) 1,744(100)

Künstler
(in Tausend KRW, %) 1,965(97.3) 1,495(137.8) 1,730(99.2)

Beitragseinzahlungsquote

Ø Die Beitragseinzahlungsquote der Künstler  als Selbständige(87.1%) ist 
relativ höher als die der Selbständigen insgesamt(83.3%)

•? Fazit : Die Künstler sind bisher etwas schlechter abgesichert in NPS  
als die Versicherte insgesamt, weil sie stark aus Selbständige bestehen 
und damit sich der Anemldung des Einkommes entziehen zu tendieren.

Spezielle Massnahme fSpezielle Massnahme füür Kr Küünstler mnstler mööglich?glich?

’07 Rentenreform

Ø Die Absicherungslage der Versicherten im allgemein und der Künstler  im
speziell wurde verstärkt durch :

§ die Einführung einer Kindererziehungszeit und der Militärdienstzeit in NPS  
§ und auch des bedarfsoreintierten Altersgrundsicherungssystems*. 

* Es zahlt einen festen Betrag(5% des ‘A’) an dem 70% der über 65-jahrigen.    

Ø Direkte Beitragszulage an besonders Geringverdiener im Rahmen des NPS
auf der einen Seite

Ø Eine Einführung der bedarfsorientierten Grundsicherung für Invaliden wie  die
für  Alter und eine grundlegende Strukturreform des NPS* auf der anderen
Seite
* (? mwandlung des NPS zu einem völlig einkommensbezogen Rentensystem und des

Grundsicherungssystems zu einem Grundrentensystem)

Weitere Ansätze in Disk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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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chlussbemerkung

Ø Es gab bisher noch keine Ansätze, die an einer Verbesserung 
besonders der Künstlersrente orientiert war. 

Ø Auch in Zukunft kann es kaum vorstellbar sein, dass solch eine
spezielle Massnahme für diese Gruppe wie eine Einführung der
partiell stuerfinanzierten Künstler-Sozialversicherung der deutschen
Art in Korea realisiert wird, 

§ weil wir schon das NPS als ein integriertes Rentensystem eingebaut
§ haben,
§ weil die Erfassung des Einkommens der Künstler sehr schwer ist,  
§ und leztlich weil in unser Gesellschaft eine Einsicht streng herrscht, 

dass die Künstler meistens zum hochverdienenden Einkommens-
gruppe gehören.

Danke schö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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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와국민연금제도와 예술인의예술인의 가입가입 현황현황

2009.06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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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easures of the Artist Mutual Practice

by Kim Tae-W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1. Introduction

  In general, it is the image of glamor, grace and elegance in which artists are  typically described. 

Such an image for artists explains why people would dream to become like them. It is true that 

people tend to believe that artists' lives are as sweet as they appear to be. In reality, however, only a 

few selected stars are actually leading such glamorous lifestyles. Likewise, only a few selected stars 

are leading lives that deserve the people's attention.  

 

  Most attention is paid to a few chosen artists. Therefore, little attention is paid to the lives led by 

majority of artists. One reason for this gap is probably the way media highlights a small number of 

famous artists. There is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the way people perceive an artist's lifestyle 

and the way it is actually being led. It is thus true that as a result of much interest in their perceived 

lifestyles, there is little interest in what their actual life is: Few have been interested in the artists' 

economic situation, the extent to which they benefit from welfare, mental health care, etc. In fact, 

lifestyle surveys show that their lives are not as rosy as they appear to be. In contrast, the reality 

facing a majority of artists is pretty harsh. Technically speaking, the position of a majority of artists 

appears almost as low as most irregular wage earners or small-sized self-employed businesses. 

Meanwhile, their job security is hardly guaranteed and their business is hardly sustainable. As a result, 

they are often denied benefits of social insurance systems such as national pensions. 

  Artists usually include creative artists and performance artists. The same is almost true for the lives 

of the so-called arts staff. Many of them have fallen off the societal radar, as people do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ir artistic contribution in many cases. 

  Regarding the annual average income status of the artists, the artist-led home income averages 

Won42.67 million, which is above the country's average home income. However, the individual artist 

earns an average of Won29.76 million, which represents 69.7% of the total household average income. 

Artistic activities make up only 50.5% (or Won15.04 million) of the Won29.76 million incom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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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comparison, women artists are surveyed to earn 58.4% of what their male counterparts are 

earning. By age-group comparison, the younger the artists, the less income they earn a year, although 

the age group of 60 or older is an exception to this trend. The country runs the four social insurance 

systems that are regarded as the pillar of the social safety network, and these systems are run so that 

the major beneficiaries are regular workers on the payroll. As a result, an artist, whose status is often 

irregular or insecure, finds it difficult to benefit from such a safety net, as this net is usually designed 

to give benefit priority to regular workers. 

  This triggers a call to help artists who are usually off the welfare safety net.  There has been a 

continued call for improving welfare for artists since 2000. The reality is that, despite the continued 

call, there has been almost no meaningful  government assistance for artists. However, things began to 

change when the new government took office. The new government adopted the establishment of a 

mutual association for artists or cultural performers as the presidential state of affairs task defined by 

the white paper of the presidential transfer committe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nce 

reported in its 2009 program briefing that it introduced "the welfare assistance practice for artists 

(combination of insurance and mutual practice). The reporting triggered multiple discussions and studies 

about the artists mutual program. Currently, discussions are under way on specific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KIHASA is conducting the research involving the artists mutual program. The research direction 

consists largely of:  ① Definition of membership criteria for qualification in the artists mutual 

program; ② Portfolio of products to operate under the artists mutual program; ③ Management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artists mutual program; ④Asset operation and financing sources for the artists 

mutual program; ⑤ Related legislative and regulations proposal related to artists mutual program. In 

this study, it examines the legal validity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membership criteria, (draft) 

portfolio of mutual products and management operational structure. 

2. Previous discussions on mutual association 

  Artists demand for social security traces back to 1981 when the artists medical insurance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84, a Korean welfare foundation for the film industry was established to execute 

the welfare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meritorious film-making artists. Financ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the Korean welfare foundation for the film industry executes programs to support the 

meritorious members, and provides subsidies for low-income earning staff in the film industry. In 

2002, it worked to establish the Korean Artists Welfare Association. In 2003, the Korean culture arts 

labor union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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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04, it began to substantially discuss artist welfare assistance. The government's new art policies 

were discussed:  ① To upgrade artist welfare through improvements in the four areas of insurance,  

②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tentatively named) Korean artists mutual association', ③ to 

institutionally guarantee the social status of artists. In 2004, then-ruling Open Grand Party and its 

lawmakers once proposed a draft for a law establishing the artists mutual association. 

 

  In 2005, the People and Theatre Foundation and the labor union of the film industry were launched. 

In 2007, a labor union for painters and an assistance center for professional dancers were organized. 

Private efforts were made to substantially support welfare improvement for artists. Later, the 

government adopted the artist mutual association establishment as a national task, and this adoption 

triggered basic researches aimed at establishing the mutual association. The artist mutual program is 

thus a government-level measure to help artists with disadvantageous living conditions. Matters related 

to the mutual aid program have been the on-going topics for basic research in the past two years.  

－ Basic research related to establishment of the artists mutual association (Korea Tourism 

Research Institute, May to June, 2008)

－ Artist awareness about mutual association establishment and survey of demand for welfare 

(Korea Tourism Research Institute, May to October, 2008)

－ Researches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easures of the artists mutual  association (Korea 

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 (KISI), June to Dec, 2008)

－ Large-scaled debate forum for enactment of the artist welfare act (People and Theatre 

Foundation, November 26, 2008)

－ Policy symposium on introduction method of mutual practice for improving artist welfare 

(Korea 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 KISI, December 17, 2008)

－ Scope-setting direction of professional artists and specific research methods (Korea Tourism 

Research Institute, Dec. 2008 to March, 2009).

3. Artist lifestyles and artist awareness about mutual association1)

  A status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data on the artists' economic status and their awareness 

1) This sector is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by Park Young-Joeng at KCTI (Korea Culture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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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elfare. The survey was the basic research for executing the artists mutual program. In 2008, 

the survey was made with 600 persons who engage in 10 genres of culture and arts. 2)  The survey 

results show the lifestyles of the surveyed artists and their awareness about the mutual aid association. 

  Regarding the 2007 income level of artists, their individual incomes average  Won29.76 million, of 

which Won15.04 million were earned from their artistic activities.  By comparison, the whole 

household income of those artists surveyed averages  Won42.67 million. By the art-related monthly 

income levels of 2007, those who earned Won100,000 or less represent 39.9% of those respondents, 

those who earned Won210,000 to Won500,000 represent 10.8%, Won1.01 million to Won2.0 million 

represent 10.5%, and Won2.01 million or more represent 22.8%. This survey shows there is a 

discrepancy in distribution of income levels among artists. .

〈Table 1〉 Art-earned monthly income level

(Unit: %)
Categories 2003 2006 2008

Won1 million

or less

W100,000 or less 44.6 33.0 39.9

W110,000 to 200,000 4.1 3.7 3.8

W210,000 to 500,000 8.5 9.5 10.8

W510,000 to W1

million
11.7 9.9 12.2

Sub-total 68.9 56.1 66.7

Won1.01M to Won2.0M 14.3 20.0 10.5

Won2.01M or more 16.9 23.9 22.8

Source:  Park Young-Jeong and others (2008),『Artists awareness about artists mutual association and 
welfare demand survey』,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ked how they prepared for their post-retirement life (in overlapping responses), the artists 

answered the national pension, making up the highest share of 51.3%, followed by saving (for 40.5% 

of respondents),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for 19.5%). On the other hand, 11.7% of respondents 

said they couldn't afford to prepare for post-retirement, and 5.7% said they never think of the 

post-retirement life. 

  Quite a few artists are trying to switch to other jobs or give up their artistic activities. Reasons 

cited for retiring from arts or for switching to other jobs include low income (40.8%), followed by 

2) The 10 genres include literature, painting, picture, architecture,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dancing, 

drama and entertainment (mass arts) as defined by the arts promotion law, article 2, but it does not 

include publishing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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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gular income (25.5%), rough reality for creative activities (13.4%) and occupational insecurity 

(12.7%).  

  Regarding the artists' subscription to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ervices, 98.2% of them signed up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comparison, 52.0% are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33.3% subscribe 

to employment insurance, and 33.8% ar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ubscribers. The first reason for 

the gap between health care and other insurance services is that health care insurance provides help 

whenever disease occurs, while other insurance services provide help only when specific situations like 

aging, job loss or industrial incident inflict harm. The second reason for the gap is that benefits of the 

four social insurance services are skewed in favor of regular employees on payrolls, while many artists 

can hardly afford to sign up for social insurance services at all.

 

  Regarding social insurance policies that need government support, the area that has the most acute 

need for government support was surveyed to be the post-retirement pension system, followed by 

medical bills for treating diseases or accidents,  government subsidies for living cost, and premium 

payment of the four social insurance services. 

  Asked about the need for the artists mutual association, whose establishment is currently sought 

after, 91.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id indeed need it. When asked whether they will 

sign up for it, artists' responses were mixed. About 48.5% of them said they would sign up for it 

when the association was established, while the other half said they would later determine what to do 

after observing how well it would be run. While some artists are well aware that they need the 

mutual aid association, other artists take a wait-and-see approach towards it, apparently because of 

their distrust in legal practices. 

  

The most wanted product that respondents would like the mutual association to operate is the 

post-retirement product (51.2%), followed by job loss salary support (12.7%) and housing cost 

subsidies (11.0%). Other products that they would like to have are education benefits for their children 

(9.3%), subsidies for on-the-job accident (6.8%), etc. 

Regarding membership qualification,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s the performance record of their 

artistic activities (32.5%), followed by the duration of their career in the arts, and their membership 

status with arts-rel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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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lementation direction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The sought-after establishment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can be studied on the four aspects as 

follows. First is to make it legally valid to establish the artists mutual program. Second is to 

determine qualified subscribers to the mutual program under the legally-stipulated criteria. Third is to 

design the portfolio of products to be offered by the mutual program. Fourth is to prepare its 

management and operational organization. We are going to examine one aspect after another.  

  A.  Legislative basis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If we refer to the legacy mutual association, there are two options to adopt for  preparing the 

legislative basis. First option is to enact a new law on the mutual  association, based on which the 

mutual program is to be executed. Example cases of this option are the mutual associations for 

teachers and that for science technology employees.3). The second option is to add a new clause to 

the existing law about the mutual program of interest. Sample cases include mutual associations for 

small-sized enterprises and merchants.

  The artists mutual program's primary aim is to enhance budgetary and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increase support for artists. Therefore, it plans to adopt the second option to add a new clause 

regarding the related mutual program to the existing law, and place the mutual program office under 

the existing organization that manages the arts and culture. This option is found to be better than the 

first one in establishing a new law and organization. In this regard, the Arts Council Korea (ARKO) 

is the legacy establishment, under which the mutual program office is planned to be placed. ARKO is 

relevant to place the mutual aid in view of the fact that it is handling the arts promotion funds that 

are spent to support and promote culture and art activities. Also, ARKO is relevant in view of its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whole sectors of art and culture4).

  In case of the inclusion of a new clause in the existing law, the mutual  association is made 

legally valid by including a new clause regarding the mutual program into the existing arts promotion 

3) There are mutual association-related laws for teachers/staff, soldiers,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etc. 

4) Technically speaking, the arts and culture committee deals with the  pure arts. Mass arts like the film 

industry may belong to the film promotion committee, and the broadcasting/entertainment sector is 

supported by each of the broadcasters. Therefore, there is a limit in trying to achieve a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whole arts sector. Despite the diversity, however, the committee of arts and culture 

seems to be suitable for hosting the mutual program because it is a government agency that deals with 

culture/arts, and it deals with multiple genres of arts and culture. In view of these, the committee of arts 

and culture has an advantage, and this advantage can be used if the mutual program is placed under thi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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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The arts promotion act stipulates the classification of the arts culture and organization of Arts 

Council Korea (ARKO), making this law relevant for the planned inclusion of the new clause about 

the mutual association. 

  The arts promotion law will include new clauses regarding the objectives for supporting artists, 

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structure, finance-sourcing methods, and a portfolio of mutual products. 

Other specific matters regarding the mutual program will be revealed through the enforcement rules or 

the Arts Council Korea's rules.

  B. Membership criteria (draft) of the artists mutual aid

  The next step is to define the membership criteria to qualify for signing up for the mutual aid 

association.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implies that the unofficial status of the artists 'qualification' is 

going to be officially defined as the artists. In Korea, qualification of artists is not officially stipulated. 

The membership criteria is also significant since the mutual membership will help increase the bond 

that the artists share. In Korea, artists are defined under the culture arts promotion law, article 2, 

although they are very diversely and comprehensively defined.

  The arts promotion law, article 2, can be the legal basis for the mutual  program for the artists. 

The law classifies 10 genres of the arts as the basis for the artists mutual program in a narrow sense: 

literature, painting, music, dance, drama, film, entertainment, traditional music, photography and 

architecture. The law provides legal grounds for the artists of these 10 genres becoming priority 

membership target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The above definition is made on the basis of art activities. Artists can also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depending on their function: creative artists, performance artists and the arts staff. 

① Creative artists : Writers, painters, sculptors, songwriters, choreographers as defined under the 

copyright law.  

② Performance artists : Performing artists on stage such as actors, music players, dancers, etc. as 

defined under the copyright law.

③ Arts staff : Technology staff working with the arts, including managers, planning/management staff, 

administrative staff and others.

  As mentioned above, the potential subscribers to the mutual program can be defined in several 

aspects. In view of the fact the government will be financing the mutual program,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ictly clarify the membership qualification for the mutual program. Therefore, it nee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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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the mutual aid membership to the 'professional artist' who engages in arts activities as their 

primary source of income. If this criteria of the mutual membership is applied, the potential 

subscribers (draft) for the mutual program can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①artists who hold 

memberships in a professional artist community,  ② artists who produce artistic products to a certain 

extent,  ③ artists who make money from their arts activities,  ④ artists who have benefited from 

funds. When it is impossible to classify under the above criteria, ⑤ a separate screening committee is 

installed within the mutual aid office to judge the qualification of the related artis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research on understanding artist communities, 

definitions of various arts sectors, art activities and income levels, and how to base the calculation of 

artistic products.    

  C. Mutual products

  Mutual products to be operated by the artist mutual program are based on the Universal Mutual 

Model that was proposed by the '2008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tist mutual 

association". It consider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artists.: Their work hardly guarantees a 

particular form of sustainable labor activities.  Artists' income generation tends to be inferior to other 

general employees, making it hard for artists to pay mutual fees continually. 

 

  In the case of Universal Mutual, subscribers freely opt for mutual fees depending on convenient 

reasons or their income levels even after signing up with mutual program. Such a flexible move fits 

their fluctuating income generation patterns, making Universal Mutual a suitable benchmark model for 

the artist mutual program. Flexibility is the advantage of the Universal Mutual: It allows subscribers to 

freely pay mutual fees, flexibly readjust death mutual funds, have individualized price portfolios, open 

disclosure and cost advantages. Insurance customers can determine premium payment time and payment 

amount on their own, while the mutual contractors can quote prices differently or suspend payment 

temporarily then restart it later. 

  Based on the Universal Mutual, the mutual products are offered in forms of installment and 

insurance, and consist of artist pension and death benefits to be offered as standard products. Also, it 

plans to increase the accident insurance type of mutual product. In the case of insurance mutual 

products, the fund is operated with government help. The installment mutual product is funded with 

subscribers' mutual fee and return on mutual fund operation, incentives, and this mutual fund will be 

run in forms of pension and accident installment. The installment mutual will be the standard product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while the insurance mutual will be run as a complimentary produc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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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installment mutual products, subscribers will sign up according to their need as they will 

pay monthly flat fee for each account. Insurance mutual products will be run to be insured in 

proportion to the installment mutual, and the insurance mutual fee is planned to be separately 

calculated.    

D.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The artists mutual program plans to set up a separate organizational unit under the Korea culture 

arts committee. The objective of placing it under the committee is to increase budgetary and 

managerial efficiency, and to increase support for artists who will subscribe to the mutual program. 

Such an example is found in the 'yellow umbrella mutual program' that is organized to support small 

businesses and merchants: This program is operated as a unit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Kbiz). Such a way of mutual operation under the establishment is compared with 

the existing mutual associations that are independently run, such as the mutual for teachers, soldiers, 

science and technology workers: it costs extra to manage and operate the mutual programs in order to 

organize extra human resources and assistance. Therefore, in order to save the additional cost for 

mutual program management and operation, it plans to establish the artist mutual unit under the 

existing Korea culture arts committee that is managing the arts promotion funds.

  In order to manage and operate the artists mutual program, it will set up two organizational units 

under the culture arts committee. One is the operational committee of artist mutual program, and the 

other is the mutual business office. The operational committee of artists mutual program is to examine 

and determine relevant major issues. This committee will be organized separately from the existing 

committee of culture and arts, and will act as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mutual program. It is 

planned that the operational committee will consist of the board members who represent the mutual 

program member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related experts. 

  The mutual business office is to actually manage and operate the artist mutual business. This office 

is the functional core of the mutual business program.  First, the mutual business office will support 

the operational committee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and manage the subscribers and mutual 

products. Also, it will place an organizational unit for stable operation of mutual funds. If artists can 

clearly prove that they qualify for the mutual membership, there will be no problem. But in case of 

ambiguity that may arise from unclear membership criteria, it will take expert judgement or expert 

opinion to rule the case. Therefore, it is to place a screening committee that will examine and judge 

whether the artists meet the membership qualification to sign up for the mutual program. Regarding 

the size of staff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utual business office, it plans to refer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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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organizations of its kind. 

5. Conclusion

  In Korea, social security for artists is far below the standar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n a 

sense, we are going to take a first step to change this picture through the launch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Of course, it would be too much if we expect the artists mutual program will work wonders 

to fulfill all artists' hopes for social security. 

  If we are to genuinely raise the bar for the artists' social security, the most rational way to achieve 

the end would be to have the government-operated social insurance and service practices, rather than 

the artists mutual program.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depend entirely on government 

assistance to this end. Therefore, the government teams artists together through the launch of the 

artists mutual program so that they can jointly cope with the social risks facing artists. The on-going 

artists mutual program is a Korean model in which the government forms a partnership with individual 

artists to share the cost and reduce social risk. Under the legacy social insurance practice, the quality 

of artists' lives are in a blind spo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artists' lives, the program 

should not depend entirely on government assistance but artists themselves should also have their share 

of commitment to cope with social risks. It is thus meaningful for the mutual program to combine 

government support with individual artists' commitment. 

  If the artists mutual program is to be a success, it should attract attention from as many artists as 

possible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lso, it should make it least likely that 

some artists are unable to benefit from the mutual program due to the income or occupational 

differences.  

  The government, for its part, should not sit back for this program and only provide for its budget.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stay involved with the mutual program through activ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assistance. This way, the artists mutual program to provide artists with a 

new sense of social security. Through this mutual program, artists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bond 

that ties them together and it will also help boost their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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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Past status of artists' welfare 

Year content

1981 Established artists medical insurance association

1984 Established welfare foundation of film industry

2002

Implemented to establish welfare association for Korean artists

(National literature writers meeting, Korean writers association, The Korean People Artists

Federation, Korean arts federation)
Political platform to establish welfare association for artists (Grand party 15th presidential

election)

2003 Launched the national labor union of culture arts

2004

<New arts policy>

① Improve artist welfare by improving the four major insurance systems;

② Establish and operate the tentatively named ‘Korean artists mutual association’ ;

③ Introduce practice to guarantee social status of artists

2004
Political platform to introduce the artists mutual association (by the ruling party at the

16th parliamentary election)

2004

Suggestions to introduce 'the artist welfare system' with focu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ethod of the artist mutual association’ (By lawmaker Lee Gwang-Chull of the

culture tourism committee, Lawmaker Yoo Si-Min of the health welfare committee)

2004
Political platform to enact the law draft for maintaining the minimum living standard for

artists (by the democratic labor party at the 17th parliamentary election)

2005 Launched the welfare foundation for theater actors/staff

2005 Launched the nationwide labor union of the film industry

2006
Seminar for seeking the artists welfare measures

(Seould drama association, Korean welfare foundation of drama staff and actors)

2007 Launched the nationwide labor union of the painters

2007 Established the professional dancers support center

2007 Signed negotiated agreement with the nationwide labor union of film industry

2007

Policy forum for the artist welfare improvement

(Arts management support center, Korean welfare foundation for drama staff/actors,

professional dancers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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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공제제도 도입방안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인식은 화려함, 우아함, 고매함 등의 수사로 표현될 수 있을 법 하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부터 많은 이들이 이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의 실제의 삶 또한 화

려하고 우아할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삶의 질이 겉모습만큼 화려하거

나 우아한 문화예술인은 아마도 손에 꼽히는 소수의 소위 스타급 인사들에 국한될 것이다. 그리

고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문화예술인들 또한 이들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수의 소위 잘 나가는 문화예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들여다 볼 기회

는 거의 없었다. 소수의 유명 문화예술인들에만 주목한 언론의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실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경우

가 많다. 이들의 겉모습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들의 경제적 상황,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복지혜택

의 정도, 정신적인 건강상태 등에 대한 관심은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문화예술인

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건조하게 표현하자면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비정

규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영세자영업자로써, 고용 및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이라 불

리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외의 관련 종사자, 즉 통상적으로 불리는 스태프들의 삶의 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목조차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술인의 연평균 소득을 보면, 가구전체의 소득은 4,267만원으로 일반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높

게 나타났으나,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2,976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69.7%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중 예술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본인 소득의 50.5%인 1,504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개인기

준으로 볼 때,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58.4%로서 가구소득의 격차보다는 현격하게 크게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소득이 낮았다. 또

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상태의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이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

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인수위 백서를 통해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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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공제회설립이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시

“예술인 복지지원제도(보험과 공제제도 결합)” 도입을 보고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공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방안

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인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며, 연구방향은 크

게 ①예술인 공제사업 가입기준 설정, ②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상품, ③예술인 공제사업 관리운

영체계, ④예술인 공제사업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⑤예술인 공제사업 관련 법 및 규정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법적타당성, 가입기준, 공제상품(안) 및 관리운영체계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제회 이전 논의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는 1981년 예술인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후 1984년 영화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영화인들의 노후 복지 및 공로영화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도 영화인복지재단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공로

영화인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영화인들의 생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다소 주춤하다가 2002년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이 추진되었으며, 2003년에 전국문

화예술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04년부터는 예술인복지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정부의 새예술정책으로 ① 4

대 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증진, ②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③ 예술인의 사

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원들이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5년 연극인복지재단, 영화산업노조가 출범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술인 노동조합, 전문무용

수지원센터 등이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이

루어졌다. 이후 현정부 국정과제로 예술인공제회 설립이 채택되면서 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

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열악한 생활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

원의 지원방안이 예술인 공제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제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난 2년간의 기초연

구를 토대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 예술인공제회 설립관련 기초 연구(한국관광연구원, 2008년 3～6월)

－ 공제회 설립관련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조사(한국관광연구원, 2008년 5～10월)

－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년 6～12월)

－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08년 11월 26일)

－ 예술인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정책 심포지엄(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년 12

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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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향 및 구체방법 연구(한국관광연구원, ’08년 12월～ ’09년 3월)

3. 예술인 생활실태 및 공제회 인식조사5)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예술인들에 대한 경제 및 복지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예술 10개6) 장르 600명을 대상으로 2008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 조

사결과를 통해 예술인들의 실태와 공제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07년 기준 예술인들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연평균 개인소득은 2,976만원,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1,50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전체 소득은 4,2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

득구간별로 해서 월평균 예술관련 소득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가 39.9%, 21～

50만원이 10.8%, 101～200만원이 10.5%, 201만원 이상이 22.8%로 나타났다. 예술소득에 있어 예

술가들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1〉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

구분 2003년 2006년 2008년

10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44.6 33.0 39.9

11～20만원 4.1 3.7 3.8

21～50만원 8.5 9.5 10.8

51～100만원 11.7 9.9 12.2

소계 68.9 56.1 66.7

101～200만원 14.3 20.0 10.5

201만원 이상 16.9 23.9 22.8

자료: 박영정 외(2008),『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중복응답) 국민연금 가입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 40.5%, 민간 연금보험 가입 19.5%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노후대비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경우는 11.7%,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7%로 조사되었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직업이나 예술활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

우들이 있다. 이와 같이 예술활동을 은퇴하거나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0.8%

의 예술인들이 낮은 소득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규칙한 소득(25.5%), 열악한 창작환경

(13.4%), 직업적 불안정성(12.7%)을 들고 있다.

예술인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건강보험은 98.2%로 거의 모든 예술인들이 가입하

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52.0%, 고용 및 산재보험은 33.3%, 33.8%로 낮

5) 본 부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박영정)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6)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있는 장르중 어문 및 출판을 제외한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및 연예(대중예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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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에 비해 다른 보험에의 가입이 낮은 사유는 첫째 건강보험

의 경우 바로 질병 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보험의 경우 노령, 실업, 산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야 받을 수 있기에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4대 사회보험이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예술인

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보장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노후(은

퇴 후) 연금제도, 질병 상해에 따른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중인 예술인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공제회가 성립된 이후 가입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응답이 나왔다. 즉 공제

회가 생기면 가입하겠다는 경우는 48.5%로 한 절반수준인 반면에 공제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

고 가입하겠다는 경우가 40.5%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이 공제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예술인 공제회 역시 한 번 지켜보자는 인식이 강하다

는 점을 볼 수 있다.

공제회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상품으로는 노후연금 상품운영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지원이 12.7%, 주거안정지원이 11.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녀교육비 지원(9.3%), 업

무상 상해지원(6.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공제회 가입자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술분야 활동실적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2.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술분야 종사기간 고려가

30.3%, 예술관련 협회 가입 여부가 23.0%로 나타났다.

4. 예술인 공제사업 추진방향

예술인 공제사업 추진방향은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술인 공제사

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며, 둘째 법적 기준하에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자를 결정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제사업에서 다룰 공제상품과 네 번째 관리운영조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 네가지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예술인 공제사업의 법적 기준

예술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기준 마련 방법은 기존 공제회를 참조할 경우 두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공제회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교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을 들 수 있다7). 두 번째는 기존

관련 법률에 공제사업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이다. 예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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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 수 있다.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예산 및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법률과 조직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법안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을

관리하고 있는 기존 조직에 공제사업본부를 두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한다. 기존 조직으로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동 조직에 공제사업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할 예

정이다. 이미 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을 다루고 있으며, 동 기금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전분야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

합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8).

기존 법안에 조항을 추가할 경우 우선적으로 문예진흥법에 공제사업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신

설하여 법적인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미 문예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

한 구분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문예진흥법에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문예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목적, 조직 및 관리체계, 재원조달방안, 공제상품 등

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며, 공제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혹은 문화예술위원회의 규

정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나.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기준(안)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기준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술인이라는 ‘자

격’을 공식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공제사업의 회원으로서의 예술인간의 연대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술인은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포괄

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

다.

문예진흥법 2조에 의할 경우 좁은 의미에서 예술인 공제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예술분야로

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의 10개 장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자들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정의는 문화예술 활동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외에 직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예술 활동의 내용에 따라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그리고 예술분야 종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창작예술가 :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해당하는 작가, 화가, 조각가, 작곡가, 안무가 등

② 실연예술가 : 저작권법상 실연예술가에 해당하는 배우, 연주자, 무용수 등

③ 예술분야 종사자 : 관리자를 비롯하여 예술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기술 스태프, 기획 경영 스

8) 문화예술위원회는 엄밀한 구분에서 순수예술을 다루고 있어 대중예술이라 할 수 있는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방

송연예분야는 각 방송사에서 지원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예술분야를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다루는 정부 산하기관이며,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위원

회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공제사업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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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프, 행정 스태프, 그리고 기타 종사자를 모두 포함

위와 같이 공제사업에의 가입자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정부재원이 지원되고 있으

므로, 가입조건이 엄격하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자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적 예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준

으로 할 경우 공제사업에의 가입자(안)는 크게 다섯가지로 ①직업 예술인 단체의 멤버십을 가진

예술인, ②일정 수준의 예술적 산출물을 산출한 예술인, ③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는 예술인,

④기금 수혜 실적이 있는 예술인으로 구분되며, 위의 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⑤ 공제사

업본부내에서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인의 자격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술인 단체에 대한 파악, 각 예술분야에 대한 정의, 활동사항 및 소득파악 문제, 예

술적 산출물의 근거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 공제상품

예술인공제사업에서 운영할 공제상품은 기본적으로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08)”에서 제안된 유니버설 공제모델(Universal Mutual Model)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같이 특정형태 혹은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직업군이며, 수입구조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공제부

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태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니버설공제의 경우 공제사업에 가입이후, 가입자의 편의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부금 납

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문화예술인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모델로 선

정하고자 한다. 유니버설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으로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조정 가능한

사망공제금, 개별적인 가격구조, 완전 공시 그리고 비용상 이점 등이 해당된다. 보험 계약자는 보

험료의 납입시기와 납입액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가

격을 다르게 내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니버설공제를 기초로 하여 공제상품은 적립형과 보장형으로 형태로 예술인 연금과 사망급여

를 기준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이외에 상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보장형 공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 적립형 공제는 가입자의 공제부금, 공제부금의 운영수익, 장려금으로

재원조달되며, 연금과 상해의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술인 공제사업은 적립성 공제를 기준으

로 하며, 보장성공제를 보완적 성격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적립성 공제상품의 경우 1구좌당 월 일정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욕구에 따라 가입하도록

하며, 보장성 공제는 적립성 공제에 비례하여 보장하도록 운영하되 보장공제료는 별도로 산정할

예정이다.

라. 예술인 공제사업 관리운영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예산 및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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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기존 다른 공제회들과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예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중소기

업중앙회의 세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공제회(예,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

제회 등)와 같이 공제회를 운영할 경우 조직관리, 공제사업 인력 구성과 지원을 위해 많은 관리

운영비가 별도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이를 공제사업 가

입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조직

을 신설하고자 한다.

예술인 공제사업 관리운영은 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크게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와 공제사업본

부의 두조직을 신설하게 된다.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주요사안들에 대

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되며,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사

회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운영위원회에는 가입자들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과 정부 및 관련 전문

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제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직으로 공제사업의 핵심적인

부서라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를 지원하고, 공제사업에

가입할 문화예술인과 가입자, 공제상품을 관리하게 되며, 이외에도 공제부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한 조직을 두게 된다.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이라는 증명이 명확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공제사업본부내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거나 전문적인 견해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

도록 한다. 공제사업본부의 인원 및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은 현재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제회의 조직들을 참조할 예정이다.

5. 결론

한국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제 처음으로 예술인공제사

업을 통해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예술인 공제사업이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희망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예술인 사회보장의 확대는 예술인공제사업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

및 서비스제도들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지원방안이 어려움에 따라 간접적으로 정부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사회

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예술인공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진행중인 예술

인공제사업은 정부와 개인이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사

회보험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원

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스스로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할 수 있다.

예술인 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많은 예술인들이 공제사업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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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인들이 직업, 소득의 차이

로 인해 공제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단순히 예

산지원만을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기 보다는 공제사업이 시행된 후 적극적인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새로운 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예술인

공제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연대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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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예술인 복지관련 과거 현황

연도 내용

1981 예술인 의료보험조합 설립

1984 영화인복지재단 설립

2002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 설립 추진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민예총, 예총)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공약(한나라당 16대 대선)

2003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출범

2004

<새예술정책>

① 4대 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증진

②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③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2004 예술인 공제회 제도 도입 공약(열린우리당 17대 총선)

2004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방안 제시

(문광위 이광철의원, 보건복지위 유시민의원)

2004
문화예술인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법안 마련 공약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2005 연극인복지재단 출범

2005 전국영화산업노조 출범

2006
예술인복지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07 전국미술인노동조합 출범

2007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2007 전국영화산업노조 산별교섭 타결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전문무용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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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ünstlersozialversicherung in Deutschland

Dr. Jörg Peschner_Consultant,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in charge with the German Artist Social Insurance

1. Frage: Erfasst die Künstlersozialversicherung nur selbständige Künstler?

Ja. Allerdings sind nur die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die die Tätigkeit erwerbsmäßig und 

nicht nur vorübergehend ausüben, nach dem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KSVG) pflichtversichert. 

Das heißt: Hobby- und Freizeitkünstler werden nicht einbezogen. 

Es gibt jedoch noch weitere Voraussetzungen für eine Versicherungspflicht in der KSV: Es muss ein 

jährliches Mindesteinkommen aus der Tätigkeit in Höhe von 3.900 Euro (6,6 Millionen KRW) erzielt 

werden. Künstler und Publizisten, die mehr als einen Arbeitnehmer beschäftigen oder die bereits auf 

andere Weise sozial abgesichert sind, werden nicht in der Künstlersozialversicherung (Artist Social 

Insurance - KSV) - versichert. Somit ist nicht jeder selbständige Künstler oder Publizist automatisch in 

der KSV versichert.

2. Frage: Die KSV ist eine Pflichtversicherung (für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Wie wird 

entschieden, wer versichert wird und wer nicht? Wird die Entscheidung für eine Versicherungspflicht 

von den Künstlern im Allgemeinen akzeptiert? 

Eine abschließende gesetzliche Definition des Künstler- und Publizistenbegriffes gibt es nicht, weil sich 

diese Berufsfelder ständig verändern. Eine feste Definition oder etwa ein Katalog mit bestimmten 

künstlerischen Tätigkeiten wäre schnell veraltet. Im Gesetz (dem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kurz: 

KSVG) ist daher die folgende offene Definition festgelegt: Künstler im Sinne des Gesetzes ist, "wer 

Musik, darstellende oder bildende Kunst schafft, ausübt oder lehrt. Publizist ist, wer als Schriftsteller, 

Journalist oder in anderer Weise publizistisch tätig ist oder Publizistik lehrt."Ob diese Voraussetzung 

erfüllt ist, prüft die Künstlersozialkasse in jedem Einzelfall. Auf den künstlerischen oder publizistischen 

Wert der Tätigkeit kommt es dabei nicht an. Es entscheidet also niemand in der Künstlersozialk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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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 die Qualität der Kunst.

Im Einzelfall kann die Unterscheidung von Kunst im Sinne des KSVG zu anderen Berufen schwierig 

sein. Nicht alle Tätigkeiten, bei denen Menschen die Produkte selbst erschaffen und gestalten sind 

Kunst im Sinne des KSVG. Das gilt zum Beispiel für Berufe aus dem Handwerk. Das deutsche 

Bundessozialgericht (ein Gericht, das auf soziale Angelegenheiten spezialisiert ist) hat aber in der 

Vergangenheit in zahlreichen Urteilen zu Einzelfällen die Kriterien fü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Kunst und Publizistik im Sinne des KSVG und nichtkünstlerischen Berufen festgelegt. In den meisten 

Fällen ist damit eine eindeutige Zuordnung durch die Künstlersozialkasse möglich. Mit der Prüfung der 

Einzelfälle hat die Künstlersozialkasse mit ihren knapp 200 Mitarbeitern viel Arbeit: Durchschnittlich 

werden jedes Jahr etwa 20.000 neue Anträge gestellt (siehe Chart 1).

Die KSV ist eine Pflichtversicherung. Wenn jemand die Voraussetzungen erfüllt, besteht deshalb für die 

Versicherungspflicht keine Wahlmöglichkeit. Wenn die Künstlersozialkasse erfährt, dass ein bisher nicht 

gemeldeter Künstler die Voraussetzungen erfüllen könnte, dann leitet sie die erforderlichen Schritte zur 

Feststellung der Versicherungspflicht ein. Meistens wird ein Paket mit Informationen und ein 

Fragebogen versandt, den der Betroffene zurücksenden soll. Wird der Antrag nicht zurückgesandt, geht 

die Künstlersozialkasse in der Regel davon aus, dass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Versicherungspflicht 

nicht vorliegen. 

Der versicherungspflichtige Künstler ist nach dem Gesetz zur Mitwirkung verpflichtet. Verweigert er die 

Beitragszahlung, dann verliert er den Versicherungsschutz und muss möglicherweise Zuschläge bezahlen. 

Die weitaus meisten selbständigen Künstler wollen aber den günstigen Schutz der KSV behalten und 

tun alles, damit dieser weiterhin besteht. 

Es gibt also keine Akzeptanzprobleme. Eine Versicherungspflicht in der KSV bietet den Selbständigen 

große Vorteile. Sie müssen nur die Hälfte der Beiträge zur Sozialversicherung bezahlen (siehe Chart 2). 

Außerdem sind die Beiträge an sehr geringen Einkommen bemessen und damit im Allgemeinen sehr 

niedrig. Selbständige Künstler tun also in der Regel alles, um in den Schutz der KSV zu gelangen.

3. Frage: Gibt es für Künstler ein zusätzliches Schutzsystem, z. B. eine spezielle zusätzliche 

Künstlerversicherung, wie sie in Korea in Betracht gezogen wird?

Abhängig beschäftigte Künstler und Publizisten sind in die allgemeine Sozialversicherung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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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nehmer eingebunden. Für beschäftigte Künstler aufBühnen oder Musiker bei Orchestern gibt es 

außerdem eine spezielle Einrichtung zur zusätzlichen Altersvorsorge, in denen die Mitgliedschaft 

verpflichtend ist. 

Außerhalb der gesetzlichen Sozialversicherung haben die meisten so genannten 

Verwertungsgesellschaften Vorsorgeinrichtungen für ihre Mitglieder gegründet, aus denen diese 

Leistungen erhalten können. Verwertungsgesellschaften verwalten für ihre Mitglieder die Rechte, die mit 

der Urheberschaft eines Werkes verbunden sind, also Nutzungsrechte und Vergütungsansprüche. Es gibt 

derzeit 13 Verwertungsgesellschaften zum Beispiel für Komponisten, Schriftsteller, bildende Künstler, 

Fotografen, Hersteller von Tonträgern oder Filmproduzenten

Die über die KSV versicherten Künstler und Publizisten können außerdem die sogenannte 

"Riester-Förderung" in Anspruch nehmen. Hierbei handelt es sich um eine staatlich geförderte 

zusätzlichekapitalgedeckte Altersvorsorge. Grundsätzlich sind alle Personen zur Riester-Förderung 

berechtigt, die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versicherungspflichtig sind. Es handelt sich also 

um eine allgemeine Förderungsmaßnahme und nicht um ein Sondersystem für Künstler. 

Die Förderung besteht zum einen aus einer Kombination von Zuschüssen: eine Grundzulage und eine 

von der Kinderzahl abgängige Kinderzulage. Beide sind vom Einkommen unabhängig. Gegebenenfalls 

ist zusätzlich eine steuerliche Freistellung der Beiträge zur Riester-Rente möglich. Die Riester-Förderung 

ist aufgrund ihres Zulagensystems besonders für Geringverdiener attraktiv. Schon ab einem Eigenbeitrag 

in Höhe von 5Euro (8.500 WKR) im Monat kann eine Zusatzrente aufgebaut werden.

Die sogenannte Basis-Rente ist neben der Riester-Rente eine weitere Möglichkeit, staatlich gefördert 

Altersvorsorge zu betreiben. Anders als die Riester-Rente steht die Basis-Rente allenSteuerpflichtigen 

offen. Sie wird deshalb vielfach von Selbständigen für den Aufbau einer zusätzlichen Altersvorsorge 

genutzt, die sich nicht für die Riester-Rente qualifizieren - z. B. weil sie nicht in der KSV versichert 

und damit rentenversichert sind. Die Förderung besteht im Gegensatz zur Riester-Rente ausschließlich 

aus einer steuerlichen Freistellung der Beiträge. 

Für die in KSV versicherten selbständigen Künstler oder Publizisten richtet sich die Höhe der späteren 

gesetzlichen Rente in erster Linie nach der Höhe der gezahlten Beiträge. Jedoch sind die von den 

Künstlern and die Künstlersozialkasse gemeldeten Einkommen sehr gering (durchschnittlich 13.000 Euro 

bzw. 22.1 Millionen KRW pro Jahr – sieheChart3) Sie entsprechen im Durchschnitt nicht einmal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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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älfte des durchschnittlichen Bruttoeinkommens von Arbeitnehmern. Da aber die Beiträge zur 

Rentenversicherung an den Einkommen bemessen sind, können sich für viele selbständige Künstler die 

finanziellen Schwierigkeiten im Alter fortsetzen, wenn keine zusätzliche Vorsorge getroffen wird. Die 

staatliche Förderung über die Riester-Rente setzt die richtigen Anreize zur zusätzlichen Vorsorge. Seit 

ihrer Einführung im Jahr 2001 nehmen die Menschen in Deutschland die Riester-Rente sehr gut an. Es 

gibt derzeit mehr als 11 Mio. Riester-Verträge (sieheChart4,rechteHälfte). Allerdings kann man bei rund 

36 Millionen Arbeitnehmern und 40 Millionen Erwerbstätigen noch nicht von einer flächendeckenden 

Akzeptanz sprechen. 

Es liegen keine Daten darüber vor, wie viele KSV-versicherte Künstler die Riester-Rente zum Aufbau 

einer zusätzlichen Altersvorsorge nutzen.

4. Frage: Wie werden Künstler in der KSV behandelt, die noch einen zweiten Job haben? Denkbar 

wäre eine bezahlte Aktivität als angestellter Lehrer an einer Schule / einem Institut bei gleichzeitiger 

Aktivität als selbständiger Künstler mit entsprechendem Einkommen. Wenn diese Person in der KSV 

versichert ist, gilt das Gesamteinkommen dann als Einkommen aus selbständiger Tätigkeit oder 

Einkommen aus Beschäftigung?

Bei dem genannten Beispiel des 'Kunstdozenten" wird eine künstlerische selbständige Tätigkeit parallel 

zu einer abhängigen Beschäftigung ausgeübt. Dabei besteht grundsätzlich 

� Versicherungspflicht in der KSV für die selbständige künstlerische Tätigkeit und 

� Sozialversicherungspflicht für die abhängige Beschäftigung an der Schule (wie sie für Arbeitnehmer 

allgemein gilt) 

Die abhängige Beschäftigung kann jedoch - je nach Umfang - Versicherungsfreiheit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statutory pension insurance),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statutory 

health-care insurance) sowie in der sozialen Pflegeversicherung (statutory long-term care insurance) für 

die selbständige künstlerische Tätigkeit auslösen. Damit sollen diejenigen von der Versicherungspflicht 

in der KSV ausgeschlossen werden, die bereits anderweitigausreichend abgesichert sind. Für die 

verschiedenen Versicherungszweige gelten deshalb unterschiedliche Regelungen für das Eintrete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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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cherungsfreiheit.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besteht in vielen Fällen 

Versicherungspflicht für die parallel ausgeübten Tätigkeiten, so dass Versicherte Anwartschaften für die 

spätere Alterssicherung aus beiden Tätigkeiten erwerben.

Ob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aus jeder Tätigkeit gezahlt werden müssen, richtet sich somit nach dem 

Umfangder einzelnen Tätigkeit. Die Beiträge werden getrennt für die abhängige Beschäftigung und für 

die selbständige Tätigkeit im jeweiligen System nach dem jeweiligen Einkommen abgeführt. Die 

verschiedenen Einkommen werden getrennt versteuert.

Anders als in diesem Beispiel gibt es aber auch Künstler, die nur eine selbständige Tätigkeit ausüben, 

die sich aber aus verschiedenen künstlerischen und nicht künstlerischen Elementen zusammensetzt. In 

einem solchen Fall besteht Versicherungspflicht in der KSV für die gesamte Tätigkeit, wenn diese 

überwiegend von den künstlerischen Tätigkeitselementen geprägt ist. Ist die Tätigkeit dagegen in ihrem 

Gesamtbild durch nicht künstlerische Arbeiten geprägt, dann bekeine Versicherungspflicht in der KSV. 

5. Frage: Statistik zur KSV: Zahl der Versicherten nach Genre, erfasster Personenkreis (coverage), 

Einkommens-Ersatzrate (replacement rate), etc.

Die KSV hat sich in den vergangenen Jahren sehr dynamisch entwickelt. Ende 1983 hatte sie nur gut 

12.000 Versicherte, heute sind es mehr also 160.000 - mehr als 13 mal so viele. Diese Entwicklung ist 

für alle vier betrachteten Genres - Bildende Kunst (Fine Arts), Musik (Music), Publizistik (Publicists) 

und Darstellende Kunst (Performing Arts) - erkennbar (siehe Chart 5). 

Wir beobachten diesen Trend durchaus mit einiger Sorge. Es ist sicher richtig, dass Kulturschaffende 

die Selbständigkeit suchen, weil sie sich davon mehr Freiheit für die Umsetzung ihrer Ideen 

versprechen. Künstler und Publizisten werden aber auch von ihren Arbeitgebern in die Selbständigkeit 

gedrängt. Aufgabenbereiche, in denen bisher abhängige Beschäftigung die Regel war, werden 

zunehmend von Selbständigen übernommen. Der Trend zur Selbständigkeit ist über alle Berufe 

erkennbar, jedoch für Künstler und Publizisten offenbar besonders ausgeprägt (siehe Chart 6). 

Außerdem führt die stark steigende Zahl der Versicherten in der KSV zu einem stark steigenden 

Finanzbedarf der Künstlersozialkasse (siehe Char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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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sche Angaben zu einer Einkommens-Ersatzrate für KSV-Versicherte zum Zeitpunkt des 

Rentenbezugs liegen nicht vor. Zur Einkommensentwicklung vgl. Frage 1 (undChart3).

6. Frage: Wird die Einführung der Versicherungspflicht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über die KSV 

für selbständige Künstler diskutiert? 

Grundsätzlich sind Selbständige nicht mit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einbezogen. Allerdings können 

diejenigen, die eine selbständige Tätigkeit mit einem Umfang von mindestens 15 Stunden pro Woche 

ausüben, bis zum 31. Dezember 2010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beitreten. Voraussetzung: Sie müssen 

die Selbständigkeit unmittelbar im Anschluss an eine Beschäftigung oder den Bezug von 

Arbeitslosengeld aufgenommen haben und innerhalb der letzten 24 Monate zwölf Monate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versichert gewesen sein oder Arbeitslosengeld bezogen haben.

Eine freiwillige Versicherung von selbständig Tätigen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ist grundsätzlich 

problematisch, weil Selbständige - anders als abhängig Beschäftigte - selbst die Entscheidungen treffen, 

die für den Erfolg oder Misserfolg ihrer unternehmerischen Entscheidungen maßgeblich sind. Sie 

können jederzeit selbst über den Fortbestand der unternehmerischen Tätigkeit entscheiden. Eine 

Einbeziehung Selbständiger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würde daher besonders die weniger 

Erfolgreichen anlocken (adverse risk selection). Der Versicherungsgedanke einer Risikoversicherung 

beruht jedoch gerade auf einer ausgewogenen Verteilung guter und schlechter Risiken. Eine generelle 

Einbeziehung selbständiger freier Künstler in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wäre deshalb nicht 

finanzierbar. Sie wäre auch kaum zu verwalten.

7. Frage: Wie funktioniert der Einzug der Künstlersozialabgabe bei den Unternehmen? Wird ein 

einheitliches Verfahren praktiziert (ein einheitlicher Abgabesatz für alle Firmen, angewendet auf 

Verkäufe oder Einnahmen in der Kunstwirtschaft)? Oder wird individuell auf Honorare / Zahlungen an 

Künstler abgestellt?

Die Künstlersozialabgabe (Artist Social Fee) wird individuell von Unternehmen erhoben, die 

künstlerische Leistungen selbständiger Künstler am Markt verwerten. Solche abgabepfli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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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nehmen werden daher Verwerter (utilizers) genannt. 

Bemessungsgrundlage für die Künstlersozialabgabe sind alle Honorare (royalties), die für künstlerische 

oder publizistische Leistungen an selbständige Künstler oder Publizisten gezahlt werden, also auch für 

Zahlungen an selbständige Künstler, die nicht in der KSV versichert sind. Letzteres sind zum Beispiel 

Zahlungen an ausländische Künstler. 

Die Unternehmen müssen im Laufe eines Jahres Buch führen über alle Zahlungen, die an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geleistet werden. Diese Listen und die entsprechenden Verträge und 

Rechnungen müssen sie für spätere Prüfungen aufbewahren. Die Künstlersozialabgabe beträgt im Jahr 

2009  4,4der Honorare. Dies ist der Abgabesatz als Prozentsatz der Honorare an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Der Abgabesatz wird jedes Jahr vom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es neu festgelegt. Dazu wird 

im Voraus geschätzt, wie hoch der von den Unternehmen zu zahlende Betrag (Abgabebedarf) insgesamt 

sein wird. Der Abgabebedarf entspricht 30 % der geschätztenAusgaben der KSV (siehe Frage 8 und 

Chart 2). Im Haushalt für 2009 sind dies 213 Millionen Euro bzw. 360 Milliarden KRW (siehe Chart 

5). Der Abgabesatz richtet sich also nach den Gesamtkosten für die soziale Sicherung selbständiger 

Künstler und Publizisten in der KSV. Er ist dann das Verhältnis des geschätzten Abgabebedarfs zur 

voraussichtlichen Summe der Honorare an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Dabei müssen 

Überschüsse bzw. Defizite aus den Vorjahren berücksichtigt werden. 

Bei gegebenem Abgabebedarf gilt also: Je mehr Unternehmen mitmachen (sich ihrer Abgabepflicht 

nicht entziehen), desto geringer kann der Abgabesatz für alle zahlenden Unternehmen sein. Seit 2005 

konnte der Abgabesatz kontinuierlich gesenkt werden (sieheChart 8), damals betrug er 5,8 % der 

Honorare. Dies liegt auch an der großen Reform im Jahr 2007(Dritte Novelle, siehe Chart 9). Seit der 

Reform werden die Unternehmen in Deutschland intensiver überprüft. Das heißt: es wird bei mehr 

Unternehmen als bisher überprüft, ob Aufträge an selbständige Künstler oder Publizisten vergeben 

wurden, die abgabepflichtig sind. 

Die Unternehmen sind verpflichtet, die Summe der im Vorjahr gezahlten Honorare bis zum 31.März an 

die Künstlersozialkasse zu melden. Sie erhalten dann einen Bescheid über die zu zahlende Abgabe. 

Hiervon gibt es eine Ausnahme: Abgabepflichtige Unternehmen können sich zu einer Vereinigung 

zusammenschließen, die ihnen die mit der Abgabe verbundenen Pflichten abnimmt. Dies sind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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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enannten Ausgleichsvereinigungen. Die Unternehmen können dadurch Verwaltungskosten sparen: (1.) 

Sie müssen dann nicht mehr alle für die Abgabe relevanten Vorgänge aufzeichnen und (2.) sie werden 

dann nicht mehr auf Vorliegen relevanter Vorgänge überprüft. Beides wird dann von der 

Ausgleichsvereinigung erledigt. Statt der Abgabe zahlen die Unternehmen dann eine einfach zu 

errechnende Pauschalean die Ausgleichsvereinigung. Diese überweist dann das Abgabe-Volumen ihrer 

Mitglieder an die Künstlersozialkasse. Ausgleichsvereinigungen müssen von der Künstlersozialkasse und 

ihrer Aufsichtsbehörde genehmigt werden.

8. Frage: Ist das Sozialversicherungs-System für Künstler von dem Sozialversicherungssystem für 

Arbeitnehmer hinsichtlich Finanzierung und Leistungsformel getrennt? Wenn die Systeme nicht getrennt 

sind: Wie werden unzutreffende Einkommensmeldungen verhindert(mit Blick auf die umverteilende 

Wirkung der Sozialversicherung)?

Es ist wichtig zu erkennen, dass die KSV für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die 

Sozialversicherung nicht ersetzt. Vielmehr erfolgt die Versicherungspflicht in der Sozialversicherung 

(Rentenversicherung, Krankenversicherung, Pflegeversicherung) für die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durch die Versicherungspflicht in der KSV. Die KSV steht dabei institutionell zwischenden 

versicherten Künstlern und der Sozialversicherung. Sie hat die Aufgabe, die Beiträge für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einzusammeln" und dann an die jeweiligen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weiter zu leiten (sieheChart 10). 

Mit der Bewilligung von Leistungen hat die Künstlersozialkasse nichts zu tun.Leistungen werden bei 

der Krankenkasse oder der Rentenversicherung beantragt und werden auch dort erbracht. Die in der 

KSV versicherten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erhalten also grundsätzlich die gleichen 

Leistungen aus den gleichen Systemen (Renten-, Kranken- und Pflegeversicherung) wie sozialversicherte 

Arbeitnehmer. 

Die Finanzierung der KSV ist der Sozialversicherung der abhängig Beschäftigten nachgebildet. Das 

heißt: Im Unterschied zu anderen Selbständigen müssen versicherte KSV-Künstler und Publizisten (so 

wie Arbeitnehmer) nur die Hälfte der Beiträge an die Sozialversicherung zahlen. Die zweite 

Beitragshälfte wird über einen Zuschuss des Staates (state sublsidy - 20%) und die 

Künstlersozialabgabe (Artist Social Fee - 30%) finanziert (siehe Chart 2). Diese Zuschüsse ersetzen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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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bständigen Künstlern den paritätischen Anteil des Arbeitgebers, den es bei Selbständigen nicht gibt.

Zum Einkommen: Um die Verwaltung der KSV möglichst einfach zu halten, schätzt der versicherte 

Künstler das für die Beitragshöhe maßgebende Einkommen für einJahr voraus. Sollte sich bei einer 

späteren Überprüfung aber herausstellen, dass diese Schätzung erheblich von dem tatsächlichen 

Einkommen (aus dem Einkommensteuerbescheid) abweicht, dann wird die Beitragshöhe korrigiert und 

der Künstler muss unter Umständen ein Bußgeld zahlen. Da die Versicherten jederzeit damit rechnen 

müssen, überprüft zu werden, wird ein von vornherein zu niedrig angesetztes Einkommen vermieden.

9. Frage:  Welches sind die Implikationen der KSV in Bezug auf die Reduktion des Kreises 

derjenigen, die nichtdurch das Sozialversicherungssystem erfasst sind - insbesondere bei schwankender 

Auftragslage? 

Mit Einführung der KSV im Jahre 1983 wurde erstmals eine Versicherungspflicht für diesen 

Personenkreis, der heute gut 160.000 Versicherte umfasst, geschaffen. Vorher hatten selbständige 

Künstler und Publizisten oftmals keine soziale Absicherung und waren teilweise auf die Unterstützung 

durch die soziale Fürsorge angewiesen. Denn viele konnten die Beiträge für eine freiwillige 

Versicherung bei einer Krankenkasse (oder für eine private Krankenversicherung) oder für die 

Absicherung im Alter von ihren geringen Einkommen nicht aufbringen.

Bei schwankender Auftragslage gelten großzügige Ausnahmen in Bezug auf das Mindesteinkommen 

(siehe Frage 1). Der Versicherungsschutz bleibt auch dann bestehen, wenn das Arbeitseinkommen bis 

zu zweimal innerhalb von sechs Jahren 3.900 Euro (6,6 Millionen KRW) nicht überschreitet. Dieses 

Mindesteinkommen ist als äußerst gering anzusehen. Es entspricht gerade 14 % des durchschnittlichen 

Bruttoeinkommens von Arbeitnehmern. Außerdem muss das für die Versicherungspflicht erforderliche 

jährliche Einkommen von mehr als 3.900 Euro in den ersten drei Berufsjahren nicht errei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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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KSV)
- 한국대표단의 질문사항에 기초한 세부적 질문 -

질문 1: 예술가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KSV)은 오직 자영 예술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생업으로서의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예술가 및 언

론출판인 만이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KSVG)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가 있습니다. 즉 취미 또는 여가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에서 규정하는 보험가입의무에는 그 밖에도 기타 전제조건이 존재합니다. 문
화예술활동에 의한 연간최소수입이 3,900유로(한국 돈으로 환산 시 6백 6십만 원)에 달해야 합니

다.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방법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

가 및 언론출판인은 예술가사회보험(KSV)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영 예술가 또는 언론

출판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모두 자동적으로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예술가사회보험(KSV)은 의무보험입니다(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 대상). 가입대상에 대

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한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예술

가들이 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편입니까?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개념에 대한 법적인 최종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직업군은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거나 특정 활동을 예술활동

으로 규정해 놓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직업군의 변화속도를신속히 따라가기 어렵습니

다. 이에 따라 예술가사회보험법(KSVG)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열린 의미의 정의를 내리

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예술가란 음악, 공연예술 및 미술을 창작 및 영위하거나 또는 이

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론출판인이란 작가, 언론인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출판업에 

종사하거나 언론출판학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술가

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가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를 검증합니다. 이 때 해당 예술활동 또는 

언론예술활동이 갖는 가치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예술가사회금고 담당자 중 그 누구도 예술 및 

언론출판 활동의 수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는 예술가사회보험법(KSVG)이 규정한 정의에 따라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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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예술활동인지를 구분하는데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직접 창작하고 구성하

는 모든 행위가 예술가사회보험법(KSVG)에서 규정하는 예술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수공

업자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독일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에서는 지난 몇 년간 여

러 개별 사안에 대한 수많은 판례를 통해 예술가사회보험법(KSVG)에 부합되는 예술 및 언론출판

과 비예술적 직업군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사회금고

가 가입자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200여명이 채 안되는 예술가사

회금고 직원들은 각각의 개별 경우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2만건의 신규 가입신청이 이루어집니다(차트 1 참고).

예술가사회보험(KSV)은 의무보험입니다. 일단 누군가 가입 전제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가입 의무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던 예술가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술가사회금고에서 판단하게 되면 예술가사회금고는 보험가입 의무를 확정하는데 필요

한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보험에 대한 정보와 설문지를 담은 문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대상자는 이 문서를 작성한 후 반송해야 합니다. 가입신청서가 반송되지 않는다면 일반

적으로 예술가사회금고에서는 보험가입 의무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게 

됩니다.

보험가입 의무를 충족하는 예술가는 법에 따라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예술가가 보

험료 납입을 거부한다면 그는 사회보장의 보호를 잃게 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 예술가들은 예술가사회보험(KSV)이 제공하는 

유리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며 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술가사회보험(KSV) 가입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

가사회보험(KSV)의 가입의무는 자영 예술가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사회보험 납입

금의 절반 금액만을 내면 됩니다(차트 2 참고). 그 밖에도 보험료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일반적으로 대단히 저렴합니다. 따라서 자영 예술가들은 예술가사회보험

(KSV)의 보호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질문 3: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예술가 특별사회보험과 같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보호제도가 또 있습니까?

종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회보험으로 

수용됩니다. 아울러 공연장에 고용된 예술가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라면 이들을 

위한 노후대책기구가 별도로 있으며 여기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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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회보험의 범위 밖에서는 대부분의 사용단체가 회원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립했

으며 해당 대책기구를 통해 회원들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단체는 작품 

저작권과 관련된 사용권(Nutzungsrecht) 및 보상청구권(Vergütungsanspruch) 등과 같은 회원들의 

권리를 위탁관리합니다. 현재 총 13개의 저작권 사용단체가 있으며, 작곡가, 작가, 미술가, 사진작

가, 음원제작사 및 영화제작사 등의 분야입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한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은 그 밖에도 ‘리스터 연금

(Riester-Förderung)’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터 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적립식 노

후대책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연금보험에가입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리스터 연금

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리스터 연금은 일반적인 연금지원제도이며 예술가를 위한 특별제도

는아닙니다.

리스터 연금은 우선 몇 가지 수당(Zuschus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수당(Grundzulage)과 자녀

의 수에 따른 자녀수당(Kinderzulage)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당은 모두 소득수준과는 별개입

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터 연금의 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당체계를볼 때 리스터 연금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한달 5유로(한국 돈으로 환산시 

8,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추가연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리스터 연금 이외에도 소위 기본 연금(Basis-Rente)이 있으며, 이는 국가 지원 노후대책보험을 유

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리스터 연금과는 달리 기본 연금은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터 연금 가입자격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노후대책보

험 마련의 일환으로 선호하는 연금입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하지 못하여 연금보험 혜

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리스터 연금에도 가입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연금은 리스터 

연금과는 대조적으로 전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한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에게 지급될 미래의 법적 연금액은 무

엇보다 납입한 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예술가사회금고에 신고한 소

득금액은 대단히 낮습니다(연평균 13,000유로 – 한국 돈으로 환산시 2천 2백1십만원, 차트 3 참
고). 이는 근로자 평균 세전소득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연금보험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많은 자영 예술가의 재정적 어

려움은 노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터 연금을 통한 국가차원의 사회보험 지원

은 이런 추가적 대책마련을 위한 적합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리스터 연금이 2001년 도입된 이후

로 많은 독일인이 이 연금에 기꺼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 1백만 건 이상의 리스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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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차트 4 참고, 우측 칸). 그러나 근로자 수가 약 3천 6백만 명에 달하고 경

제활동 인구가 4천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는 전국적 규모로 리스터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한 예술가들 가운데 몇 명이 추가적 노후대책보험 마련을 위해 리스

터 연금에도 가입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질문 4: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한 예술가들 가운데 일자리를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은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예를 들어 자영 예술가로 활동하며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벌어들임

과 동시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 강사로 채용되어 동시에 돈을 버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사람이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해 있다면 그가 자영 예술가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어떤 자리에 고용되어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어떤 소득이 총소득으로 고려됩니까?

방금 언급하신 ‘예술강사’의 경우 종속 고용관계와 병행해서 자영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영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성립됩니다.

■ 자영 예술가 활동에 대해서는 예술가사회보험(KSV)에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 학교에서의 종속적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적용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사회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자영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종속 고용관계를 맺더라도 각 적용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 연금보험, 법적 의료보험 및 법적 요양보험에 있어 가입의무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회보험에이미 충분히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예술가사

회보험(KSV)의 가입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가입

의무 면제조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적 연금보험은 많은 

경우에 있어 병행되는 모든 생업활동에 대하여 가입의무가적용되는데 이는 피보험자들이 향후 

두 가지 활동영역 모두에서 노령보험의 연금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보험료를 각각의 모든 생업활동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개별적 활동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종속 고용관계 및 자영활동에 적용되는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따라 서로 분리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세

금 또한 개별적으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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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와는 달리 오직 자영 예술가로서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여러 가

지 예술적인 요소와 비예술적인 요소들이 서로 혼재되어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확연히 예술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이 때는 전체 활동에 대하

여 예술가사회보험(KSV) 상의 가입의무가존재하게 됩니다. 반대로 활동의 대부분이 비예술적인 

요소들로 특징 지워진다면 이 때는 예술가사회보험(KSV) 상의 가입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5: 예술가사회보험(KSV) 통계: 각 분야별 피보험인 수, 파악된 대상자군, 소득대체율 등

예술가사회보험(KSV)은 지난 몇 년 동안 대단히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83년 말에는 피

보험자의 수가 겨우 12,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160,000명 이상의 피보험자를 갖추게 

됨으로써 13배가 넘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미술, 음악, 언론출판 및 공연예술 

등 네 가지 해당 분야 모두에서 나타납니다(차트 5 참고).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우려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자립성을 갈구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립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현하기 위한 더 많은 자유를 보장 받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술가와 언론출판인이 고용주에 의해서 자립하도록내몰리는 경우

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속적 고용관계가 보통이었던 활동영역마저도 점차적으로 자영 예술가

에 의해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영업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직업군에서나 나타나는 

추세이지만 특히 예술 및 언론출판 영역에서 두드러집니다(차트 6 참고). 

아울러 예술가사회보험(KSV)의 피보험자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예술가사회금고의 재정수요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수령 시점에서의 예술가사회보험(KSV) 피보험자의 소득대체율에 관한 통계자료는 아직 없습

니다. 소득변화에 관한 자료는 질문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트 3).

질문 6: 예술가사회보험(KSV)을 통해 자영 예술가 역시 실업보험에 들 수 있도록 보험가입 의무

를 도입하는 문제는 논의 중입니까?

원칙적으로 자영 예술가는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
지만 자영 예술가로서 매주 최소 15시간의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된 신분이었다가 곧바로 자영 

예술가로 전환한 경우 또는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사람이어야 하며 최근 24개월 이내에 12개월 

동안 실업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이나 실업급여를수령했던 사람 만이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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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실업보험 가입을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종속 고용신분의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 예술가는 본인의 생업 운영 판단에 있어 성공 또는 실패

를 좌우할만한 중요한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생업 운영 활동의 

계속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 예술가를 실업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특히 성공적이지 못한 예술가들에게 솔깃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수단으로서

의 보험이라는 기본적 사상은 높은 위험도와 낮은 위험도가 서로 균등하게 배분된 상태를 이루

게 된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자영 예술가를 실업보

험에 일반적으로 편입한다면 이에 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제하기도 어

려울 것입니다.

질문 7: 기업에서의 예술가 사회보험료 도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통합된 하나의 절차로 

진행됩니까(문화예술 경제계의 판매 및 수입에 의거하여 모든 기업에 통합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아니면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지불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책정됩니까? 

예술가사회보험료는 자영 예술가의 예술적 성과물을 시장에서 사용하는 각 기업별로 다르게 책

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을 저작권 사용자(Verwerter)라는 명칭으로 부릅

니다.

자영 예술가 또는 언론출판인의 예술적 성과 혹은 언론출판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보수는 예술가사회보험료의 책정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금액까지 포함되는데 외국 예술가에 대한 보수금액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한 해 동안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에 관한 장부를 기입해

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장부 및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을 향후 감사를 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

다. 2009년 예술가사회보험료 금액은 보수의 4.4%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영 예술가 및 언론

출판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 백분율로 나타낸 보험요율입니다.

사회보험요율은 매년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es)에 의해 새롭게 책정

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당해년도에 납부할 보험금이 총 얼마가 될 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수요금액). 이러한 보험수요금액은 예술가사회보험(KSV) 추정 지출의 30%에 해당합니다(질
문 8 및 차트 2 참고). 2009년 예산에서 보험수요금액은 2억1천 3백만 유로 혹은 한국 돈으로 환

산시 3천 6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차트 5 참고). 사회보험요율은 예술가사회보험(KSV)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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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사회보장에 필요한 전체비용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보험

요율은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에게 지급되는 예상 보수금액에대한 추정 보험수요금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이 때는 반드시 전년도 흑자 혹은 적자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보험수요금액의 경우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더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수록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않을수록) 그만큼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

회보험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보수의 5.8%에 달하던 사회보험요

율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차트 8 참고). 이는 물론 2007년에 있었던 대대적인 개

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3차 수정법령 (Dritte Novelle) 차트 9 참고). 이러한 개혁 이후 독일 기

업들에 대해 더욱 집중화 된 검증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즉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계약이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에게 발주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독일 기업들에 

대한 점검이 행해진 것입니다.

독일 기업의 경우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금액에 대하여 예술가사회금고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 

받게 됩니다. 이 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서로 하나

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 사회보험료와 결부된 자신들의 의무사

항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협의회(Ausgleichsvereinigung)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 협의회를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1) 각 기업은 더 이상 사회보험료와 관련

된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으며, (2)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절차가 지켜졌는

지의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을 조정협의회에서 모두 

처리합니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각 기업은 전체 총액을 간단히 산출해서 조정협의회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정협의회에서 회원기업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만큼을 예술가

사회금고에 납부합니다. 이러한 조정협의회는 반드시 예술가사회금고 및 그 감독관청에 의해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8: 예술가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는 재정 및 사회보험급여와 관련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

회보험제도로부터 분리됩니까? 만약 분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사회보험이 갖는 재분배의 기능과 관련해 볼 때)

우선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가사회보험(KSV)은 사회보험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경우 예술가사회보

험(KSV)에의 가입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의료보험



- 76 -

(Krankenversicherung), 그리고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등 사회보험에의 가입의무 또한 생

기게 됩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은 피보험자인 예술가와 사회보험 사이를 조정하는 기관이며 

그 임무는 자립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보험료를 받아서 이를 각각의 사회보험 주체에게 전달

하는 것입니다(차트 10 참고).

예술가사회금고는 보험급여에 대한 승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의료보험공단

(Krankenkasse)이나 연금보험공단(Rentenversicherung)에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보험급여를 지불

하는 것도 해당 공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한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

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과 동일한 사회보험급여를 

동일 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 및 요양보험공단 등).

예술가사회보험(KSV)의 재정은 종속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을그대로 반영합니다. 즉 다른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과는 달리 예술가사회보험(KSV)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사람들은 (마치 근로

자처럼) 오직 보험료의 절반 금액만을 사회보험에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절반 금액은 국가보

조금(20%) 및 예술가사회보험료(30%)를 통해 충당됩니다(차트 2 참고). 즉 자영 예술가에게 있어 

이러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없는 자영 예술가들에게 원래는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동일 금액 부분을 상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소득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예술가사회보험(KSV)의 행정 업무를 가능한 원활하게 유

지하기 위해 피보험자인예술가는 보험료 금액을 결정짓게 되는 일년치의 소득에 대해 미리 추정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차후의 확인 과정에서(소득세 고지서를 통해) 추정신고금액이 실제 소득

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보험료 금액이 재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예술

가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확인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에 두고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너무 낮은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방지됩니다. 

질문 9: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외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특히 

변동성이 심한 예술가의 수주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예술가사회보험(KSV)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됩니까?

1983년 예술가사회보험(KSV)의 도입과 더불어 예술가의 보험가입 의무가 최초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피보험자로 가입한 예술가 수는 160,000명에 육박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영 예술

가 및 언론출판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사회구호금(soziale 
Fürsorge)에 의존해야만했습니다. 이는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는 의료보

험(혹은 사설 의료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노후대책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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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의 수주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최소 소득금액과 관련해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질문 1 참고). 설혹 노동소득이6년 동안 최대 2회까지 3,900유로(한국 돈으로 환

산 시 6백 6십만원)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사회보장의 보호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최소 소득금액은 최저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 평균 세전 소득금액의 

14%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밖에 가입의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간 소득 3,900유로 이상의 

조건도 직업활동을 개시한 초기 3년 동안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