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제기

1988년1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점진적인 제도 확대과정을 거

쳐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됨에따라이른바전국민연금시대를맞이

하게되었다. 이처럼단기간내에전국민연금

시대를맞이한것은전세계적으로도유래를찾

아보기어려워다른국가들로부터부러움을사

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처럼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급속한 제도확

대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적지 않은 것이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

여야만연금을수급할수있는사회보험방식제

도로운영되는국민연금의가입자상당수가여

러가지이유로인해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1,961만명 중 487만명이 납부예외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1), 보험료를 납

부하던가입자도경제적어려움등의이유로보

험료를체납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

다. 이러한현상을그대로방치할경우이들대

부분이무연금또는저연금자로전락하게되어

노후빈곤등에기인한노후소득양극화가불가

이달의초점 _ 15

국민연금납부율제고를위한
취약계층보험료지원방안
A Study on the Measures to Subsidize the
Vulnerable Group in National Pension Scheme to
Improve the Contribution Rate

본논문에서는소득수준이낮은취약계층에대한보험료지원을통한국민연금가입률제고방안을모색하고있다. 실질적인의

미에서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노후빈곤문제 해소차원에서 더 많은 노후소득보장 비용이

소요될수있다는측면에서취약계층에대한보험료지원을통해노후소득원을확보하도록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특히 대표적

인 취약계층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은 다수의‘무연금’및‘저연금자’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소요될 재정

절감효과가기대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가입자수와납부예외자수는 2011년 8월 기준자료임.



피한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2008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인한소득양극화심화로인해중산

층이하저소득층이경제적으로많은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물질

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먹고

살기도어려운현실하에서먼미래를내다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정책당국의 조

치에대해저소득국민연금가입자들이적지않

은거부감을느끼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논문에서는소득수

준이낮은취약계층에대한보험료지원을통한

국민연금가입률제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

다. 이미 2009년에 수행했던 연구(윤석명 외,

2009)2)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유인

즉 취약계층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대다

수가 공적소득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러한예측이현실화되었을경우

정책당국이선택할수있는정책대안은두가지

가 될 것이다. 취약계층을 그대로 방치하여 이

들이노후빈곤층으로전락할경우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수급자가되는것이고, 다른하나는

점증할사회적압력으로인해이들을포함한더

넓은집단의노인을대상으로하는무기여방식

의보편적인기초연금을도입하는것이될것이

다. 전자의 경우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역시

적정한수준의급여를지급할경우예상되는막

대한 재원소요로 인해, 저출산·고령사회에서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재정

적인측면에서의지속가능성이위협받게될것

이다(윤석명외, 2010).3)

이러한측면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경우취

약계층에대한정부의보험료지원이지금당장

은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나, 취약계층 본인

의노력을전제로투입된다는점에서사회정책

적인측면과함께장기적인관점에서의재정절

감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 하에

본연구에서는취약계층에대한국민연금보험

료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국

민들의노후준비에대한인식및주요노후준비

수단에대한실태조사를검토해보도록한다.

2. 노후준비실태및인식과
국민연금가입현황

1) 연령별노후준비실태및인식

국민연금보험료지원방안을본격적으로논

의하기에앞서본장에서는윤석명외(2011)4)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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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명 외(2009).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대한국민연금보험료지원방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윤석명 외(2010).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까지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의미) 2070

년 급여지출액이 GDP 대비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시, 즉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기초노령연금을지급할경우에는급여지출액이 2070년 기준으로 GDP 대비 4.5%에 달할것으로전망됨.

4) 윤석명외(201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및분석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연령에따른노후준비실태를살펴보고자한

다. 윤석명 외(2011)의 실태조사에서는 노후준

비를 국민연금, 저축, 개인연금(생명보험 등 포

함), 퇴직연금, 노후대비부동산구입등을통해

노후를대비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

정의에따라연령별노후준비여부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중이

70.5%로높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60세를제

외하고는각연령별로60% 이상의응답자가노

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

후준비가가장필요한 60세의경우 19.4%만이

노후를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되는 국민

연금가입실태가연령별로어떠한차이가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60세를

제외하고는연령별차이가크지않았다. 구체적

으로 30대·40대·50대의경우납부자의비중

이모두 55% 이상으로높게나타난반면 60세

의 경우에는 적용제외자의 비중이 83.9%로 가

장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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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개선방안 (2)

표 1. 노후준비여부(연령별)

(단위: %, 명) 

구분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합계(응답자수)

노후준비하고있음

73.6

66.0

73.9

19.4

70.5(2,132)

26.4

34.0

26.1

80.6

29.5(894)

노후준비하고있지않음

자료: 윤석명외(2011)의 실태조사결과에입각하여분석한결과임.

표 2. 국민연금가입실태(연령별)

(단위: %, 명) 

구분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합계

(응답자수)

연금가입

합계

94.4

89.9

87.9

16.1

89.9

(2,721)

61.7

57.5

66.1

10.7

61.2

(1,852)

27.3

30.5

21.3

5.4

26.2

(794)

5.4

1.9

0.5

0.0

2.5

(75)

5.7

10.1

12.1

83.9

10.2

(308)

납부자 납부예외자 체납자
적용제외자

자료: 윤석명외(2011)의 실태조사결과에입각하여분석한결과임.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

기위해서는노후준비를누가주체적으로준비

하느냐에대한인식조사에대한정보가필요하

다. 이에대한연령별분석결과에따르면, 30대

는주로본인이준비하고나머지는국가가지원

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고 40

대·50대·60대는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응답이각각45.4%, 43.9%, 74.2%로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 비중의 차이는 있었지

만노후준비는전적으로본인이준비해야한다

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가

보험료를지원할경우이에대한정책효과가크

게나타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5)

한편노후준비를하는데있어중요하다고생

각되는수단에대해연령별로살펴보면30대는

저축이 40.0%로 가장 높았고 40대·50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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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별로분석한결과이므로소득이낮은취약계층의경우이보다정책호응도가낮을가능성이높음.

표 3. 노후준비주체(연령별)

(단위: %, 명)

구분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합계

(응답자수)

45.4

45.4

43.9

74.2

45.2

(1,368)

3.9

3.5

4.9

3.2

4.1

(123)

47.7

41.4

43.4

22.6

43.8

(1,326)

0.4

0.6

1.4

0

0.8

(24)

2.6

9.0

6.4

0

6.1

(185)

0

0.1

0

0

0.1

(1)

전적으로본인
주로본인

나머지자녀

주로본인

나머지국가
자녀및가족 국가 기타

자료: 윤석명외(2011)의 실태조사결과에입각하여분석한결과임.

표 4. 노후준비수단(연령별)

(단위: %, 명) 

구분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합계

(응답자수)

30.9

40.6

52.8

50.0

41.8

(1,264)

13.0

11.5

8.5

0

10.9

(329)

40.0

34.3

29.7

40.6

34.6

(1,047)

14.3

9.0

5.8

0

9.5

(287)

0.1

2.9

1.4

0

1.5

(46)

1.6

1.8

1.7

9.4

1.8

(54)

국민연금 민간연금 저축
부동산및

주식투자

자녀부양에

의존
기타

자료: 윤석명외(2011)의 실태조사결과에입각하여분석한결과임.



대는 국민연금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각각

40.6%, 52.8%, 50.0%의 응답자가인식하고있

었다. 30대의 경우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려는

인식이높은것으로보인다. 

2) 근로빈곤층의노후준비실태및인식

본절에서는근로빈곤층즉사회보험사각지

대로불려지는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의노

후준비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윤석명 외

(2011)의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조사결과를분

석하였다. 윤석명 외(2011) 실태조사에서 임금

근로자는상용직1,310명, 임시직332명, 일용직

374명으로 조사되었고,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

주는96명, 자영업자는596명으로나타났다.

이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시직·일용직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안

정적인 상용직과의 비교를 통해, 비임금근로자

인자영업자는고용주와의비교를통해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노후준비 여부를 살펴보면 상

용직과 고용주는 각각 97.7%, 91.8%가 노후준

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임시직은

59.6%, 일용직은 25.0%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66.2%가 노후준비를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노후를준비하는주체에대한인식

을 조사한 결과, 임시직과 일용직은 주로 본인

이준비하고나머지는국가가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각각40.5%, 47.5%로가장높게나타났

고 그 외에 상용직, 고용주, 자영업자는 전적으

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자는 노후

준비를주로본인이준비해야한다고인식하고

있지만 일정부분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있었다.

한편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임

시직과 일용직은 저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고 그 외에 상용직과 고용주, 자영업자

는 국민연금을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았다.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또한 국민연금을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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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후준비여부(종사상지위별)

(단위: %, 명)

구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하고있음

97.7

59.6

25.0

91.8

66.2

2.3

40.4

75.0

8.2

33.8

100.0(1,310)

100.0(332)

100.0(373)

100.0(97)

100.0(596)

하지않고있음 합계(응답자수)

자료: 윤석명외(2011)의 실태조사결과에입각하여분석한결과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보험료를 납

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한것으로보인다.

이상의실태조사결과가시사하는바와같이

상당수국민들이자신의힘으로노후를준비하

여야한다고생각하나, 본인의힘만으로노후준

비가어려울경우국가의도움이필요하다고응

답하고있어정부의취약계층에대한보험료지

원정책은상당한타당성을확보하고있다고판

단된다. 이와함께연령이높아질수록국민연금

제도를중요한노후준비수단으로인식하고있

다는점에서취약계층에대한정부의보험료지

원방안은상당한설득력이있는정책수단이될

것으로추정된다. 

3) 국민연금가입현황

국민연금의가입자추이와규모를살펴보면,

2011년 8월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는 약

1,961만명이며, 이 중 당연적용 대상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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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후준비주체(종사상지위별)

(단위: %, 명)

구분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전적으로

본인

47.8

34.2

37.5

58.3

52.1

3.7

5.4

5.1

4.2

2.8

45.2

40.5

47.5

37.5

41.4

0.7

1.2

1.3

0

0.5

2.5

18.6

8.6

0

3.0

0

0

0

0

0.2

100.0(1,309)

100.0(333)

100.0(373)

100.0(96)

100.0(597)

주로본인

나머지자녀

주로본인

나머지국가
자녀및가족 국가 기타

합계

(응답자수)

자료: 윤석명외(2011)의 실태조사결과에입각하여분석한결과임.

표 7. 노후준비수단(종사상지위별)

(단위: %, 명) 

구분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국민연금

47.7

36.9

32.1

43.9

39.3

10.4

7.3

12.8

12.2

13.4

28.7

39.6

43.0

36.7

34.9

10.1

6.6

9.4

6.1

11.6

0.1

8.5

2.7

1.0

0.3

3.1

1.2

0

0

0.5

100.0(1,310)

100.0(332)

100.0(374)

100.0(96)

100.0(597)

민간연금 저축
부동산및

주식투자

자녀부양에

의존
기타

합계

(응답자수)

자료: 윤석명외(2011)의 실태조사결과에입각하여분석한결과임.



장·지역가입자)는 1,941만명(전체가입자의

99%)이다. 가입자규모는1999년4월도시지역

확대적용시약200만명이증가하였고이후조

금씩의증가추세가이어지고있다. 당연가입자

는통계청이파악하고있는우리나라총경제활

동인구(2011년8월기준으로약2,213만명6)) 대

비87.7%에상당하는규모이다.

3. 취약계층별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안

1) 정부의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및

사용자에대한보험료지원사업(안)

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

로자와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미가입

자에대한가입을촉진하자는취지에서정부는

2012년부터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및사용

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

였다. 사업개요를살펴보면10인미만사업장의

최저임금 120%(월 125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

업주에대하여임금수준에따라기여금과부담

금을차등지원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최저임

금미만(월104만원) 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자

와사용자부담분각각에대해1/2을지원하고,

최저임금 120% 이하(125만원) 근로자에 대해

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 각각에 대해 1/3

을지원하는내용이다. 

2012년 2월부터 16개기초단체에서준비사

업을 시행한 후 2012년 7월부터는 전국을 대

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에 2,075억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에 3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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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경제활동인구수(15~64세)는 2,523만명이나, 국민연금 당연적용가입자의 가입가능연령인 59세와 비교하기 위해 경제활동인

구수역시 59세까지만반영함.

표 8. 국민연금의가입자추이와구성

(단위: 천명)

연도별

1988.12

1995.12

2000.12

2005.12

2009.12

2010.12

2011.08

총가입자

(가+나+다+라)

4,433

7,497

16,210

17,124

18,624

19,229

19,610

4,431

7,432

16,095

17,074

18,547

19,089

19,410

4,431

5,542

5,676

7,950

9,867

10,415

10,806

-

1,890

10,419

9,124

8,680

8,674

8,605

-

1,890

2,038

1,969

1,925

1,952

1,953

-

-

8,381

7,155

6,755

6,723

6,651

1.4

49

34

27

36

90

141

0.3

16

80

24

41

49

58

당연적용

가입자수(가+나)

사업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

계(나) 농어촌 도시

임의

가입자(다)

임의계속

가입자(라)

자료: ‘국민연금공단(2011), 2011년 8월 기준국민연금월별통계자료, http://www.nps.or.kr/’에서 2011년 11월 인출.



원, 관련제도 시행에 필요한 운영비 199억원

등 총 2,654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경우 106만명, 고용보

험의 경우에는 131만명에게 보험료가 지원될

전망이다.

2)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7)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00%를

가입자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

은 지역가입자, 특히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

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

료부담이과중하다고느낄수밖에없다. 상황

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저소득순수지역가입

자의 경우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취

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들 집단이 정부의 보험료 지

원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판단 하

에저소득지역가입자를대상으로본인부담보

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살펴

보고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대상

은소득신고자(농어민국고보조금대상자제외)

중 현행 신고소득체계를 바탕으로 일정소득수

준 이하인 자들로 선정한다. 소득신고자 3,734

천명(2011년8월기준)에서농어민국고보조대

상자257천명8)을제외한3,478천명을모집단으

로하여보험료지원선정기준에따라대상자규

모및소요재원을추정하였다. 

보험료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120%)으로한정할경우대상자규

모는 277천명(소득신고자 3,478천명의 8%)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본인 소득의

4.5%)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소요재

원을살펴보면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277천명

에게지원할경우83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

정된다. 

한편실제소득활동을하고있었음에도그동

안에는납부예외자로빠져있었던자가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소득신고자로 전환할

가능성이있는데, 이처럼보험료지원제도도입

시납부예외자규모가축소되는경우를고려할

필요가있다. 이러한가능성을반영하여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소득신고자

증가분을고려하여보험료지원대상자및소요

재원을추정해보도록한다.

보험료지원제도도입이전납부예외였던자

가 지원제도 도입이후 납부자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부예외자 4,870천명(2011년 8월 기준)

중실제로소득활동을하는자의비중을 29%9)

로 가정한다. 또한 납부예외자 중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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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하 내용은 윤석명 외(2009)에서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최근 실적자료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였음. 근로

빈곤층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술한“윤석명·신화연(2011).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취약계층 보

험료지원방안”을참고하기바람.

8) 전체 농어민국고보조대상자 289천명 중사업장가입자 32천명을제외한지역가입자는약 257천명임(2009년 5월 기준).

9) ‘국민연금연구원(2008). 2008년 국민연금지역가입자실태조사보고서’참조



자영업자일것으로추정되므로, 이들의근로행

태를반영하여1년간평균8개월간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논거를 반영할 경우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시 기존 납부예외자

4,870천명 중 19%10)가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

는것으로가정할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을고

려할경우차상위계층에대한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시 보험료지원 대상자는 약 376

천명(기존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

277천명+ 납부예외자였던자중보험료를납

부하는자99천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경

우 1,13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

고있다.

4. 요약및정책적시사점

자영자등비공식적인분야의비중이높은우

리나라의특성상저소득층에대한보험료지원

방안마련시직면하게되는문제들이적지않을

것이다. 첫째는 실제로 취약계층이 누가 될 것

인가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지원대상 취약계

층중우선순위를설정할경우어떠한방식으로

순위를결정할것인가의문제가대두될수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제일우선적으로보험료지

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대한파악의어려움과파악한다할지라도지속

되는관리상의어려움등으로인해보다관리가

수월한집단에게보험료지원의우선순위가부

이달의초점 _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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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연금연구원(2008). 2008년 국민연금지역가입자실태조사보고서’참조

표 9. 국민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수(지역가입자중심으로)

(단위: 천명)

보험료지원대상

최저생계비553천원이하소득계층

차상위계층664천원이하소득계층

현재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만

고려할경우

104

277

보험료지원제도로인해예상되는

납부자증가를고려할경우

139

376

자료: 윤석명·신화연(2011) 전게서

표 10. 국민연금보험료지원소요재원(지역가입자중심으로)

(단위: 십억원)

보험료지원대상

최저생계비553천원이하소득계층

차상위계층664천원이하소득계층

현재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만

고려할경우

25

83

보험료지원제도로인해예상되는

납부자증가를고려할경우

34

113

자료: 윤석명·신화연(2011) 전게서



여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에게 보험료

를지원할경우소득파악이어려운우리의현실

에서소득하향신고유인이높아진다는점도감

안하여야할사항이다. 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

하고취약계층을그대로방치할경우노후빈곤

으로 연결되어 근로기간의 소득양극화가 노후

에까지연결될수있다는점에서저소득층에대

한보험료지원은적절한정책방향이라고판단

된다.

다행인것은정부도최근들어이같은문제의

식을공유하여취약계층에대한사회보험료지

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정

부의대책마련에도불구하고아쉬운대목은보

험료지원이사업장근로자에게국한되고, 저소

득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은

유보되었다는점이다. 자영자에대한정확한소

득파악의어려움등으로인해자영자에게보험

료 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득 하향신고 등

예상치못한부작용등이발생할것을우려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는 되나, 평균적으로 자

영자의 소득수준이 낮고 보험료도 본인이

100%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영자에 대한

대책도서둘러마련되어야할것이다. 

현재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대한보험

료지원제도의본격적인시행을앞두고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미가입된또는보험료를납부하

지않고있는취약계층이보험료를납부하는기

제로 작용하는 대신,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저소득층의보험료감면제도로전락할가

능성에대한우려를들수있다. 보험료지원제

도를 도입하였음에도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

대를축소하는기능이제한적일경우동제도에

대한정부의추진동력이상당부분약화될수밖

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

부의보험료지원제도가실질적인의미에서제

도의도입취지를충분히살릴수있도록소득파

악인프라구축및이를통한효과적인제도운

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저소득 자영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EITC) 도입은더이상미루어서는안되는사안

인듯싶다. 많은논란에도불구하고저소득자

영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가도입될경우저소

득층의소득파악관련인프라가획기적으로개

선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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