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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산재장해등급이 산재이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산재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산재장해등급이 산재이후 소득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해자의 취업 

및 자영업 등 재해자의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과 산재연금 및 일시금수입인 산

재소득으로 구분하였으며,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산재소득만을 합산하였다.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근로소득은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즉, 중증일수록 근로소득이 낮았다. 

산재소득은 1∼7등급과 8∼9등급 집단이 13∼14등급과 무장해 집단보다 높았

으며 총소득은 8∼9등급이 13∼14등급 집단보다 높았다.

산재이후 장해등급별, 경제활동유형별로 평균소득과 근로자 평균임금을 비

교 분석한 결과 장해등급별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8 ~ 9등급)을 제외한 

모든 장해등급 진단의 소득이 정규근로자 평균임금에 비하여 낮았으며, 경제

활동유형별로는 원직장복귀자를 제외한 원직장외경제활동, 비경제활동자의 평

균소득이 정규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았다.

이처럼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종결이후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산재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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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사고나 질병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016년 

90,656명 그리고 2017년 89,848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는 직·

간접적으로 정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유발하는

데, 최근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무려 약 20조원이나 된

다(전영환 등, 2015). 또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상

실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해 또는 장애를 야기한다(이정화

와 신슬비, 2017). 이는 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

치고, 가구생계에 대한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이정화와 신슬비, 2017).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상실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해 또는 장애를 야기한다(이정화와 신슬비, 2017). 이는 재

해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가구생계에 대한 위

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이정화와 신슬비, 2017).

특히 장애발생시 장애의 발생과 이에 수반된 좌절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

응상의 어려움은 산재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곤란을 야기한다(김희영, 

2007). 이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제한 때문에 직장이나 직무를 바꾸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 장해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정호,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당면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즉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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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인데, 2007년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산재근로

자의 산재 후 소득이 전국 근로자 평균임금의 82% 수준으로 소득보전 정도가 

아직은 불충분한 상태이다.

특히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면 장애로 인해 타직장에도 

취업하기 어렵고 이전에 받았던 임금수준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

이 높아지므로(임예직, 2015) 원직장 미복귀자에게 장해급여 등 산재소득은 

소득보전을 위하여 더욱 중요하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장해에 관한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원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산재근로자의 복귀형태와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연구』 등 산재장해근로자의 직장복귀, 삶

의 질 문제에 치우치거나 산재장애인이 아닌 전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던 만큼 산재장해와 소득문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소

득수준 및 그 차이를 알아보고 장해등급과 재해이후 경제활동유형이 산재이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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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업무상재해를 경험한 이후 2012년도에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82,493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크기 2,000명(산재장해인 1,650, 비장해인

350명)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패널 조사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패널조사자 

2,000명 중 4차까지 추적조사 되었던 1,6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자료가 부족한 72명을 제외한 총 1,5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21.0 PC)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근로자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별 총소득 및 재해 이후 경제활동유형별 

총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해등급, 재해 이후 경제활동유형,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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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소득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변수

(1) 종속변수 :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              

(2) 독립변수 : 산재장해등급, 재해 이후 경제활동유형 

다. 변수의 정의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사고·질병, 요양기간, 장해유무를 

일반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2) 산재장해등급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라고 하며(산재보상보헙법), 산재장해등급은 

제1급 ~ 14급으로 구분되고, 장해없음 등 총 15개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1 ~ 7등급, 8 ~ 9등급, 10 ~ 12등급, 13 ~ 14등급, 무장해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3) 재해 이후 경제활동유형

산업재해이후 요양 종결자의 경제활동유형을 원직장복귀, 원직장복귀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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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 비경제활동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가) 원직장복귀                

     

       산재패널 1차 ~ 4차 조사에서 요양종결 이후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으로 복귀한 상태로 모두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원직장복귀

로 정의하였다,

                           

  (나) 원직장외 경제활동                

      

      산재패널 1차 ~ 4차 조사에서 원직장복귀한 또는 비경제활동으로 응

답하지 않은 유형으로 재취업자,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다) 비경제활동

                

       산재패널 1차 ~ 4차 조사에서 무급가족종사자1), 실업자2) 또는 비경

제활동3) 상태로 모두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제활동으로 정의하였다.

1)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

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

2) 실업자 : 지난주 또는 지난 4주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

3) 비경제활동 : 지난주 수입이 되는 일이나 무급가족종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

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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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가) 근로소득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소득 및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나) 산재소득                

   

   산재연금(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 소득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다) 총소득                

   

    근로소득과 산재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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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이 1,196명(82.8%)으로 ‘여성’249명(17.2%)보다 많았다. 

연령은 ‘50세 이상’이 948명(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세 ~ 

49세’309명(21.4%),‘39세 이하’188명(13.0%)순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632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학 

~ 중졸’ 582명(40.3%), ‘대졸 이상’231명(16.0%)순이었다. 사고/질병은

‘사고’가 1,322명(91.5%)으로 ‘질병’123명(8.5%)보다 많았다.

요양기간은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604명(41.8%)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343명(23.7%), ‘3개월 이하’ 226

명(15.6%), ‘9개월 초과∼1년 이하’ 122명(8.4%), ‘1년 초과∼2년 이하’

112명(7.8%), ‘2년 초과’ 38명(2.6%)순이었다.

장해유무는‘있다’가 1,191명(82.4%)으로 ‘없다’254명(17.6%)보다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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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196 82.8%

여성 249 17.2%

연령 39세 이하 188 13.0%

40 ~ 49세 309 21.4%

50세 이상 948 65.6%

최종학력 무학 ~ 중졸 582 40.3%

고졸 632 43.7%

대졸 이상 231 16.0%

사고/질병 사고 1,322 91.5%

질병 123 8.5%

요양기간 3개월이하 226 15.6%

3개월초과~6개월이하 604 41.8%

6개월초과~9개월이하 343 23.7%

9개월초과~1년이하 122 8.4%

1년초과~2년이하 112 7.8%

2년초과 38 2.6%

장해유무 있다 1,191 82.4%

없다 254 17.6%

전체 100.0%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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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 차이 중 근로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적을수록 높았다. 또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았

다.

산재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총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총소득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학

력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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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평균 표준편차 F/t(p)

성

별

남성 3,232 1,906.65 

2.022
*

472 1,088.18 

7.486
***

3,549 2,034.67 

4.581
***

여성 3,092 2,286.27 210 478.05 3,219 2,304.73 

연

령

39세 이하 3,504 1,965.44 

16.596
***

419 1,062.04 

0.359

3,845 2,079.18 

22.458
***

40세 ~ 49세 3,252 1,757.12 449 1,008.52 3,562 1,873.21 

50세 이상 3,103 2,053.85 424 1,009.05 3,365 2,155.29 

최

종

학

력

무학 ~ 중졸 2,650 1,768.03 

183.731
***

424 1,003.47 

1.210

2,925 1,894.21 

182.220
***

고졸 3,419 1,969.97 448 1,050.71 3,716 2,074.62 

대졸 이상 3,960 2,098.06 390 956.82 4,276 2,191.88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4년간 평균 연소득 (단위 : 만원)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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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등급별 산재이후 소득

장해등급별 산재 후 4년간 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해등급별 평균 연소득(4년간)

장해등급별 산재 후 4년간 소득 중 근로소득은 무장해가 가장 근로소득이 

높았으며, 1∼7등급 집단이 가장 근로소득이 낮았다. 산재소득은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산재소득이 높았다. 총소득은 8∼9등급 집단이 다른 장해등급 집단

보다 총소득이 높았다. 

구분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1∼7등급 2,549 1,397.73 

12.094
***

1,648 1,935.17 

278.414
***

3,465 2,282.06 

6.487
***

8∼9등급 2,988 1,888.96 1,047 1,836.90 3,886 2,276.81 

10∼12등급 3,185 1,981.73 489 903.35 3,529 2,067.44 

13∼14등급 3,257 1,957.29 163 315.08 3,353 1,960.72 

무장해 3,431 2,097.78 58 484.68 3,479 2,142.16 

표 4. 장해등급별 평균 연소득 (단위 : 만원)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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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등급별 원직장복귀자의 평균 연소득(4년간)

장해등급별 원직장복귀자의 산재 후 4년간 소득 중 근로소득은 무장해가 가

장 근로소득이 높았으며, 1∼7등급 집단이 가장 근로소득이 낮았다. 산재소득

은 1∼7등급과 8∼9등급 집단이 13∼14등급과 무장해 집단보다 산재소득이 높

았다. 총소득은 8∼9등급과 10∼12등급 집단이 13∼14등급 집단보다 총소득이 

높았다.

구분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1∼7등급 3,061 1,391.76 

6.746
***

1,103 1,205.39 

46.735
***

4,164 1,725.04 

6.286
***

8∼9등급 3,651 1,982.68 978 1,788.86 4,561 2,373.34 

10∼12등급 3,911 1,991.77 531 1,026.29 4,437 2,153.62 

13∼14등급 3,709 1,887.68 181 358.01 3,875 1,880.35 

무장해 4,275 2,212.17 48 315.57 4,323 2,252.20 

표 5. 장해등급별 원직장복귀자의 평균 연소득 (단위 : 만원)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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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해등급별 원직장외경제활동자의 평균 연소득(4년간)

장해등급별 원직장외경제활동자의 산재 후 4년간 소득 중 근로소득은 1∼7

등급 집단이 다른 장해등급 집단보다 낮았으며, 산재소득은 장해등급이 높을

수록 산재소득이 높았다. 총소득은 8∼9등급과 1∼7등급 집단이 10∼12등급, 

13∼14등급, 무장해 집단보다 총소득이 높았다,

구분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1∼7등급 2,562 1,295.64 

3.346
*

1,427 2,158.52 

134.388
***

3669 2,544.76 

6.841
***

8∼9등급 2,862 1,833.53 994 1,814.37 3732 2,239.82 

10∼12등급 2,960 1,926.17 468 856.82 3269 1,941.12 

13∼14등급 3,065 1,926.73 153 294.76 3142 1,917.69 

무장해 3,146 1,962.23 32 343.04 3178 1,989.81 

표 6. 장해등급별 원직장외경제활동자의 평균 연소득 (단위 : 만원)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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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해등급별 비경제활동자의 평균 연소득(4년간) 

장해등급별 비경제활동자의 산재 후 4년간 소득 중 산재소득은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산재소득이 높았다. 총소득은 8∼9등급 집단이 10∼12등급, 13∼14

등급, 무장해 집단보다 총소득이 높았다. 

구분

근로소득4) 산재소득 총소득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1∼7등급 2,163 1,439.02 

2.143

2,012 1,891.29 

39.279
***

3,060 2,159.78 

3.457
**

8∼9등급 2,482 1,722.77 1,349 1,981.69 3,537 2,117.57 

10∼12등급 2,376 1,611.61 507 819.39 2,592 1,709.61 

13∼14등급 2,920 2,295.87 168 287.46 2,896 2,335.05 

무장해 2,401 1,693.70 444 1,557.67 2,712 2,136.60 

표 7. 장해등급별 비경제활동자의 평균 연소득 (단위 : 만원)

**p<.01, ***p<.001

4) 비경제활동자도 설문 응답시점 외 경제활동으로 발생된 일용, 임시 근로소득 존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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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

2013년 ~ 2016년 4년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3,267만원이었으며, 정규근

로자는 평균 3,784만원으로 비정규근로자 평균 1,666만원보다 높았다.

동기간 장해등급별 총소득 평균 3,494만원으로 8∼9등급 평균 3,886만원으

로 가장 높았으며, 10∼12등급 평균 3,529만원, 무장해 평균 3,479만원, 1∼7

등급 평균 3,465만원, 13∼14등급 평균 3,353만원 순으로 높았다.

동기간 경제활동유형별 총소득 평균 3,494만원으로 원직장복귀자 평균 

4,23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원직장복귀외경제활동자 평균 3,264만원, 비경

제활동 평균 2,897만원 순으로 높았다.

장해등급별 총소득과 고용형태별 근로자 평균임금과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해등급 1∼7등급 4년 평균 총소득은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보다 높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정규근로자 평균보다 낮았지만

(p<.05), 비정규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았다(p<.001). 장해등급 8∼9등급 4년 

평균 총소득은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보다 높았으며(p<.001), 정규근로자 평균

보다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비정규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았다(p<.001). 장해등급 10∼12등급  4년 평균 총소득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보다 높았으며(p<.001), 정규근로자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p<.001), 비정규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았다(p<.001). 장해등급 13∼14등급 4

년 평균 총소득은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정규근로자 평균보다 낮았지만(p<.05), 비정규근로

자 평균보다는 높았다(p<.001). 장해등급 무장해 4년 평균 총소득은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보다 높았으며(p<.001), 정규근로자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p<.001), 비정규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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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유형별 총소득과 고용형태별 근로자 평균임금과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를 살펴보면, 원직장복귀자의 4년 평균 총소득이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보

다 높았으며(p<.001), 정규근로자 평균과 비정규근로자 평균보다 높았다

(p<.001). 원직장외경제활동자의 4년 평균 총소득은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보

다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p>.05), 정규근로자 평균

보다는 낮았지만(p<.001), 비정규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았다(p<.001). 비경제

활동자의 4년 평균 총소득은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과 정규근로자 평균보다 낮

았지만(p<.001), 비정규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았다(p<.001).



- 17 -

구분 세부사항 4년 평균 전체 정규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고용형태별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3,267

3,267 3,784 1,666 정규근로자 3,784 

비정규근로자 1,666 

장해등급별 총소득 전체 3,494 8.510*** -10.836*** 68.422***

1∼7등급 3,465 1.613 -2.595* 14.644***

8∼9등급 3,886 5.965*** .980 21.403***

10∼12등급 3,529 6.276*** -6.094*** 44.582***

13∼14등급 3,353 1.823 -9.189*** 35.922***

무장해 3,479 3.237** -4.654*** 27.673***

경제활동유형별
총소득

전체 3,494 8.510*** -10.836*** 68.422***

원직장복귀자 4,236 18.790*** 8.764*** 49.840***

원직장외
경제활동자

3,264 -.077 -16.090*** 49.508***

비경제활동 2,897 -4.408
***

-10.565
***

14.658
***

표 8. 고용형태별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 (단위 : 만원)

* 고용형태별 근로자 평균임금(2013년 ~ 2016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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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해등급, 경제활동 유형,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이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β
Std.

Error

표준화

베타
t p

(상수) 3220.278 235.354 　 13.683 .000

장해등급 -129.425 24.501 -.068 -5.282 .000

경제활동
(원직장복
귀자기준)

원직장외
경제활동자

-800.231 58.607 -.185 -13.654 .000

비경제활동 -1125.354 99.532 -.160 -11.306 .000

성별 (여성기준) 18.444 69.831 .003 .264 .792

연령 -33.695 27.939 -.018 -1.206 .228

최종학력 444.022 29.092 .225 15.262 .000

R²=0.107, 수정된 R²=0.106, F=121.778*** 

표 9.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장해등급, 경제활동 유형, 일

반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장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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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높을수록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원직장복귀자에 비해 원직장이외의 경제

활동자나 비경제활동자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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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산재근로자의 소득은 임금 및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과 장해연금, 상병보상

연금, 일시금 등의 산재소득으로 구성된다. 산재근로자에게 중증장해가 발생

하여 직장복귀가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상

실된 소득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산재소득이 적절히 보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소득수

준 및 차이를 조사하여 산재장해등급이 산재이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총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성별, 최

종학력과 연령이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는 기존의 연구(김도형, 2010)와 일치하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원직장복귀

율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이주환, 2011)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판단된다.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즉 장해가 

중증일수록 산재이후 근로소득은 낮았다. 이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노동시간과 시간당 소득이 함께 감소한다는 선

행연구(Jenkins와 Rigg ,2004; Meyer와 Mok, 2013)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이

주환(2011)의 연구에서 산재환자의 장해등급이 11~14급인 환자에 비해 1~7급

인 환자의 직장복귀율이 1/10로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직장복귀율이 낮다는 연

구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산재장해등급별 산재소득을 살펴보면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산재소득이 높

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지급체계에 따른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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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일시금)가 근로소득의 감소에 따른 생활안정과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소득보전급여(서병수, 2016)이므로 근로능력의 상실에 대응되는 산재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로 풀이된다.

산재장해등급별 총소득을 살펴보면 장해등급 8 ~ 9등급이 높았다. 총소득은 

산재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장해등급이 높은 근로자는 산재소득이 

높지만 근로소득이 낮아서 총소득은 낮아진다. 반면에 장해가 낮은 경우 산재

소득이 낮아서 총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각 등급별로 총소득이 고르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한 산재소득이 각 장해등급에 소득보전이 적

절하게 대응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총소득과 근로자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장해등급 8 ~ 9

등급 집단을 제외한 모든 장해등급 집단이 정규근로자 평균임금 3,784만원보

다 낮았고 13 ~ 14등급은 88.8% 수준이며, 전체로는 92.4% 수준이었다. 이는 

배문선(2016)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평균소득이 비장애인에 비해 18.3%가량 낮

으며, 장애등급별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평균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박은주(2014) 연구에서 산재근로자의 약 

29%는 재해이후 소득이 하락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상태가 다소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아울러 전체 장해등급 

산재이후 소득이 정규근로자 대비 92.4% 수준으로 근로복지공단(2007) 조사에

서 근로자 평균소득의 82% 수준보다 향상되었으나, 정규 근로자 평균임금에 

부족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산재보험 소득보전의 한계점

으로 사료된다.

산재이후 경제활동유형별 총소득과 근로자 평균임금을 비교한 결과 경제활

동유형 중 원직장복귀자를 제외한 원직장복귀외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유형에

서 모두 정규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소득수준이 낮았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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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직장복귀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로서 원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재취업이나 창업보다 익숙한 직무환

경과 동일한 임금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아 장기근속의 효과가 있다(이상

진, 2010)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실태 

조사결과(근로복지공단, 2009) 원직장복귀가 산재장해근로자의 가장 큰 취업

경로로 확인되는바 원직장복귀를 보다 더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자료에 산재 발생 이전소득에 관한 데이터가 없어 산재 발

생 이후 소득과 직접비교가 어려워 산업재해로 야기된 소득상실에 관한 정확

한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재 근로자의 장해등급별 그

리고 경제활동유형별 소득과 근로자평균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산재소득 확인과정에서 연금 및 일시금소득의 이자소득 반영을 배제

함으로써 현재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소득수준 

및 격차를 확인하였고 장해등급별, 경제활동유형별로 근로자평균임금을 비교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소득보전기능에 있어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재해 

이후 근로자에게 원직장복귀가 경제수준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인 

점을 확인한 바 원직장복귀에 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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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산재장해등급이 산재이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

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이후 총소득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

을수록 소득이 높았다.

둘째, 근로소득은 산재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즉 장해가 중증일수록 산재이

후 근로소득이 낮았다. 산재소득은 산재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산재이후 산재

소득이 높았다. 총소득은 산재장해등급 8 ~ 9등급 집단이 높았는데, 장해등급

이 높은 경우 근로소득이 낮아서, 장해등급이 낮은 경우 산재소득이 낮아서 

총소득은 낮아진다. 또한 각 등급별로 총소득이 고르지 않고 차이가 있었다.

셋째, 산재이후 소득과 근로자 평균임금을 비교한 결과,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총소득과 근로자평균임금을 비교한 결과 장해등급 8-9

등급을 제외하고 모든 장해등급 집단에서 정규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았으며 

장해등급별로 더 큰 격차가 있었다. 

경제 활동유형을 원직장복귀자, 원직장외경제할동, 비경제활동 등 3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고, 각 경제활동유형별 총 소득과 동시기 근로자평균임금을 비

교한 결과, 원직장복귀자를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유형에서 총소득이 정규근로

자 평균임금보다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소득, 산재소득 및 총소득에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있었다. 장해등급·경제활동

유형별로 총소득과 근로자 평균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산재보험 소득보전 기능

에 있어 한계점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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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dustrial Disability 

Ratings on Income after Industrial 

Accidents

Young Hun Kw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industrial disability ratings can affect later income after the 

industrial acci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ose who finished 

rehabilitation after occupation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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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and Methods : The study analyzed the panel data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from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The paper 

classified into categories of labor income, compensation pension, and 

lump sum income from industrial accident. The gross income adds up only 

the lump sum amount of industrial accident income and labor income.

Result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abor income, 

industrial accident income, and gross income depending on the level of 

industrial disability rating. The higher the degree of disability was, 

the lower the earning income. Income from industrial accidents was 

higher in groups 1 to 7 and 8 to 9 compared to that of groups 13 to 14 

or those not disabled. Gross income was higher in groups 8 to 9 than 

for groups 13 to 14.

After comparing average income of workers who suffered from industrial 

accidents by disability ratings and by type of economic activity, 

average income of workers diagnosed with all disability ratings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at of normal workers, except those who had 

highest average income (8~9 grade).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comparison based on the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the average 

income of those who moved to other workplaces or were not working had 

lower average income than that of normal workers, but those who 

returned to original workplace after accidents did not show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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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nclusion : As such, there was a difference in income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disability and the type of economic activity after 

suffering from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the study on the 

measures for income conservation of the workers who suffered from 

industrial accidents is called 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