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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 추진배경
- 상병수당 제도는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1883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다수의 복지국가들이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성격을 달리
하면서 오랜 변천의 역사를 거쳐 왔음. 그 과정에서
해당 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무수한 시행착오 및 제도
개선을 쳐왔음.
-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복지
국가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고,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함.
○ 추진기간 : 2022.01.01. ~ 2022.12.3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총사업비 : 85백만원
○ 주요내용
- 미국 상병수당 제도별(PFML(PF/PM), PSL) 도입
배경 및 경로, 현황을 담은 심층 분석
- 미국의 두 주 (메사추세츠와 콜로라도 혹은 워싱턴)의
상병수당의 도입 과정 및 제도 내용을 제도의 현황/
역사/대상자/부과 및 급여/다른 제도와의 연계 등과
관련한 분석틀에 따라 분석
○ 추진경과
- `21년 1월 :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조사
- `21년 3월 : 연구수요조사
- `21년 4~6월 :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연구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21년 7월 : 20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안) 제출
- `21년 8월 : 기재부 정부예산 심의 및 확정
- `21년 12월 :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연구심의위원회

심의·확정, 2022년도 최종사업계획서(안)
제출
- `21년 12월 : 국회 정부예산 심의 및 확정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기태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이태수 원장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연구 총괄 및 조사
설계, 정책 제언‧대안
부연구위원 ‘22.1.1～12.31 제시
‧미국 상병수당 제도
분석

연구책임자

김기태

(관련자 및

참여연구원

강희정

선임
연구위원

업무분담 내용)

참여연구원

김현경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고한수

교수

참여연구원

정찬업

박사

참여연구원

이경민

박사

사업수행자

수행기간

참여연구원

김태근

교수

참여연구원

김예슬

연구원

‧미국 사례를 통한 한국 상
병수당 제도 설계 및 제언
‧미국 사회정책 맥락 안
‘22.1.1～12.31
에서의 상병수당 분석
‧미국의 상병수당 제
‘22.1.1～12.31
도별 정리
‧미국의 상병수당 사례
‘22.1.1～12.31
연구(워싱턴)

‘22.1.1～12.31

‘22.1.1～12.31

‧미국의 상병수당 사례
연구(메사추세츠)

‧미국 사회정책의 패러
‘22.1.1～12.31 다임 변화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
‧연구 진행 전반 행정 진
‘22.1.1～12.31
행 및 선행연구 분석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고한수 교수(George Mason University)
- 이경민 박사(World Bank)
- 정찬업 교수(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김태근 교수(Adelphi University)
○ 선행 연구 및 정책 자료 분석

○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의 상병수당 제도 관련 논의
추진실적

- PS(Paid Sick Leave)
- PFML(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 Short-term Disability
- Disability Insurance

○ 미국 내 현지연구진 섭외 완료 및 전체 연구진회의 개최를
통한 각 주별 유급병가 제도 분석을 위한 분석틀 논의

○ 5월초 원고 의뢰 완료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