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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A
강원도 ▲▲시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B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6. 2. 진폐증이 진단되어 진폐장해 제13급 판정을 받고
(이하 “최초 요양”이라 한다) 2009. 11. 13.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이하 “재요
양”이라 한다) 중인 사람으로 2020. 4. 22. 처분청에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이하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 지급에 적용할 평균임금을 최초 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휴업급여 등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 5. 11. 청구인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
는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
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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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진폐근로자는 2008. 7. 1. 전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 7. 1.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 등을 받았으나, 2008. 7. 1. 이후 재
요양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7. 1. 법률 제8694호로 개정

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구법과 신법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법”이
라 한다)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

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에 따른 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 지급액보다 적어 요양이 필요할 만큼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진폐근로자에게 단지 재요양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평하
지 못한 대우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폐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합
리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청구인이 재요양 당시 평균임
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구법에 따라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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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직업력 통합조회상 1993. 6. 28.부터 1994. 6. 30.까지
약 1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3. 6. 2. 진폐증이
진단되어 진폐장해 제13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9. 30. 57,223원 25전을 평균임
금으로 하여 장해보상일시금 5,665,1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09. 11. 13. 무직 상태에서 재요양 대상으로 진단되어 신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2020년 기준 약 49,086원)1)을 산정받고 있다.
3) 청구인은 2020. 4. 22. 처분청에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적용할 평균임금을
최초 요양 당시 평균임금(57,223원 25전)을 증감한 금액(2020년 기준 약 73,721원)2)으
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휴업급여 등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20. 5. 11. 청구인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
는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5) 구법 제39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근
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었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산정 기준 시점은
1) 8,590원(2020년 1일당 최저임금액)×8시간(근로시간)×50/70(산재보험법 제55조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감액률)
2) 103,210원(청구인 주장에 따른 최초 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2020년까지 증감한 금액)×50/70(산재보험
법 제55조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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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는 판
결3)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2007. 12. 14.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신법 제
56조와 제69조에 위 판결이 반영되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재요양하
는 경우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휴업급여 등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신법 제56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신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되, 위 방식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
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중증요양상태 등이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
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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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보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법 부칙(2007. 12. 14., 이하 같다) 제1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신
법은 2008. 7.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신법 제56조 및 제69조는 2008. 7.
1.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청구인이 재요
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구법에 따라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08. 7. 1. 이후 재요양을 시작하였으므로 신법 제56조와 제69조 적용
대상이고, 신법 제56조 제2항과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휴업급여 등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
금이 없었던 점, ②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등 산정 기준 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
었다고 확정된 날’이라는 판결4)이 지속되었고, 이를 반영한 신법 제56조와 제69
조에서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구법 제39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신, 최저임금액을 기초
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08. 7.
1. 이후 재요양한 청구인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신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휴업급여 등을 산정하
여야 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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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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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2008. 7. 1.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
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
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
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
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1.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
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후

1일당
1일당
1일당
1일당
1일당

지급액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 지급액

(이하 생략)

×
×
×
×
×

66/70
62/70
58/70
54/70
50/70

○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
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
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 7 -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
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이하 생략)
○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1.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
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중증요양
상태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연령
61세

평균임금 × (329/365 - 0.04) 평균임금 × (291/365 - 0.04) 평균임금 × (257/365 - 0.04)

62세

평균임금 × (329/365 - 0.08) 평균임금 × (291/365 - 0.08) 평균임금 × (257/365 - 0.08)

63세

평균임금 × (329/365 - 0.12) 평균임금 × (291/365 - 0.12) 평균임금 × (257/365 - 0.12)

64세

평균임금 × (329/365 - 0.16) 평균임금 × (291/365 - 0.16) 평균임금 × (257/365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 0.20) 평균임금 × (291/365 - 0.20) 평균임금 × (257/365 - 0.20)

2.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
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
3.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
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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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
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
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
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
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이하 생략)
[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7. 12. 1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조(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
한다.
②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
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제9조(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08. 7. 1.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9조(휴업급여)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
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
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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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
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제47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후 2
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
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상병보상연금
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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