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트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 70%대 진입 눈앞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재

했다. ▲ 1∼3급은 60만원에서 80만원 ▲ 4∼9급은 45만원에서 60

활 서비스 제공 및 공단 취업 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 신설을 통

만원 ▲ 10∼12급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해 지난해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 68.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과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이는 전년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재활지원팀을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했다. 재활지원팀은

공단은 산재 노동자가 치료 후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

서울, 원주, 부산, 창원, 인천, 수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에 있다.

도록 개인별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 초기부터 제

이밖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노동

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인증병원에서 집중 재활 치

자에게 최적의 재활 서비스를 추천하는 ‘지능형 재활 지원시스템’

료를 하고, 산재관리 의사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 복귀까지

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최상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 테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노동자의 나이 및 상병, 상병부위, 장

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 노동자는 공단 취업 전담조직인

해정도, 직종, 고용 형태, 임금 등을 분석해 직업 복귀 취약 정도를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 성공패키지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발생하는 11만여명의 산재 노동자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에게 직업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

공단은 올해도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

공지능 도입 후에는 이 시스템의 추천을 통해 최적의 직업 복귀

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먼저 대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올해 1월부터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심경우 이사장은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산재 노동

이 선진국 수준인 70%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재 노동

자 치료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자에게 최적의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지원한다.

다”고 말했다.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 직장에 복귀 시켜 고용을 유지하
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 복귀지원금도 13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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