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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초했던 요소비용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반면, 기술우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저임금을 무기로 한 중국, 태국 등
신흥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의 수출시장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부문의 고용이
1991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력의 人文化, 高學歷化, 여성화, 고령화 등이 급진전되면서 생산직 인력의 구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계 고학력자의 구직난이 병존하는 勞動力 需給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직업안정망을 확충하여 求人者와 求職者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줌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적재적소에 취업하여 그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취업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예산의 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轉職訓練의 실시등을 통하여 생산성이
낮은 斜陽産業部門의 인력을 생산성이 높은 成長産業部門으로 실업의 발생 없이 재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안정망을 통한 조기재취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고용보험제도로서 정부는
1995년 중에 이의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과도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는 도입단계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용보험제도의 모형개발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1992년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기관확충 및
고용보험추진계획」에 따라 1992년 5월 18일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된 것으로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수록한 종합보고서이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 委員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고용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조정사업과 기업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개발사업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柳吉相
연구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10개장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 중 제3장을 제외한
9개장은 유길상 연구조정실장이 작성하였으며, 제3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의
魚秀鳳동향분석실장이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전체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원고를 작성해준 柳吉相, 魚秀鳳 박사에게 謝意를
표하며 그동안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진행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준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자료정리를 담당한
한국노동연구원의 趙文姬․朴点淑 연구조원, R.A. 洪美淑, 李賢珠, 李知姸양에게 감사하며 편집
및 교정을 담당한 朴贊暎 출판팀장을 비롯한 출판팀의 수고에 치하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골격을 이루어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정착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1993年 9月
雇傭保險硏究企劃團
團長金大模

<要約>
Ⅰ.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1. 雇傭保險制度의 槪要
o 雇傭保險制度란 失職勤勞者에게 失業給付를 支給하는 傳統的 意味의 失業保險事業 외에
積極的인 就業斡旋을 통한 再就業의 促進과 勤勞者의 職業安定 및 雇傭構造改善을 위한
雇傭安定事業, 勤勞者의 能力開發事業등을 相互連繫하여 實施하는 社會保險制度 임.

2. 雇傭保險制度의 發展過程
o 雇傭保險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勞動組合을 中心으로 失業에 對備한 勤勞者들의 自主的
共濟制度로 出發
o 20세기에 들어와 大量失業의 發生으로 失業問題가 社會問題化되면서 失業救濟에 대한
國家責任論이 대두되었으며, 1905년 프랑스에서 세계최초의 失業保險制度가 立法化되어 勞組의
自主的 失業保險基金에 國庫에서 補助金을 支給
o 社會保險方式에 의한 强制的 失業保險制度는 1911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9년의 世界大恐慌을 계기로 普及 擴散
o 初期의 失業保險은 消極的인 失業給與에 그쳤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大量失業問題가
解消되고 雇傭構造變化에 따른 摩擦的․構造的 失業問題가 勞動政策의 課題가 됨에 따라
雇傭安定, 雇傭促進 및 能力開發事業 등을 竝行하는 積極的 人力政策 차원의 雇傭保險으로
轉換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雇傭保險制度의 發展過程

3. 雇傭保險制度의 實施現況
o 雇傭保險制度는 他社會保險制度에 비해 導入時期가 늦고 實施國家도 制限的임.
o 雇傭保險制度의 實施國家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 雇傭保險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産業化가 충분히 이루어져 慢性的인 雇傭不安이 解消되어야
保險財政의 安定을 기할 수 있으며,
- 保險事故인 失業을 어느 정도 豫防하고 治癒할 수 있는 職業安定網의 擴充과 職業訓鍊制度의
定着 등이 先行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 크게 기인함.

<표 1> 사회보험제도 실시현황

Ⅱ. 最近의 雇傭動向과 問題點

1. 經濟活動人口 增加勢 鈍化와 勞動力不足
o 經濟活動參與者의 꾸준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人口構造의 변화와 高學歷化로 經濟活動人口의
증가율은 둔화
<표 2>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o 반면에 勤勞時間은 法定勤勞時間의 短縮, 勞動運動의 活性化, 所得水準의 增加 등으로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표 3>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

○ 이에 따라 90년대에 들어 生産職 勞動力不足 現象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표 4> 상용근로자 부족률 추이

2. 製造業 就業者의 減少와 經濟의 서비스化
○ 農林漁業分野의 就業者는 감소추세 持續
○ 産業構造調整과 省力化 등으로 제조업부문의 취업자는 1991년 4/4분기 이후 持續的으로 減少
○ SOC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60%를 上廻

<표 5>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표 6>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3. 産業構造變化와 經濟成長 鈍化에 따른 雇傭不安의 增大
○ 産業構造變化와 景氣沈滯에 따라 휴폐업으로 인한 失職者가 다수 발생하면서 雇傭不安에 대한
憂慮 擴散

<표 7> 휴폐업에 따른 실직근로자 발생추이

○ 景氣不振에 따른 中小企業의 休廢業增加와 함께 대기업을 중심으로 減量經營이 확산되면서
剩餘勞動力에 대한 雇傭調整이 본격화되어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가 1991년 이후
감소추세

<표 8>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 추이(비농전산업)

○ 이에 따라 1992년 이후 失業率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실업률은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2.6%에 이를 展望

<표 9> 연도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 그러나 失職勤勞者에 대한 生活安定對策은 미흡한 실정

<표 10> 실직근로자의 생계유지방법

4. 人力需給의 不均衡과 職業安定機能의 脆弱
○ 生産職 人力의 不足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勞動市場 여건과 乘離․硬直된 人力政策으로
인하여 15∼24세 연령계층의 人文系 高學歷者의 就業難은 深化되어 높은 실업률을 示顯

<표 11> 연령계층별․학력별 실업률 추이

○ 그러나 人力需給調節機能과 就業斡旋機能을 수행할 職業安定機關은 극히 취약하여 앞으로도
기업규모별․직종별․학력별 人力需給不均衡은 지속될 展望

<표 12> 우리나라 공공직업안정기관 현황

Ⅲ. 勞動市場 問題解決을 위한 雇傭保險制度의 導入 必要性

1. 雇傭調整의 圓滑化와 經濟의 效率性 提高
○ 減速成長과 開放化․自動化․省力化․情報化의 급진전 및 賃金上昇 등에 따라
産業構造調整이 加速化되면서 雇傭調整의 必要性 擡頭
― 産業構造調整過程에서 構造的 失業增大 憂慮
― 業種轉換 등으로 企業內部的 雇傭調整 必要性 增大
○ 雇傭保險制度의 도입으로 雇傭調整 圓滑化와 轉職訓練을 통한 人力의 效率的 活用 必要

2. 職業安定機能의 活性化와 人力需給의 圓滑化
○ 우리나라는 勞動市場의 屬性을 무시한 채 機械的인 人力需給 展望에 입각하여 人力需給計劃을
樹立해 온 결과 人力需給의 不均衡이 深化되고 있음
― 人力需給不均衡에 따른 經濟的 損失이 GDP의 5∼6%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産業間․地域間․規模間 效率的 再配置와 遊休人力의 活用을 통한 國際競爭力 强化가
國家의 重大課題로 擡頭
○ 雇傭保險制度의 도입으로 勞動市場情報를 원활히 提供할 수 있는 職業安定網을 近代化하여
勞動市場의 柔軟性(labor market flexiblity)을 强化해야 市場機能에 의한 人力需給의 圓滑化가 可能
― 구인․구직자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상담하여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유도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조절기능 강화
― 240여만 명에 달하는 遊休人力에 대한 職業相談 및 就業斡旋으로 이들의 勞動市場 參與를
誘導하고 人力不足을 緩和

3. 職業訓鍊의 活性化와 競爭力 强化
○ 事業內訓練 義務制度하에서 硬直化된 訓練政策으로 기업은 形式的인 職業訓鍊을 實施
― 훈련실시기업이 훈련의무업체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른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업은 자발적 훈련 대신 훈련분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이를 準租稅로 인식
○ 雇傭保險制度의 도입으로 事業內 職業訓鍊 促進의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職業訓鍊이 기업의
競爭力 强化에 直結될 수 있도록 請究
― 事業內 職業訓鍊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필요에 따른 自律的인 훈련실시 유도
― 敎育․訓練과 勞動市場의 連繫를 强化하여 不必要한 勞動移動을 감소시키고 직장의 定着性

提高

4. 失職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再就業의 促進
○ 최근 景氣沈滯와 産業構造調整過程에서 雇傭不安이 가중되고 있으나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制度的 裝置는 결여
○ 따라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失業給與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雇傭保險制度의 導入 必要

5. 南北統一에 對備한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推進
○ 獨逸은 東西獨 統一 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雇傭調整 및 失業問題를 雇傭保險制度를 통해
解決해 가고 있음.
○ 雇傭保險制度의 도입으로 우리 나라의 勞動市場體系를 굳건히 해야 統一에 따른 經濟․社會的
費用 및 混亂의 最少化 可能

Ⅳ.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實施方案

1. 制度의 基本骨格
○ 우리나라의 雇傭保險制度는 失職者에 대한 失業給與 支給이라는 事後救濟的 次元에 그치지
않고 失業의 豫防, 人力需給의 圓滑化, 雇傭構造의 改善, 職業訓鍊의 活性化 등 積極的
人力政策과 연계하여 생산적 근로복지의 구현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制度的 裝置로 機能할 수
있도록 설계
○ 人力의 形成․配分․活用․保存의 제기능이 有機的으로 연계되도록 설계

[그림 2]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基本構圖

○ 우리나라 雇傭保險事業의 槪要

2. 制度의 類型
○ 包括的 適用範圍를 가지는 强制的 雇傭保險制度를 導入

<표 1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3. 適用範圍
가. 雇傭情報提供 및 就業斡旋事業의 適用範圍
○ 모든 求職者, 豫備求職者 및 事業者
나. 雇傭情報提供 및 就業斡旋事業을 除外한 適用範圍

○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 적용제외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年金 등 별도의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으므로 적용 제외
―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 : 소득파악 및 실업 입증의 곤란 등으로 적용 제외
― 60세 이상인 자 : 國民年金의 보호대상이므로 적용 제외
○ 行政能力과 保險財政 安定을 감안한 제도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적용 제외
―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 당연적용대상 이외의 사업장 및 근로자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 가능

* 少數意見으로 5인 이상 사업장 및 그 근로자로 하자는 의견과 150인 이상 사업장 및 그 근로자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대상업종에 있어서도 제도시행 초기에는 계절성이 강한 건설업 및
농림수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多數意見은 건설업 및 농림수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대신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제외 및 실업급여의 요건강화를 주장함.
* 우리나라 社會保障制度의 적용범위 확대 추이
― 産災保險 : 상시 500인(1964)→100인(1967)→10인(1982)→5인(1988)
― 醫療保險 : 상시
500인(1977)→300인(1979)→16인(1982)→5인(1988)→농어촌지역(1988)→전국민(1989)
― 國民年金 : 상시 10인(1988)→5인(1992)
― 最低賃金 : 상시 10인(제조업, 광업, 건설업)(1988)→10인(전업종)(1989)
<표 14>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근로자수 (1992)

<표 15>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수 (1992)

4. 雇傭安定事業

가. 雇傭情報提供 및 就業斡旋
○ 최근 우리나라는 求人難과 就業難이 공존하는 勞動力需給 不均衡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 둔화, 고학력화 및 교육의
人文化에 따른 생산직 노동공급의 감소, 근로시간의 단축 등이 진행되고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産業構造의 高度化, 技術進步 및 自動化에 따른 노동수요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 職業安定機能이 취약하여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인력수급을 市場機能에 따라 해결하게
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미흡하여 경직적인 인력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國立職業安定機關은 지방노동관서 職業安定課 등 52개소에 불과함.
― 국립직업안정기관의 종사자는 327명으로서 독일의 9만명, 일본의 1만 5,000여명에 비해 크게
부족
― 國立職業安定機關의 취약으로 취업자의 2%(일본 20%, 독일 30%)만이 公私직업안내소를
통하여 취업하며, 취업자의 약 60%가 求職費用과 期間이 많이 소요되는 친구․친지의 소개 등에
의존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표 Ⅳ-4).

<표 16>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구직방법

― 이러한 구직방법은 適性, 技能, 作業環境과의 不調和로 인한 빈번한 離職을 초래하여 (표 16)
摩擦的 失業과 人力不足을 深化시키고 근로자의 熟練形成과 勞動生産性 向上의 沮害要因으로
作用

<표 17> 실업자가 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

○ 따라서 雇傭保險制度 실시와 동시에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고용주 및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희망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상담 및 소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장탐색 및 채용비용을 최소화하고 市場機能에
의한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를 도모
― 각급 학교, 각종 협회 등의 무료직업안내소, 전국 시․군․구 취업알선 창구, 각급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과 公共職業安定所를 연결한 廣域職業情報網 構築
― 특히 실업률이 높은 15∼24세 연령계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지도 및 직업훈련지도를 위해 각 공공직업안정소에 청소년 취업지도
專擔窓口와 非正規勤勞者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개설
○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실직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의 求職登錄을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하고, 雇傭保險 적용대상 사업장의 고용주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당해 직원에 대한 使用者負擔 雇傭保險料의 일부를 減額함.
― 프랑스는 실업자의 求職登錄義務 및 고용주의 缺員通知義務가 있고, 독일도 실업자의
구직등록의무가 있음.
나. 雇傭調整支援
○ 우리 경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의 外延的 量的 성장에서 성장내용의 質的 內實化를
위한 産業構造調整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속에서도 일부기업에서는
잉여노동력이 발생하는 등 雇傭不安 要因이 상존하고 있음.
○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동시에 整理解雇를 통한 잉여노동력 정리가 촉진될 것이나 整理解雇를
통해 실업에 이르지 않고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배치하도록 유인할 경우 실업예방과 雇傭調整의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변화, 기술혁신,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사업활동의
축소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 轉職에 필요한 敎育訓練을 시켜 새로운
부문에 배치전환했거나 재취업시킨 사업주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고용보험 재원에서 雇傭調整支援金으로 지급
― 교육훈련비용 : 훈련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지급
― 훈련기간중의 임금 : 임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지급

다. 高齡者 및 障碍人 雇傭促進
○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의 유지․확대를 위해 직종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업장 및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정부의 義務雇傭比率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일정액의 장려금 지급
라. 主婦勞動力 雇傭促進
○ 주부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직종을 개발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일정액의 獎勵金 支給
○ 주부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탁아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시설비의 일부를 長期低利 融資
○ 산후휴가 종료후 유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育兒休職制度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 지급
― 일본은 육아휴직자 1인당 15만엔(중소기업 20만엔) 지급
마. 特定不況業種 및 地域의 雇傭開發 促進
○ 勞動部長官이 지정한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시설 및 설비를 新築․增築․購人 또는 임차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상용근로자로 고용하여 고용불안지역의 고용기회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해
일정액의 장려금 지급

5. 能力開發事業

가. 職業訓鍊의 與件變化
○ 지금까지 직업훈련은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養成訓練에 중점을 두어 왔음.
― 사업내 훈련에 있어서는 향상․재훈련 및 전직훈련의 비중이 52.5%에 이르고 있으나
공공훈련과 인정훈련은 양성훈련에 치중되어 있음(표 Ⅳ-6).
○ 그러나 人口構造의 變化와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養成訓練 對象資源이 1992년의 32만명
내외에서 1995년 이후에는 10만명 내외로 急激히 減少할 전망이고(표 Ⅳ-7), 技術進步에 따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向上訓練 需要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의 직업훈련은
新規人力에 대한 養成訓練 需要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勤勞者에 대한 向上訓練과 轉職訓練
需要, 女性․高齡者 및 障碍人에 대한 職業訓鍊 需要는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雇傭保險制度의 實施는 실직자에 대한 轉職訓練 需要 및 在職勤勞者에 대한
향상․재훈련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므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공업계 高等學校
擴充과「2＋1」시스템의 도입, 大學 및 專門大의 入學定員 擴充 등을 고려할 때 養成訓練 需要는
크게 감소될 전망.
― 1995년 이후 생산직 직종에 대한 養成訓練 수요는 매년 4만 4,000명, 向上訓練 需要는 13만
7,000명, 재직근로자의 轉職訓練 需要는 6,000명, 실업자 중 전직훈련 대상자는 2만 7,000명

내외로 전망됨.
○ 이상과 같은 직업훈련 여건변화에 맞추어 고용보험제도내에서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함.

<표 18> 훈련과정별 기능사 훈련실적(1991)

＜표 19> 양성훈련대상 인력자원의 추정

나. 能力開發事業의 內容

(1) 사업내 직업훈련의 지원
○ 사업내 직업훈련은 현재 義務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실시 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 약
16.1%, 훈련비용 기준으로 약 57.1%에 그치고 있음.
- 의무훈련제도 적용산업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서비스업 중 염색업, 세탁업, 수선업
- 의무훈련제도 적용업체 : 전년도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단, 건설업은 전년도
공사실적액 50억 65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1993년 현재 기업의 직업훈련 의무실시비율은 임금총액의 0.673%로서 산업별․규모별로
차등화되어 있음(표 Ⅳ-8).
- 1992년의 職業訓練義務額은 3,417개 업체의 1,895억원이며, 이 중 훈련실시업체는 16.1%인
551개소에 불과하였으며, 훈련비용 기준으로는 1,082억원(57.1%)을 훈련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13억원(42.9%)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

<표 20> 기업규모별 훈련의무비율

<표 21> 기업규모별 사업내훈련 실시계획(1993년 신고현황, 잠정)

○ 이와 같이 침체되어 있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職業訓練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유인체계로 전환하여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훈련과정, 훈련직종, 훈련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준
이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여
직원훈련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유도
【제1안】事業內 訓練의 完全自律化
-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자발적인 훈련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 지원
- 능력개발사업부문의 保險料率은 사업주에게만 徵收

< 제1안의 논거>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훈련방법, 훈련과정, 훈련기간 등을 自律的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活性化가 가능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에도 훈련의무제도가 지속될 경우 雇傭保險料와 訓練分擔金의
이중부담으로 기업부담 과중
․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기업의 競爭力 强化를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것임.

【제2안】사업내 직업훈련을 자율화하되 일정규모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훈련의무 부여
-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자발적인 훈련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雇傭保險基金에서 訓練費用 支援
- 다만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職業訓練義務를 부과하고 훈련실시의 경우 훈련비용만큼
고용보험료에서 공제하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부담 고용보험료를 가산하여 징수
- 能力開發事業部門의 보험요율은 사업주에게만 징수

<제2안의 논거>
․기본적으로 제1안의 논거에 찬성하나 일시에 훈련을 자율화할 경우 사업내 직업훈련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훈련의무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견은 장기적으로 제1안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제2안도
무방하다는 견해임.
(2) 中小企業의 職業訓練에 대한 特別支援
○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在職勤勞者 및 新規採用職員에 대한 직업훈련수요는 더욱 증가 전망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독립된 訓練施設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위탁훈련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중소기업이 公共職業訓練機關, 事業內 職業訓練機關, 認定職業訓練機關, 技術系
私設學院 등에게 신규채용근로자 또는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훈련생을 파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중 훈련생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보조

(3) 勤勞者의 生涯職業能力開發 支援
○ 勞使協議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생활 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친 근로자의 能力開發을 誘導

<지원대상 경비>
․기업내에서 실시하는 집체훈련의 운영비
․기업외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의 위탁훈련비
<지원대상 교육훈련>
․전문직 知識 또는 技能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훈련
․技術進步등에 대한 적응력을 증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配置轉換에 따라 새로운 직무를 맡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기타 근로자의 職業能力을 開發․向上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
<지원대상 근로자>
․35세 이상인 재직근로자
(4) 기능개발센터의 사업비 지원
○ 民間職業訓練 支援을 위하여 현재 24개 공공직업훈련원에 기능개발센터를 設置․運營하고
있으나 센터전담요원이 52명(1개소당 2.2명)에 불과하고 예산지원이 미흡하여 그 기능이 취약한
설정임.

- 기능개발센터는 직업훈련시설 설치에 대한 諮問, 職業訓練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직원,
직업훈련교재 및 보조자료 대여, 직업훈련 정보제공, 직업훈련종사자에 대한 능력개발사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및 기능사 통신훈련 등 민간직업훈련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기능개발센터가 그 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개발센터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기능개발센터가 단기 향상․재훈련 및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5)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기관의 직업훈련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기관(YMCA 등)이 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
보조

6. 失職勤勞者의 生活安定事業

가.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의 종류
○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과 직업훈련 수강을 용이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어 다음의
4가지 급여를 지급

나. 失業給與(求職活動手當)
1) 수급요건

가) 被保險雇傭期間의 만족
○ 일반적으로 기본급여(구직활동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실질적 일정기간 동안(기준기간 : base period)
- 정해진 기간(피보험고용기간)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保險料를 납부해야 함.
○ 기준기간 및 피보험고용기간은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이직형태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직이
잦은 特定集團에 의한 빈번한 급여신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기준기간과 피보험고용기간의 차가 클수록 계절적 실업자에 의한 급여남용 가능성이 커짐.
- 피보험고용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신청 용이

<표 22> 주요국의 실업급부 신청요건으로서의 기준기간 및 피보험고용기간

○ 우리나라의 경우
- 선진국에 비하여 근로자의 平均勤續年數가 현저히 짧고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피보험고용기간이 짧을 경우 수급자격자 量産으로 보험재정수지 악화 우려

<표 23> 주요국의 근로자 평균근속기간(제조업 기준)

- 검토안

<제1안의 논거>
․계절적 취업자 등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남용 방지
<제2안의 논거>
․실직자의 보호에 충실
*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견은 제1안을 지지

나) 실직 즉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행할 것
다) 다음과 같은 缺格事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적합한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의 거부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극적 구직활동의 결여
․피보험고용기간이 충족되기 이전의 再失業
․부정한 급여신청

* 일부 西歐國家에서는 노사분쟁으로 인한 일시휴업의 경우도 급여제한 사유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법체계상 노사분쟁으로 인한 일시휴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으로 인하여
급여신청자격 자체가 없음.
2) 실업급여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
○ 失業給與 缺格事由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 기간은 급여납용방지로 성실한 전체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과 실직근로자 당사자가 받게 될 不利益을 균형있게 감안하여 결정

<표 24> 주요국의 실업급여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 기간

○ 우리나라는 不正受給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 해당시는 그 시점부터 失業給與
禁止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급지뿐만 아니라 기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과 형사고발 조치

3) 실업급여수준
가) 실업급여수준 결정방법
○ 실업급여수준의 결정방법으로서는 크게 定額制와 定率制로 구분될 수 있음.
- 정액제는 모든 실업자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저임금계층의 근로의욕 저하와 고임금계층의 불만이 있을 수 있음.
- 정률제는 실업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수준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임금상승과 연계시킬 수
있으나, 高所得階層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임금수준과 물가수준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되 급부수준의
上限을 설정함으로써 정률제의 문제점을 방지

○ 정률제의 경우에도 下厚上薄의 원칙에 입각하여 賃金階層別로 차등화 하는 국가도 있으나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도입 초기에는 저임금계층에 의한 실업급여의 남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制度定着시까지는 임금계층에 관계없이 同一給與率을 適用
나) 급여수준
○ 실업급여 및 보험료산정 기준에 되는 임금
- 실업급여 및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保險料率 및
給與率이 결정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고용보험요율 산정기준을 賃金總額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실업방생전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중 초과근무수당, 휴가비,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租稅 및 社會保險
醵出料를 공제한 純所得(Pauschalisiertes Nettoarbeitsentgelt)을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産災保險制度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은 임금총액으로, 급여의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國民年金制度에서는 표준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보험료 산정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피보험자기간으로 계산된 최후의 3∼12개월을 검토(일본은 6개월
기준)
․실업급여 및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액은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액(1993년 현재 200만원)으로 함.

* 소수의견으로 각종 급여의 산정기준은 통상입금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견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개정시 임금의 개념이
합리적으로 규정되면 이를 준용하기로 함.
○ 失業給與 水準
- 선진국의 실업급여수준은 실업발생전 임금의 50∼70%가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法定退職金制度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업발생전 임금의 50%로 함.

<표 25> 주요국의 실업급여 수준

○ 失業給與에 대한 課稅與否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일본, 독일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함.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도 소득의 일부분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이 합리적이나 우리나라는
社會保障 受惠에 대한 非課稅가 일반화 되어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17조, 국민연금법 제55조)
관련법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때까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 검토.

4) 失業給與期間
가) 대여기간

○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발생 당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발생 후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설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待機期間의 설정은 초기에는 급여자격의 심사를 위한 시간확보가 주목적이었으나 전산화가
발달된 현재는 실업급여 남용방지에 주목적이 있음.

<표 26> 주요국의 실업급여 대기기간

○ 대기기간은 최근 짧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法定退職金制度가 있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실직시 1개월 이상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退職金으로 받게 되므로
대기기간은 2∼4주로 함.
나) 실업급여기간
○ 主要國의 失業給與 支給期間
- 被保險雇傭期間에 따른 差等化國家 : 오스트리아(12∼30주), 그리스(2∼5개월),
스위스(85∼250일) 등
- 被保險雇傭期間 및 年齡에 따른 差等化國家 : 독일(4∼32개월), 일본(90∼300일),
프랑스(3∼60개월) 등
- 單一期間 採擇國家 : 영국(52주), 미국(26주), 스웨덴(300일), 캐나다(25주)
○ 우리나라는 장기근속과 기업내 숙련형성 등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피보험고용기간과
피보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2개안을 검토

<제1안>

- 제1안의 논거
․피보험고용기간뿐만 아니라 年齡 등 就業難易度 등까지 고려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부합
․피보험고용기간에 따른 급여기간의 차등폭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

<제2안>

- 제2안의 논거
․피보험고용기간과 실업급여기간을 연계하여 保險財政에의 기여도에 따라 급여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論理的으로 妥當
*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多數意見은 제1안을 지지
○ 실업급여를 고의로 자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급여기간은 가장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은 날 이후의 피보험고용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
○ 失業給與 支給對象日
- 일본은 週 7일, 벨기에․덴마크․영국 등은 週 6일, 스웨덴․핀란드는 週 5일을 所定給與日數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요일도 有給休日로 하고 있으므로(勤基法 §45) 일요일과 공휴일도
所定給與日數에 포함.
다. 職業訓練手當
○ 雇傭保險制度는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실직자에 대한 早期再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職業訓練이 필요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斡旋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職業訓練手當을 失業給與의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은 훈련기간중 1일 590엔의 직업훈련수강수당을, 인력부족이 현저한 직종의 경우에는 월
2,000엔의 특정직종수당을, 훈련기간중의 통근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의 통근수당을 ,
직업훈련기간 동안 가족과 별거하여 생활하는 경우 월 9,700엔의 기숙수당을 지급함.
○ 우리나라도 실직자의 職業訓練受講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기본급여의 소정급여 지급기간 동안 직업훈련수당을 지급
- 훈련생에게는 일정액의 훈련수당 지급
- 인력부족이 심각한 3D직종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는 기본훈련수당액을 일정비율(예 :
50%) 가산
라. 早期再就職手當
○ 실업급여 需給資格者가 대기기간 경과후 소정의 실업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Bonus
Payment로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예 : 일본, 미국의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 早期再就業手當 支給要件
- 재취직일 현재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두었을 것

-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했을 것
- 동일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자가 아닐 것
- 과거 5년대에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실업발생전의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속했을 것
- 대기기간 경과후에 취직했을 것
-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따라 취직했을 것
○ 早期再就業手當의 支給額
- 소정급여일수 중 잔여급여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날짜분에 대한 기본급여액
- 2년 이내에 재실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 반환
마. 訓練延長給與
○ 失職者가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이수하여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정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基本失業給與를 支給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그 기간이 1년
이내의 것에 한함)을 받는 경우 ① 직업훈련을 수강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30일 한도),
②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 및 ③ 수강종료후 취직시까지의 기간(30일 한도)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지급
바. 不正受給 防止를 위한 制度的 裝置
○ 전술한 부자격요건 해당자에게는 실업급여 금지
○ 조기재취직에 대한 Bonus Payment로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 근로자 解雇率과 연계한 經驗料率制度(experience rating system)도입
- 勞使談合에 의한 실직사유의 허위기재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 실업발생 실적에 따라 사용자부담
경험요율을 차등화하는 經驗料率 採擇(예 : 미국)
○ 적극적 구직활동의 立證責任을 실직자에게 부과(예 : 1989년 이후의 영국)
○ 실업급여기간의 산정시 가장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은 날 이후의 기간만을 피보험고용기간으로
산정

7. 所要財源 調達方案
가. 勞․使․政間의 費用分擔 原則
○ 社會保險의 趣旨에 비추어 노․사․정 3者 負擔을 原則으로 함.
-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雇傭調整을 可能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競爭力을 强化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사업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단,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은 정부가 관리운영비로서 부담)
- 직업훈련 등 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費用은 사용자가 부담
- 실직자 生活安定事業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가 2분의 1씩 분담
-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공공직업훈련기관의 設置․運營 및 고용보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외의 신규인력양성비용은 현행과 같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

<표 27>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의 보험료부담 유형별 분포

나. 所要費用 推計
○ 財政收支 推計를 위한 假定

- 실직자생활안정사업은 고용보험제도 시행 1년 후부터 수급자격자가 발생하므로 2차연도부터
지급
-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제도 시행연도부터 추진
- 제도도입 10년 후에 2년간의 실업급여 소요비용이 적립되도록 설계(재정안정을 위한 적정규모)
- 실업급여 지급기간 제1안 가정
- 실질이자율 3%, 실질임금상승률 4% 가정
- 대기기간 2주 가정
○ 所要費用 推計結果
- 고용안정사업 : 연간 1,220억원
- 능력개발사업 : 연간 3,000억원
-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 : 1996년의 2,860억원(실업률 4%, 비자발적 실업자비율 35% 기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표 28>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과 관련한 재정수지 및 주요변수 전망

[그림 3]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의 재정수지 추이전망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35%, 피보험자중 실업자 비율 4% 가정)

[그림 4]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과 관련한 주요변수 전망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35%, 피보험자중 실업자 비율 4% 가정)

다. 雇傭保險料率 推定
○ 雇傭安定事業 및 能力開發事業을 위한 고용보험요율 : 임금총액의 0.74%
○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고용보험요율 : 실업률 및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에 따라
다름(표 29).

<표 29> 실업률 및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에 따른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고용보험요율
추계

○ 노사의 보험료 부담 추정(例)
- 피보험자 중 실업자 비율 4%,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35%를 기준으로 노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의
예를 보면 다음표와 같음.

○ 1993년도 사업내훈련 의무비율(평균 0.673%)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職業訓練分擔金을 고용보험료로 흡수․통합하고, 退職金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할 경우
노사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시행 가능
라. 經驗料率制度(Experience Rating System) 導入
○ 노사담합에 의한 失職事由의 虛僞記載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고용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3년간의 해고근로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고용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經驗料率制度 導入(예 : 미국)
○ 고용보험제도 시행후 3년간의 고용자료를 바탕으로 4년째부터 실시

8. 關聯制度와의 關係
가. 退職金制度와의 關係
○ 퇴직금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년퇴직자에게는 老齡年金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勤續年數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실업급여와의 조정문제가 대두됨.
○ 퇴직금제도와의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제1안 : 雇傭保險制度 導入과 상관없이 法定退職金制度를 그대로 存置
【논거】실업급여는 非自發的 실업자에게만 지급되므로 1년 이상 재직후 퇴직시 지급이
보장되는 퇴직금을 고용보험 도입시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감봉이며 기득권 침해임.

- 제2안 : 법정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되 퇴직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
【논거】퇴직금제도는 실업급여적 성격과 노령연금적 성격이 혼재해 있는바 노령연금적
성격부분이 國民年金 醵出料로 전환된 것과 같이 실업급여적 성격부분은 고용보험료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제3안 :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법정퇴직금제도를 任意制度로 전환하여 企業年金 등의 형태로
발전하도록 誘導
【논거】퇴직금의 법적 강제성이 소멸되더라도 강화된 노동운동을 감안할 때 계속 존속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보험제도가 全無하던 시대에 도입된 법정퇴직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 完備에

따라 勞使協議에 의한 임의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견은 장기적으로는 제3안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제2안을 지지
나. 職業訓練分擔金制度와의 關係
○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견은 고용보험실시와 동시에 현행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을 전면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자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誘因體系(incentive system)로
전환하여야 사업내 직업훈련이 活性化될 수 있다는 견해임.
○ 따라서 고용보험제도 실시와 동시에 직업훈련분담금제도는 고용보험료로 흡수․통합되어야
하며, 현재의 사업내 직업훈련의무비율 상당액이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로 부과됨.
다. 解雇豫告手當과의 關係
○ 解雇豫告手當이 30일분 이상의 通常賃金이기 때문에 解雇豫告手當과 失業給與의 支給을
동시에 받을 경우 解雇豫告없이 解雇당한 勤勞者는 失業後 적어도 1개월 동안은 失業發生前
賃金水準을 上廻하게 되므로 解雇豫告手當을 받는 기간 동안은 失業給與의 支給을 猶豫하도록
雇傭保險法에 規定 必要
-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에서는
解雇豫告手當을 支給받는 동안은 失業給與의 支給이 猶豫되고 있으나, 일본은 解雇豫告手當과
失業給與를 同時에 지급

9. 雇傭保險 管理運營機構
가. 雇傭保險 政策樹立 및 監督機關
○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法令 制定 등 政策樹立과 감독에 관한 사항은 勞動部에서
管掌하되 勞․使․政의 意見이 실질적으로 收斂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나. 雇傭保險 執行機關
○ 어떠한 유형의 雇傭保險執行機關을 선택할 것인가는 고용보험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이와 아울러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봉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도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제1안] 중앙정부형
․ 勞動部 산하에 공공직업안정소를 설치하되 담당공무원은 別途 職列로 하여 전문화함.
․政策樹立과 政策의 一貫性․迅速性․責任性 確保가 가능하나 사업추진의 획일성․경직성
우려
[제2안] 노․사․정 합의체 형태의 인력공단
․현재의 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人力公團을 설치하며
最高意思決定機構로서 노․사․정 합의체의 理事會를 두고 각지역 인력공단 산하에
공공직업안정소 설치
․민주화 추세에 부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노․사․정 대표간의 의견충돌

또는 公團과 政府政策 배치시 사업추진의 지연 및 비능률 우려

<제1안의 논거>
○ 고용보험은 年金․醫療保險 등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순수 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타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경제의 효율성 제고, 고용구조의 개선,
취업기회의 확대,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연계, 인력수급의 원활화 등 國家의 巨視的인
政策目標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업이 중요부분을 차지
- 이와 같은 업무의 성격은 他政府機關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을 요하며, 中央政府의 政策意志가
신속․정확하게 파급될 수 있는 組織類型을 요구
○ 또한 고용보험 업무에는 국가의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소기의 行政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많으므로 民間機構에서 이를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고용보험은 특히 부정한 실업급여 신청, 각종 신고내용의 허위기재에 의한 부정수급 등
'制度惡用의 素地'가 가장 문제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측면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등 규제적 업무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부분을 차지
○ 이러한 業務特性으로 인해 고용보험 업무를 포함한 직업안정조직의 일반감독 및 집행업무를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人力政策은 고용보험제 실시여부에 상관없이 국가의
固有權限이라 할 수 있음.

<제2안의 논거>
○ 雇傭保險 業務는 고도의 전문성과 봉사성이 요구되므로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는 專門機關에서
전문직원이 담당해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 직업훈련기관 및 기능검정기관이 인력공단내에 포함됨으로써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連繫性
確保가 가능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遊休敎師의 활용이 가능
○ 실업급여의 지급과 같은 업무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 不正이 있을 경우 정부의 도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企劃과 監督業務만 담당하여야 함.

*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의견은 상기 제1안과 제2안으로 양분됨.
다. 公共職業安定機關의 設置
○ 雇傭保險制度는 사업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며 빈번하게 근로자 및 사업주들과의
접촉․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국 시․구(140개소)에 職業安定所를 設置하여 전국적인
職業安定網을 構築
- 이 중 15개 시․도에는 代表職業安定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주민․근로자수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한 廣域體制로 運營
○ 전국직업안정소에 배치할 직업안정요원(약 2,370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노동시장, 노동관계법, 노동경제, 직업소개, 노동통계, 고용보험, 카운셀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직업안정 및 취업알선업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느냐의 여부가 雇傭保險制度의
成敗를 좌우할 것임.
- 독일은 3년간 교육훈련 후 一線職業安定所에 배치하고 있음.
라. 雇傭保險에 대한 專擔硏究機關 指定 運營

○ 雇傭保險制度는 經濟與件 및 노동상황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여야 하는 바, 독일은
고용보험관리기구인 聯邦雇傭廳내에「勞動市場 및 職業硏究所」를 두어 지속적인 지원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은「日本勞動硏究機構」에서 지원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人力公團을 설치할 경우에는 公團내에 雇傭保險專門硏究所를 두며, 정부에서 직접
관장할 경우에는 旣存 硏究機關(예 : 韓國勞動硏究院)내에 雇傭保險硏究센터 설치 검토

Ⅴ. 向後 推進計劃
○ 1993년 定期國會에 雇傭保險法案 上程
○ 1994년
- 施行令, 施行規則 및 業務指針 등 制定
- 담당직원 모집, 교육 및 배치, 운영시설 임차
- 적용대상기업 選定 및 電算網 設置 등 행정사항 완비
○ 1995년 : 制度의 實施

第1章
序論
우리나라의 社會保險制度는 1964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시를 효시로 하여 1977년의
公的 醫療保險制度의 실시, 1988년의 國民年金制度의 실시 등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 국가의 4대 사회보험제도인 産災保險, 醫療保險, 國民年金, 雇傭保險 중에서
고용보험제도만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인력수급의 불균형 심화,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능력개발체계의 미정착, 실직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장치의 미흡 등의 문제가
경제사회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1990년대
들어서 증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1년 8월 23일에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1) 1992년 3월 9일에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게 하고,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연구를
수행하도록 의결하였다.2)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대학교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雇傭保險硏究企劃團을 1992년 5월 18일 발족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발족당시는 29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형개발연구반 등 4개 연구반과
총괄조정반을 두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모형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각 연구반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친 각 연구반별 회의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勞․使․政 등
관련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에 관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공식견해를 정리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지난 1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이 바로 앞의 要約篇의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한 것이 이 보고서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제2장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외국의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제도가 경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개관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함으로써 제4장 이하의 고용보험제도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과 부합된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 제9장까지는 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단순한 실업급여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체계에 있어서도 실업급여에 앞서서 雇傭安定事業과
能力開發事業을 각각 제5장과 제6장에서 먼저 다루고 제7장에서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고용정책의 보험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방법도
제8장에서는 고용보험제도 관리원영기구에 제8장에서 다루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관련제도와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8장에서는 관련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제9장에서는 고용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에 대한 외국의 예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고용보험 행정기구의 설치방안을 논의했다. 제10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었을 경우 노․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종합된 의견을 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의견이며 정부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정부의
의뢰를 받아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는
정부에서 雇傭保險法案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가 공식적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公聽會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고용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석1) 경제기획원․노동부,『고용보험제도의 도입등 직업안정제도의 확충방안』, 1991. 8. 23.
주석2) 경제기획원․노동부,『직업안정기관 확충 및 고용보험추진계획』, 199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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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制度의 意義와 外國의 動向

第 1 節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社會保險制度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리가 이루어져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이 되며 대량의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遊休勞動力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키게 된다. 또한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민 소비수요의 감퇴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
경쟁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산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 실업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失業保險制度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숙됨에 따라서 대량실업의 위험은 크게 감소한 대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을 원활히 지원하는 문제가 경제의 효율성 유지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구인자와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摩擦的 失業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등에 따른 고용조정을 원활히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제도의 범위내에 포함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서 필요한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근로자 능력개발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고용보험제도라고 부르고자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험사업을 포함하며
실업보험제도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보험사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고용정책의 보험화로 효율적인 고용정책 추진의 계기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失業保險(unemployment insurance)이라는 용어외에 雇傭保險(employment
insurance)이라는 용어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외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적인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며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와 같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인 1980년대초까지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제5차 經濟司會發展 5開年計劃을 立案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제국에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같은 대량실업사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순수실업 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실업급여 중심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만 실시할
경우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실업보험제도를 職業訓鍊制度는 물론 적극적인
就業斡旋을 포함한 고용안정제도와 연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그 명칭도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데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1980년대초부터 정부에서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보다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등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실제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질병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질병보험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도 다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므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도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第 2 節 雇傭保險制度의 發展過程

1. 勞動組合의 自主的인 失業共濟基金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중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失業共濟基金制度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말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失業共濟基金制度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서구제국의 주요 도시에서 실시되면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방법이 실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충분한
실업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가입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는
실업공제기금에의 가입을 기피하였고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만이 주로
가입하고 있어 실업공제기금의 재정난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말에는 실업공제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93년 스위스의 베른(Bern) 시는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의 임의적인 실업공제기금에 보조를
하면서 노동조합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자는 실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스위스의 다른 도시는 물론 프랑스, 독일 등에도 파급되었다.
한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실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용자에 의한 失業救濟制度가 일부 기업에서
실시되었다.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보다
늦게 발족되었으며,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였다.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실업구제제도는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점차
소멸하였으나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의 원리가 강제적
사회보험방식인 실업보험제도에 傅受되어 아직도 실업보험료의 부담을 전액 사용자만 부담하고
있다.

2. 失業共濟基金에 대한 政府補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원래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임의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오늘날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세기 들어 1970년까지 실업보험제도를 立法化한 프랑스(1905년), 노르웨이(1909),
덴마크(1907년)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의보조원칙을 구체화한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 프랑스는 1905년 4월 22일에 제정된「프랑스 財政法」에
의해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한 노르웨이는 1906년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정부보조금 비율을 1908년에는 3분의 1까지, 1915년에는 2분의 1까지
증액하였다.
1910년대에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의 전통이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1916년), 핀란드(1917년), 스페인(1919년) 등
3개국이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는 현재에도 그 유형이 남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3개국에서는 노동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社會保險方式의 失業保險制度
노동조합에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1911년 영국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실업보험의 비용을 노․사․정 3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국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에이레(1911년), 이탈리아(1919년)의 실업보험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많은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에는 벨기에(1920년), 스위스(1924년) 등 2개국은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오스트리아(1920년), 불가리아(1925년), 독일(1927년), 유고슬라비아(1927년) 등은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련은 1922년에 제정된 노동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1930년 10월 9일의
법률개정에 의해 실업보험제도가 폐지되었다. 한편 룩셈부르크(1921년)는 저소득실업자에 대해
국가 재정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失業扶助制度(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을 도입하였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심각한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였으며
많은 나라는 실업자의 보호를 조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1934년에는 國際勞動機構(ILO)가「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보장하는 협약」(제44호 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적 또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수급요건 및 급여기간에 관한 최저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1934년에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1932년에 위스콘신 주에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각 주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해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1937년까지 모든 주에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1935년에
연방의회가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고용 및 사회보장법안」을 가결하였으나 캐나다의 최고
재판소는 동법에 규정하는 사항은 州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법의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1937년에 각 주의 동의를 얻어 1940년에 모든 주가 동의한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다.
194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실업에 대비하여 많은 국가가
실업보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스는 1945년에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1947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1951년에 국가 부담에 의한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고 1958년에는 종래의 자주적인
실업보험제도를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4. 失業保險制度와 雇傭政策의 連繫: 雇傭保險制度로의 轉換
초기의 실업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업에 대한 事後救濟的인 차원의 것이었으나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만으로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동시에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양산업근로자, 잉여노동력 등에 대한 轉職訓練과 再訓練을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독이
1929년에 제정된『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1969년에『고용촉진법』으로 대체한
것이나 일본이 1947년에 제정된『실업보험법』을 1974년에『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한 것은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인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한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미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최근 단순히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업 그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장려제도를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시키고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에 대하여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1)
실업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소극적 개념인 데 반하여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의한
능력개발사업 등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2)
이와 같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에서
고용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주석1) Hansen and Byers,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Retraining: Can a Closer Link Be
Forged," Unemplyment Insurunce: The Second Half-Century, (Edited by Hansen and Byers), 1990, pp.
267∼301.
주석2) 柳吉相,『日本의 雇傭保險制度 硏究』,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23∼24쪽.

第 3 節 雇傭保險制度의 實施現況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공적연금 등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이 지연되었다. 사회보험제도의 母國인 독일에서도 의료보험이 1883년에, 산재보험이
1884년에, 그리고 노령연금보험이 1889년에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27년에야 도입되었다(표 2-1).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국가수 추이를 보면<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는
산재보험, 공적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순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현재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40개국에 불과하다. 이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실시국가가 136개국, 공적연금제도의 실시국가가 135개국, 의료보험제도의 실시국가가 84개국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도입이 지연된 주요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1)
첫째,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고용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음은 물론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보험사고인
실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사고 발생률의 추정이 곤란하게 된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노령연금보험 등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나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실업사고의 발생률이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불완전고용이 만성적인 상황에서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도입할 수 없게 된다. 총체적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용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고도의 산업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표 2-1> 사회보험제도 실시현황

<표 2-2>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연도별 실시국가수 추이

둘째, 고용보험제도는 직업소개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의 발전없이는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제도의 실시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까지 보험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급되어 있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의료보험의 경우 검역, 방역, 공중위생,
건강진단, 보건교육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질병의 예방조치가 어느 수준까지 행하여질 수
있어야 의료보험제도의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직업소개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와 고용보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들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는 고용보험제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즉 전국적인 노동시장의
조직화를 위한 직업안정기관의 확충 및 직업훈련기관의 활발한 활동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현재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은 제4장 제2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적용방법에 따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强制的 雇傭保險制度, 노동조합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설립된 실업공제기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任意的
雇傭保險制度 및 소득조사를 받은 저소득근로자에게 국가재정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失業扶助制度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40개국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고용보험제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표 2-3>과 같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국가가 22개국이나 분포되고 있어 산업화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의 소득수준과 고용보험의 유형별 분포

주석1) 柳吉相, 위의 책, 25∼26쪽.

第 4 節 主要國의 雇傭保險制度 現況

1. 英 國
가. 연 혁
영국은 1911년 세계 최초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한 1946년의 국민보험법 제정 이후에는 실업보험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과 함께 국민보험제도내에 흡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말 이후 실업자의 증가와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국민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1982년에는 실업급여의 소득비례제를 폐지하고 실업급여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1988년에는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2주마다
공공직업안정소에 나와서 그 동안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입증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기간도 6개월로 확대하였다.
영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으나 1988년부터
실업보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실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강화 등 雇傭政策과의 연계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3년에 들어서도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 적용범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은 16세 이상 65세(여자는 60세) 미만의 週所得 56파운드 이상인 국민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국민보험제도내에 포함한 단일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다.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업발생 이전의 2년간의 각 조세연도(tax year)에 週
최저소득액(1993년 현재 56파운드)의 25배 또는 실업발생 직전의 조세연도에 週 최저소득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국민보험료를 지불하고, 둘째,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어야 하며, 셋째,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actively seeking work)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과실에 의한 실업,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을 거절하는 경우, 노사분쟁에 의한 실업의 경우 등에는 최고 6개월까지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라. 실업급여 수준

1981년까지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定率制에 의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1982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定額給與制度로
변경하였다. 또한 1982년 8월부터는 실업급여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3년 현재
1주간의 실업급여 수준은 독신의 경우 44.65파운드, 결혼한 부부의 경우 72.20파운드이며, 성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27.55파운드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3일간의 대기기간 경과후 최고 52주까지 지급되는데 국민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였을 경우 1년간의 실업급여가 소진될 때까지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저소득자에 한하여
정부 부담에 의한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전체 실업자의 약 30%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70%의 실업자는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즉 영국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에 제한이 있는
실업보험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는 실업자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실업급여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국은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는 실업부조제도의 부작용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로서 현재에도 실업부조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업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마.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영국에서는 실업을 당한 경우 실직후 3개월간은 실직전 자기가 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분야에서
스스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직업안정소에서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을 하지만
강제적으로 직업훈련을 알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업발생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재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거 자기가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은 노동시장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업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알선하는 분야에 취업하여야 한다. 만일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취업알선을
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실업발생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취업하지 못한 실직자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는 재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직업안정소는 실직자와 직업훈련 상담을 하고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한 직업훈련에 반드시 응하여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일 실직자가
실업후 6개월이 지나서 공공직업안정소가 알선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이와 같은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은 198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영국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고용보험제도로 점차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바. 비용부담

영국은 국민보험제도내에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의 부담은 국민보험료로서 일괄징수되고 있다. 일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보험료는 임금계층에 띠라 차등부과되는데 勞․使가 2분의 1씩 부담(각각 임금의
4.6%∼10.4%)하며, 세무서를 통하여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보험재정의
일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부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사. 관장기관
영국은 실업보험제도도 국민보험제도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과 감독은 厚生省(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실업보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제도는 고용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집행업무는
雇傭省(Department of Employment) 및 고용성 산하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인 직업센터(Job
Center)에서 담당하고 있다.

2. 獨 逸1)
가. 연 혁
독일은 1927년「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69년에는 이를「고용촉진법」으로 대체하여 전통적 실업보험제도와 적극적 인력정책을
연계한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독일은 고용보험을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그 이후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 적용범위
독일에서는 임시근로자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견습공과 직업훈련생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공무원,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60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근로자 및 사용주에게 노동시장 상황, 각 직업의 미래상황, 직업선택과 전직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계속 4주 이상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통상근로시간의 10% 이상이 감축된 경우
근로시간의 불가피한 단축으로 인하여 감소된 임금의 68%를 조업단축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 고용불안이 반복되는 건설업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겨울철(11월 1일∼익년도 3월 31일) 악천후로 인하여 1일 1시간 이상 조업이 단축되는 경우
악천후수당으로서 감소된 임금의 68%를 지급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임금보조금액은 매년 10%씩 감소되며 지급액이 임금의 30%에 도달하면
지급이 중지된다.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50%를 1년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사양산업 근로자에게
전직훈련을 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3%(독신자는 56%)를 보조해
주고 있다. 재직근로자가 휴직하고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의 58%까지 무이자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취업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실업을 제거
또는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는 6개월간 200DM까지 구직 및 직업교육에
수반되는 제비용과 교통비의 보조 등을 행하고 사용자에게는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6개월에서 1년간 임금의 40%까지 보조

또는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주 이상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수령한 실업자가 주 18시간
이상의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전문기관이 발행한 자영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 첨부를
조건으로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와 동일한 금액의 과도기수당을 최고 26주까지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자영업을 촉진하고 있다.
라. 실업급여 여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실업발생전 3년간 360일(계절근로자는 180일)이상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둘째,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셋째,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 노사분쟁에 의한 실업의
경우에는 8∼12주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마. 실업급여 수준
독일에서는 대기기간 없이 실업발생 당일부터 실직자의 피보험고용기간에 따라 16∼52주 동안
실업발생전 임금의 68%(독신자는 63%)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실업급여의
기준으로 실업발생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을 제외한
純賃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여금, 초과근무수당까지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기준에 포함할 경우 실업발생 직전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거나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비자발적 실업을 위장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정의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조건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실업전 순임금의 58%를 정부 재정부담에 의한 실업부조로
지급한다.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나 매년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바. 비용부담
고용보험료는 1993년 현재 임금총액의 6.5%로서 피용자와 사용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정부는 실업부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과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1990년까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이 임금총액의 4.3%이었으나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실업자에 대한 救濟를 고용보험이 맡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1991년에는 2.5%포인트
인상한 6.8%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현재는 6.5%를 유지하고 있다.
사. 관장기관
독일의 고용보험 업무는 노․사․정 3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聯邦雇傭廳과 그 산하의 11개
지방고용청 및 184개 지방고용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연방고용청 본부에는 노․사․정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노․사․정 대표 각 17명으로 구성된 행정평의회라는 자치운영기구와
연방고용청 총재를 정점으로 한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정 대표 각 17명씩 구성된 행정평의회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연방고용청 정책의
기본원칙과 법령을 의결하며 연방고용청 예산을 승인한다. 이사회는 연방고용청의
최고집행기구로서 연방고용청 총재가 담당하는 일상적인 행정업무 이외의 사항을 관장한다.
연방고용청 총재는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고용보험사업의 집행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연방고용청의 직원은 공무원이 약 30%, 민간인이 약 70%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의 연방고용청과 지방조직에는 1993년 현재 약 9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방고용청 본부 및 지방고용청, 지방고용사무소에 노․사․정 3자 동수로 구성된
자치운영기구가 있어 고용보험의 3 주체인 노․사․정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고용청과 그 산하기관은 우리나라의 公團과는 다른
독립성이 어느정도 보장된 행정기관이다.

3. 日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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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 혁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동시에 대량의 실업사태에 직면함으로써 1947년 12월에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용사정은 크게 안정되었으나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산업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고용불안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2월에는 과거의
실업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하여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에서 더 나아가 독일의
고용촉진법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과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복지 지원 등을 실업급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고용보험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75년 4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나. 적용범위
초기의 실업보험제도에서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1975년 4월부터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계절근로자, 주 22시간 미만 취업자
및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림수산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의적용대상이며 선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원보험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다.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둘째,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실업,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의 경우에는 1∼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라. 실업급여 수준
일반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실업발생전 임금의 60∼80% 범위내에서 임금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본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강의수당을 지급하는 기능습득수당,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여야만 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寄宿手當,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을 때
기본수당 대신 지급하는 상병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의 핵심이 되는 기본수당은 7일간의 대기기간 경과후 피보험고용기간 및 실직자의
연령에 따라 30~300일간 지급되며 특정 불황업종 이직자 등의 경우 30∼90일까지의 연장급여가
행하여진다.
마. 고용보험 3사업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발생한 다음에 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구조의 개선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복지사업 등 3사업을 고용보험제도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의 예방, 고용구조의 개선, 고용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경기변동, 산업구조 증진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 교육훈련, 出向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교육훈련중의 임금, 출향사업주 부담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잉여근로자를 전직훈련시켜 새로운 사업부문에 배치전환한 사업주에게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하며,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능력개발사업은 실직근로자의 전직훈련,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비진학자의 양성훈련 실시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각급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都道府縣이 조성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소요된
훈련비용의 4분의 1을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복지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를 이전하여 취업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촉진주택의 건립․운영,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직업 및 노동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3사업은 1975년에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 도입된 사업내용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3사업은 고용정책의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다는
내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바. 비용부담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1993년 현재 임금총액의 1.15%인데 실업급여에
충당될 0.8%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2분의 1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고용보험 3사업의 경비에 충당되는 0.35%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임금의 0.4%, 사용자는 0.75%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4분의 1과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1992년 3월까지는 고용보험료가
임금총액의 1.45%였으나 고용보험 재정의 적립금이 충분하여 1992년 4월 1일부터 보험료를
0.2%포인트 인하하였으며, 1993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0.1%포인트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 관장기관
고용보험에 관한 정책수립과 감독은 노동성 직업안정국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은
都道府縣과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고용보험의 집행업무를 지방정부와 그
산하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및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며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끼리만 상호 인사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고용보험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석1) 독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金相鎬,『독일 고용보험제도
연구』,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을 참조.
주석2)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柳吉相,『日本의 雇傭保險制度
硏究』.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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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 要
고용보험제도는 각국의 제도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급여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실업의 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실업자의 구직활동의 强度를 약화시켜 실업기간을 늘릴 수 있고 직장이

있던 사람도 실업이 이제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자발적 실업을 유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를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리는 순수한 이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인 모형은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어느 나라의 제도에 있어서나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엄격한
수급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모형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며,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지급을
통하여 실직자가 어느 정도 여유를 기지고 충분한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과거의 직장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시켜 국민총생산이 증가될 수도 있다(예: U.K, Trasury
Macro-Model, 1991).
우리가 소위 '선진국病'의 원인을 논할 때 고용보험제도의 부작용을 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50%
미만에 그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Blank와 Card(1989)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87년에 전체
실업자중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992년의
경우 실업자 중 약 30%만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았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1988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업자의 4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Brunches and Annandale-Massa, 1989).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실업급여의 요건이 엄격한 고용보험제도 외에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를 위하여 失業扶助制度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실업부조제도의 부작용을 고용보험제도와 혼동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실업부조제도는 실업급여제도의 부작용을 논하는 순수이론 모형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실업부조제도는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 雇傭保險制度의 效果에 관한 傳統的 理論
가. 직장탐색이론
고용보험제도, 특히 실업급여의 지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으로서
직장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Lippman과 McCall(1979)이나
Mortensen(1986)의 연구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탐색이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가정은 첫째, 임금제의(wage offers)의 분포는 外生的으로 결정된다는 것과 둘째,
구인자로부터 제의를 받은 임금이 구직자의 기대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높을 경우 취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대임금이란 실업자가 현재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특정직장으로의 취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한 요구되는 임금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구직자는 본인이 기대하는 임금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임금제의를 받아들여 취업하거나
기대임금수준을 충족시키는 직장을 계속 탐색하게 된다. 그러나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대임금수준도 점차 하향조정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장탐색이론하에서는 실업이란 다분히
자발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직장탐색이론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결국 직장탐색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속적인 직장탐색행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업자의 기대임금수준을 높이게 되고, 이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제의를 받아들일 확률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업기간을 증가시키고
실업총체적인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지급 → 기대임금수준 인상 → 실업기간 증가 → 실업률 증가

그런데 직장탐색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입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실업급여가
일정액으로 기간의 제한없이 지급되며 실업기간중 구직자의 구직노력이 일정하다고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제도에 있어서나 실업급여의 지급은 6개월∼1년을 한도로 하여 한정된
기간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 급여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와질수록 기대임금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기의 기대임금수준이 너무 높았었음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게 된다는 것을 직장탐색이론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요건과
지급기간, 지급수준 등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인 면을 크게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이 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경력과 기능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주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Usategui, 1989).
직장탐색이론에서 실업기간중 구직자의 구직노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도
비현실적임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 들어 구직자의 구직노력은 외생적이라기보다는 핵심적인
外生變數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바, Mortensen(1977), Barron과 Merrow(1979),
Kim(1992)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Tannery(1983), Flemming(1978), Ben-Horim과
Zuckerman(1987) 등은 실업급여의 지급은 구직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구직성과를 높이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Kahn과 Low(1985)는 실업급여로 인하여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 → 구직소용재원조달 용이 → 구직성과 향상 → 실업률 감소
직장탐색이론은 전체 거시경제모형 중에서 노동시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고려하지
않고 구직자측만 고려했다는 점에서 Rothschild(1973)은 직장탐색이론을 '부분-부분
균형이론'(partial-partial equilibrium theory)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는 미국과 같이 소위
경험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구인자가 자발적 이직을 할 성향이 높은 근로자의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한계직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의 임금제의의 분포는 실업급여의
신설이나 증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직장탐색이론은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긴 하지만 기본 가정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직장탐색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의
지급이 곧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단순논리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균형이론
균형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Albrecht와 Axell(1984)의 모형에서는 여가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체계가 상이한 두 종류의 근로자군이 존재하고 기업에도 생산력이 상이한 두 종류의 군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두가지의 균형임금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
실업급여의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고임금부문의 균형임금은 실업급여의 증가분만큼 상승하고
저임금부문의 균형임금은 실업급여의 증가분보다 낮게 상승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결국
균형실업률이 실업급여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함을 보여준다. 균형이론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증가가 고임금부문과 저임금부문간의 임금격차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업발생
가능성이 높은 저임금근로자들의 상대임금을 증가시키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실업자는 고임금부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이른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모형속에서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Atkinson과 Micklewright, 1991).
균형이론은 구직자 위주만의 부분균형분석이라는 직장탐색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고용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직장탐색이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균형이론의 분석체계 내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모형으로서는 Burdett와
Mortensen(1980)의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의 핵심적인 가정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이 없다는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인 요소를 반영한다. 이 모형이

예측하는 바를 요약하면,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고용주의 해고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고용주는
계약체결시 일단 고용을 많이 하게 되고 동시에 균형임금도 함께 증가하게 되나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기 때문에 높은 균형임금하에서 더욱 강도 높은
직장탐색을 하게 되므로 경제 전체의 탐색실업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Pissarides(1979)는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실업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고 실업자의 직장탐색활동은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며, 구인자도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게되므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구인․구직자가 보다 원활히 연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지급은 적극적인 구직활동노력을 조건으로 하므로 구직자의 구직활동노력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새로 시행하거나 실업급여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반드시
실업이 늘지는 않는다고 Pissarides는 결론짓고 있다.

3. 雇傭保險制度의 波及效果에 관한 實證分析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Mortensen(1977), Danziger, Haveman 및
Plotnick(1981), Lancaster와 Nickell(1980), Hamermesh(1977), Welch(1977), Classen(1977, 1979),
Topel과 Welch(1980), Feldstein과 Potrba(1984), Moffit(1985), Katz와 Meyer(1990)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결과로 첫째,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Moffit와 Nichloson(1982)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실업발생 전 임금에 대한 비율인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이 10%포인트 증가 할 때 평균 실업기간은 약 1주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ancaster와 Nickell(1980)에 의하면 실업급여액에 대한 실업기간의 타격성은
약 0.6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가 정책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만약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업급여수준을 인하 하고자 한다면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Atkinson et al.(1984)과 Atkinson과 Micklewright(1985)는 실업급여가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요소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나라마다 실입급여의 지급이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노력을 강화하고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물론 실업기간 자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Burdett(1970)은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미치는 영향은 실업의 초기단계에서는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종료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Ham과 Rea(1987)는 실업급여의 종료시점에 가까워질 때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급여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종종 주장되고 있다. 즉 실업으로 인한 예상고통의 수준이 감소함으로써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Johnson과 Layard(1986)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청구자격이 상실되게 되므로실업급여가 자발적 이직을 촉진시킨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으며, Nickell(1982)와 Stem(1986)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Moffitt와 Nicholson(1992), Moffitt(1985), Ham과 Rea(1987), Corson과 Nicholson(1988), Katz와
Meyer(1990)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Katz와 Mayer(1990)는 실업기간의 단축만을 위해서라면 실업급여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실업급여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 2배 정도의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urtless(1990)와 Bjorklund(1978)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이 총체적인
노동공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tkinson(1990)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준이나 급여기간을 조절하는 것 보다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직장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과 더불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은 구인․구직자간의 보다 합리적인 결합(better job

matching)의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적재적소 취업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공급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Hamermesh, 1977, 1979 및 Clark과 Summers, 1982).
이상과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고용보험제도가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나 노동력의 質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고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구직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실업기간을
줄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실업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잉여노동력에 대한 정리가 촉진되어
실업자가 증가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이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 순효과가
결정되는데, 많은 실증연구에 의하면 고용보험제도가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과 취업알선을
통하여 구직자의 적재적소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촉진함과 동시에
잉여노동력에 대한 합리적인 직업전환과 재배치 등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전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직업훈련제도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효과는 주로 실업급여의 요건,
급여기간, 급여수준 등에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바와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선진 제국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중심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한정적으로 추진하고 그 대신 고용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기업의 고용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석1) 이 부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일중․최공필(1993)을 참조.

第 3 章．

勞動市場構造의 變化와 雇傭保險制度의 導入 必要性

본 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망을 살펴보면서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하는
데에 현재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다.
第 1 節 産業構造變化 要因과 人力政策에의 示唆
여기에서는 21세기의 환경변화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3대 기축인 글로벌화, 기술혁신,
소프트화를 노동수요측면의 주요 변화가 인력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위의 3대 주요 변화들이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주요 변화에서 언급될 인력활용 및 인력정책에 대한

함의가 어느 하나의 변화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향후 산업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정책시사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글로벌化
가. 국제경쟁의 치열화
무엇보다도 글로벌化의 진전으로 생산과 유통이 세계화됨으로써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치열한 시장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의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회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多品種 少量生産 및 變種變量 生産體系의 심화․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첫째, 기업특수적 숙련에 기반을 둔 多能工의 양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순생산직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장기근속의 숙련공이 기업의 중요핵심 근로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轉換配置 등의 유연한 勞務管理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자동화
생산시스템과 컴퓨터 생산시스템이 결합된 유연한 생산시스템(CIM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마케팅 및 디자인의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셋째, 부서간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한 새로운 기업보조의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나. 불확실성의 증대
글로벌화의 진전이 가져올 두번째 큰 변화는 경제여건 혹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우선 글로벌화는 기업(혹은 노조)이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여건 혹은 환경의 차원을 전세계로
확대시킨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더욱 불확실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수시로 변화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적응․대응할 수 있는 기업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노동시장에서 볼 때-임금(가격)
혹은 고용(수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數量的 柔軟性(numerical
flexibility)이라 한다. 그러나 기업특수적 숙련의 다능공의 양성을 통한 技能的 柔軟性(fuctional
flexibility)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기능적 유연성의 提高를
위해서는 고용이 아닌 다른 하나의 노동시장 변수인 임금의 유연성을 통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임금의 유연성-고용의 안정성-기능적 유연성의 메커니즘을
기업내에 구축함으로써 변종변량 생산시스템을 위한 유연한 노무관리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체계의 확립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또한 고용이 보장되는 중요 핵심근로자와는 다르게 한편으로는 臨時扁, 파트타임 근로자의
활용을 통하여(즉 복선적 인력관리) 고용에서의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경향도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다. 노동시장의 국제화
노동시장의 국제화는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직접적인 국가간 이동,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이상 두 가지는 생산요소의 이동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단순인력과 소위 3D 부문에 대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인력의 유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해외인력의 유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해외인력의 국내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외국노동력의 유입을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

2. 技術革新
향후 산업사회를 규정하는 주요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갖는 메가트랜드(mega-trend)는
아마도 기술혁신일 것이다. 예컨대 기술혁신으로 자동화․정보화가 진전되면 이것은 소프트화를
진전시키고, 또한 새로운 수송기술의 개발과 정보관련 테크놀러지의 혁신은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시킨다. 기술혁신의 효과는 크게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그 자체와 이로 인한 '생산과정의
혁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이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신기술의 개발과 인력수요의 변화
우선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술혁신의 인력수요에 대한 영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기술에 관련된 직접적인 인력의 수요가 있다. 둘째, 신기술과
연관된 신종산업의 부상으로 새로운 인력수요가 파생된다. 셋째, 신기술의 타산업에의 적용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인력수요의 양적 구조(즉 취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개발을 생각해 보자. 먼저 자동차의 엔진과 차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산업이 신종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인력수요가
파생된다. 또한 자동차의 보급으로 기존의 수송업, 유통업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산업에서의 인력수요도 크게 늘어난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이 인력수요에 갖는 政策示唆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尖端技術 인력의 양성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에 관련된
직접적인 인력수요는 기존 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술, 그리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가장
적은 기술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기술과 연관된 신종산업의 부상으로 중간기술인력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의 생산에도 종래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국경을 넘어선 상이한 기술수준의
기업간 工程分業이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중국,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보다는 공업화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에서의 국제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종래의 산업에 대하여 가장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갖게 될 신기술은 공장 및 사무자동화관련
기술일 것이다. 따라서 기계․전자 및 컴퓨터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일본에서도 미래에 가장 인력이 부족한 직업으로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엔지니어(SE)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생산과정의 혁신과 인력수요의 변화
생산과정의 혁신으로 모든 산업에서 인력의 질적․양적 구조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생산기술의 예를 적용해 보면, 유통업의 경우 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생산과정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기존 배달부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운전사라는 새로운 직무가 개발된다. 또한
운전사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됨으로써 인력의 양적 구조의 재배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운전사는
기존의 짐꾼보다 질 높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인력수요의 질적 구조를 변화시킨다. 운전사가
짐꾼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자동화와 정보화로 인한 '제조공정의 혁신'이 인력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국한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는 단순노동력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높은 숙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업내 근로자의 숙련수준의 구조가 피라미드型에서
양파型 혹은 다이아몬드型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컨대, 공장의 작업인원은 줄어들게 되나 반면 로봇시스템에 오퍼레이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보수서비스(maintenance) 등 신생 기술요원이 다수 필요하게 되어 새로운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일본 국세조사에 의한 1975년부터 1985년까지의 10년 동안 ME화에 의한 직업의
변화를 보면 정보처리 기술자는 남자 299%(여자 518%), 컴퓨터 등의 조작원은 남자 83%(여자
133%)와 같이 대폭 증가한 데에 비하여 타이피스트, 철강공, 주물금속공, 시계조립공 등 재래식
제조부문에서는 30% 안팎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조립부문에서의 省力化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여전히 많은 공정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립인력을 제너릴리스트형의 다능공으로 양성․관리해야 한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사무자동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양적으로는 인력수요가 줄어들 것이나 단순한 사무의 영역에서
벗어나 정보를 취합․정리․선택하여 보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적절하게 입력시키는 업무, 즉
과거보다 덜 분화되면서도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보다 제너럴리스트형의 질 높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 소프트화
소프트화는 첫째, 산업별 취업구조에서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둘째,
제조업내에서도 공장근로자(manual worker)보다 사무실 근무 근로자(office worker)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로 인한 시장범위의 확대, 소득상승, 신세대의 등장으로 소비의 패턴이
개성화․다양화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게 된다. 때문에
주제조공정(mainstream)보다 최종고객에 대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송․유통․광고(downstream)과 끊임없이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내야 하는
시장조사․디자인․연구개발(upstream) 등의 부가가치창출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자동화 및 모든 산업내에서의 '산업의 정보화'가 이를 더욱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상승, 소비의 개성화 및 다양화 추세로 인한 소비의 脫物品化가 이루어지므로
소프트화가 진전된다. 더 나아가 서비스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부문, 지식․서비스부문이
종래와 같이 물적생산부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생산부문을 견인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진다. 무엇보다도 상호 연관효과에 의한 발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는
정밀전자공학의 발전이 정보 자체를 하나의 주요산업화하며(정보의 산업화), 정보산업의 발전이
다시 정밀전자공학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제 소프트화가 인력개발에 대해 갖는 함의를 알아 보자. 첫째, 제조업내에서의
주제조공정(mainstream)의 부가가치창출 기능이 저하되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부문의
고용비중이 점점 작아진다. 따라서 제조부문 인력의 양적 문제보다는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더
치중하여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소프트화의 진전은 근로자의 직무를 현재보다도 더욱 전문화․다양화․이질화시킨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임시직․계약직․파트타임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도 노동공급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므로 다양한 직무에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의 성격상 간헐적 또는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직무의 다양화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경향으로 정규고용의 비중이 감소됨에 따라 기존의 長期雇傭시스템
혹은 終身雇傭制의 성격도 크게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고 인사․노무관리측면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셋째, 소프트화의 진전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유통․디자인 분야에서의 인력수요를 급증시킨다.
특히 이 분야는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많으므로 소프트화의 진전은 여성인력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공급측면에서 여성노동력의 상대적인 공급확대가 예상되므로 소프트화의
진전이라는 수요측면의 요인과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라는 공급측면의 요인이
어우러져 앞으로는 여성 인력의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정보화의 진전으로 근무장소(work-site)와 근무시간(work-schedule)에서 혁신적인 유연성이
보장될 것이다. 在宅勤務(satellite office), 유연근무시간(flexible time) 등은 현재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며,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第 2 節 우리나라 就業構造 및 失業의 特性

1. 就業構造의 展望

앞절에서 논의되었던 미래 산업사회의 주요 변화,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인력수요의 질적인 변화에
기초하여 향후 2000년까지의 취업구조를 전망하고자 한다.
가. 산업구조전망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985년∼2000년간 GDP(1980년 불변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볼 때 농림어업은 14.1%에서 7.5%로 급격히 작아지고, 광공업은 31.8%에서
33.8%로 약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SOC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54.1%에서 58.7%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표 3-1 참조). 이는 1990년∼2000년간 광공업과 SOC 및 서비스업의
성장률을 각각 8% 내외로 그리고 전산업으로 볼 때는 7.5%의 성장률을 가정했을 경우로, 이것은
능력 이상의 고성장 상태에서 산업구조 조정과정을 거치며 점차 잠재성장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광공업 비중의 소폭 증가는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달성된 단계에 이르러 급속한 성장세가
진정되고 기술 및 지식의 습득으로 인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SOC 및
서비스업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서비스부문의 소비증대(예를 들면 소비의
탈물품화), 제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고품질의 서비스제공의 필요성(예를 들면 정보화)
등의 소위 경제의 '소프트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내에서의 업종별 성장률을 서로 비교해 보면 산업구조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제조업내에서는 생활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비중은
작아지고 가공․조립산업과 소재관련산업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업종에서 기술․지식집약적, 에너지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업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업내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나, 1990년대부터는
건설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네트워크부문과 지식․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표 3-1> 산업별 국내총생산의 구성비 및 연평균 증가율

나.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1990년∼2000년간 전체 취업자는 년평균 2.1% 증가하여(평균 417천명) 1990년의 18,036천명에서
2000년에는 22,20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표 3-2 참조). 부문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절대취업자수가 감소하여(3,292천명→2,110천명), 취업자 비중이 1990년의 18.3%에서 2000년의
9.5%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광공업부문의 취업자수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1990년의
4,928천명에서 2000년의 5,618천명(연평균 69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조업내에서의 생산구조조정, 기업내의 구조조정(예컨대 마케팅부서의 독립사업체로의 독립),
그리고 산업구조의 소프트화로 인하여 취업자의 비중은 1990년의 27.3%에서 2000년의 25.3%로
2%포인트 정도 작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SOC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광공업부문의 신장률보다
훨씬 높은 매년 4.8%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취업자 구성비가 65.2%(1990년은 54.4%)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표 3-2> 취업구조의 현황 및 전망

산업구조 전망과 산업인력수요(취업구조)를 함께 고려한 경제성장의 고용탄성치를 계산해 보면,
<표 3-3>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산업에서 고용탄성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공업의 경우 1995년 20.6%, 2000년 15.6%로, 전산업의 경우 1995년 31.0%, 2000년 25.1%로
작아질 전망이다.

<표 3-3> 고용탄력성 추이 및 전망

정보화․소프트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분류로 구조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표 3-4), 소프트화로 인하여 물재산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작아지고 네트워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한 2000년까지는 그 취업자 구성비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추세 혹은 현상유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네트워크부문(수송, 통신 및 유통부문)에서는
수송․통신 등이 자본집약적인 부문이므로 취업자 구성비의 증가가 완만한 반면에
지식․서비스부문의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취업구조 전망(표 3-5)을

보더라도 물적생산부문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지식․서비스부문의 구성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네트워크부문 취업자의 구성비는 현상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 취업구조의 현황 및 전망

<표 3-5> 일본의 산업별 취업구조 전망

<표 3-6> 세부업종별 취업자수 및 연평균 증가율

이제 <표 3-6>을 중심으로 세부업종별 취업구조를 전망해 보자. 제조업 중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성장둔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생력화의 진전 등으로 인하여 경공업의 취업자 구성비가
감소하고, 소재관련산업은 지속적인 산업성장에도 불구하고 裝置産業이라는 특성 때문에 취업자
구성비는 현상유지될 전망이며, 가공조립산업에서는 지속적인 고성장 추세인데다가 조립이 주요
제조공정 중의 하나이어서 생력화의 기술개발이 한계가 있으므로 취업자의 구성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공업부문 중에서도 장치산업인 음․식료품산업과 최근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
섬유․의류산업의 취업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에, 노동절약적 기술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종이 및 인쇄․출판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부문 내에서의 인력수요를 보면, 자본집약적인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의 취업자수가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업종의 취업자 구성비는 커질 전망인데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부문은 사무자동화 등으로의 생력화가 어려운
부문이므로 취업자 구성비 증가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다. 업종별 취업구조 전망
업종별 취업구조를 보면(표 3-7 참조), 농림어업관련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종에서

절대취업인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전문․기술․행정직 및 서비스직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각 직종별로 보면, 산업구조 및 기업내 고용구조의 고도화, 노동공급구조의 고학력화로 인하여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에 대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고 사무직은 소프트화로
인한 증가요인은 있으나 사무자동화와 감량경영의 영향으로 그 취업자 구성비의 증가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매직의 경우에는 소프트화와 네트워크부문의 확대로 인한
증가요인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체의 증가부진으로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격감, 새로운
판매기법(예를 들면 우편판매 등)의 개발, 판매정보화의 실현 등으로 인한 감소요인도 함께
작용하여 취업자 구성비가 미미하게나마 작아질 전망이다. 한편

<표 3-7> 직종별 취업구조의 추이 및 전망

서비스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소득상승, 개성화 및 다양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서비스직종이 급격히 개발될 전망이므로 서비스직의 인력수요도 증가될 전망이다. 생산관련직의
수요는 제조업의 지속되는 성장으로 늘어날 요인이 있으나 제조업내의 산업구조조정, 생력화를
위한 기업내 구조조정, 건설업의 성장둔화 등으로 현 수준에서 현상유지되는 정도로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산업․직종별 인력수요
산업별 인력수요와 직종별 인력수요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각 산업내에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주요 직종(기간직능직종)에 종사하는 취업자(기간직능집단)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직능집단과 준기간직능집단의 구성비가 모두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8 참조).
이는 소프트화와 기업내 직무구조의 고도화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표 3-8> 기간직능집단, 준기간직능집단의 추이: 전산업

第 3 節 우리나라 勞動移動의 特性

1. 産業間 勞動移動
이 절에서는 고용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우리나라 노동이동의 주요 특징과
분석을 광공업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우선 80년대의 산업간 노동이동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후 1988→89년의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산업간 노동이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 이용한 통계는 경제기획원이 매 3년마다
조사하는「고용구조통계조사」이다. 1992년에 실시된 고용구조통계조사는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989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産業間 勞動移動과 事業體間 勞動移動
<표 3-9>에는 1983, 86, 89년의 산업간 노동유출률과 사업체간 이직률이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나타나는 노동이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80년대 산업간 노동유출률(exit rate)이 건설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사업체간
이직률(quit rate)도 광공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간
노동이동(labor mobility)과 사업체간 노동이동(labor turnover)은 서로 원인․결과가 되지만 두 통계
사이에 반드시 一義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어느 시점에서 사업체간 노동이동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산업간 노동이동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산업별로
분리되어 있을 때(segmented labor market by industry) 산업간 노동이동 가능성은 낮아지며, 따라서
두 노동이동 통계 사이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광공업(특히
제조업)부문에서 노동력이 타산업이나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연구로 유출된 비율은 지난 8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공업부문 사업체에서 이직한 근로자의 비율은 오히려
8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업간 노동유출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사업체간 노동이동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의 노동이동의 특징은 '산업내에서의 빈번한 노동이동'(frequent
labor turnover between firms, but within an industry)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사업체간 연간 이직률은 한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는
이중계산될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과대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표 3-9>의

이직률통계는 月率에 12를 곱해 年率化한 숫자이기

<표 3-9> 산업간 노동유출률과 이직률

때문이다. 따라서 1989년 현재 광공업부문의 연간 이직률 45.1%는 지난 1년간 광공업
전체근로자의 45.1%가 한 번씩 직장이동을 경험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광공업
전체근로자에 대한 광공업 사업체에서의 전체 노동이동 횟수의 비율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내에서의 빈번한 노동이동'의 특성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산업은
광공업(제조업)이다.
<표 3-9>의 산업간 노동유출률은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 혹은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한
비율인데 실업을 직장탐색산업(job search industry)으로, 그리고 비경제활동을 가사생산산업(home
production industry)로 이해하면 노동유출률은 지난 1년 동안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비율이라 말할 수 있다. 광공업부문에서 노동유출률이 8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간 이직률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제조업부문에서의 잦은
노동이동은 동일 산업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80년대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製造業部門 勞動移動의 特性
여기에서는 광공업(제조업)부문에서의 노동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0>에는 1년전 광공업 취업자의 노동력 유출현황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광공업
총취업자수는 4,049천명으로 이 중 93.4%인 3,783천명이 광공업부문에 남아 있으며, 나머지
6.6%는 다른 산업을 비롯하여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였다. 가령 1988년 광공업
취업자의 1.3%가 1989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진출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비율이
노동력의 산업간 이행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이다. 이 표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여 보자.
첫째, 광공업부문에의 정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86년에는 정착률이 3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1989년에는 정착률이 93.4%로서 3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사실은 1987년 6․29 이후 시현된 노동시장 변화으 한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6․29
이후 노동시장의 여러 변화요인들(어수봉, 1991), 즉 노동력공급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변화,
생산기술의 변화 및 노사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제조업부문의 노동정착률을 증가시켰는가는 보다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이다. 아무튼 제조업부문 노동정착률 증가현상은 최근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기존의 취업자가 아니라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노동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는 제조업으로의 유인정책이 15∼24세의 젊은 노동력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정책시사를 말해 준다.

둘째, 광공업에서 비생산적 서비스부문(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은 1983년 2.7%, 1986년 2.6%, 1989년 1.8%로서 일반의 인식처럼 그다지 높지 않으며,
오히려 3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비생산직 서비스부문(소위
유홍산업)으로의 노동력 유입이 기존의 광공업 취업자보다는 과거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상태의
젊은 연령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발견이다.
셋째, 1986∼88년 3년간의 호황을 반영하여 광공업 취업자가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화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83년 5.7%, 1986년 4.9%, 1989년 3.7%).
노동력 유출률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성별 비교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하고 여기서는 <표
3-11>에 나타나 있는 광공업으로의 노동유입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1989년 현재 광공업
총취업자는 4,369천명으로 이 중 86.6%인 3,783천명은 1년전에도 광공업 취업자였으며, 나머지
13.4%는 다른 산업이나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광공업으로 이동한 노동력이다. 가령
1년전 실업상태에 있다가 광공업으로 진출한 사람은 124천명으로 이는 1989년 광공업 총취업자의
2.8%에 해당되는 숫자인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난 특징은 <표 3-10>의 노동력 유출률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대부분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그 주요특징만을 정리해 보자.

<표 3-10> 1년전 광공업 취업자의 현재 노동력상태

첫째, 현재의 광공업 취업자 중 과거 광공업 취업경력자의 비중이 1989년에 3년전 대비
4.5%포인트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체 서비스부문에서의 광공업 진출이 매우 낮으며 1986년을 고비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그 유입률은 1983년 2.3%, 1986년 3.0%, 1989년 1.7%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시사를 던져준다.
최근 제조업 생산직부문의 노동력부족 타개를 위해 서비스부문 노동력의 제조업 유인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실은 서비스부문 노동력의 제조업 진출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를 무시한 인위적 노동배분정책은 높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현재 광공업 취업자 중 과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이 비중은 1983년 13.8%, 1986년 13.7%에서 1989년 10.9%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1986∼88년 3저호황의 연속으로 노동시장 진출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미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둘째,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인구의 항아리형 구조로 1980년대말 1년전 14세였던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셋째, 고학력화와 인문화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젊은 연령층의 제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넷째, 그러나 가사 등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중장년 여성이
젊은 연령층을 대체해 제조업으로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소위 유휴인력의 제조업 진출가능성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를수록 점차 낮아짐을 시사한다.
그 의미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제조업 진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낮은 市場補償賃金을 가진
계층은 이미 상당부문 노동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사람은 실제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시장임금(market wage)이 이들의
시장보상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유인을
위해서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기업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 3-11> 현재 광공업 취업자의 1년전 노동력상태

4. 性別 産業間 勞動移動
여기에서는 1988→89년의 성별 산업간 노동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 특징과 정책시사를
살펴본다. 분석은 역시 광공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국한하기로 한다.
<표 3-12>는 1988년 광공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부문 취업자의 1989년 현재 노동력
이동상태를 성별로 보여준다. 성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공업부문의 취업정착률은 남자가 높은 반면(남자 94.8%, 여자 9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정착률은 성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자가 오히려 약간 높다(남자
94.6%, 여자 95.5%). 광공업에서 여성의 취업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이 다른 산업(특히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비경제활동인구화율 남성 0.8%, 여성 5.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도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화 추세는 발견되지만 광공업의 경우만큼 뚜렷하지 않으며 성별 차이도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제조업부문에서는 대부분 상용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어 고용 형태나 근로시간의
탄력성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보다 대체로 낮다. 따라서 여성이 결혼으로
출산․육아 등의 가사노동 부담이 커지게 되면 노동공급비용(supply cost of labor)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출퇴근시간 및 근로시간의 준수가 엄격한 광공업부문에서의 퇴직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실, 즉 기존 여성 취업자의 노동이동은 다른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 유출된다는 사실은 최근 제조업 생산직부문의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한 중요한 정책시사를 준다. 즉 우리 경제의 노동력 부족상태(어수봉, 1991)를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재 여성의 남성보다 높은 노동시장이탈률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target)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으로서는 공공 및
사립보육시설, 특히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기업은 시간제
근로(part time)의 기회나 탄력적 근로시간(flextime)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로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즉 직업안정망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고 민간의 인력파견사업을 활성화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광공업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이동비율은 남녀 차이가 크지 않으며 그
절대수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남자 1.2%, 여자 1.4%),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광공업으로의 이동비율 역시 여성이 약간 낮으나 절대수에 있어서도 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남자 1.2%, 여자 0.6%). 이러한

<표 3-12> 성별 산업간 노동유출(1988→89년)

사실은 여성이 제조업에서 '먹고 마시는 향락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인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견이다. 이
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표 3-13>에 있는 노동력 流入行列을 살펴보자.

<표 3-13> 성별 산업간 노동유입(1988→1989년)

① 광공업의 경우 1989년 현재 취업자의 1년전 노동력상태에 있음으로써 남녀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현재 남성 취업자의 90.3%는 과거에도 광공업 취업자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 비율이 78.9%로서 남성보다 11.4%포인트 낮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광공업으로 진출한 사람의 구성비가 크기 때문이다. 즉 현재 여성 광공업
취업자의 17.2%는 1년전에는 비경제활동상태였던 사람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이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광공업부문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다. 魚秀鳳(1991)은 특히 이러한 노동이동은 대부분 중장년 여성으로
이들이 젊은 세대의 광공업 취업기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현재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력 가운데 남성은 89.4%, 여성은 84.3%가
과거 동일산업에 종사했던 취업자로서 남성의 이 산업에의 잔존 가능성은 오히려 여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제조업부문에서 이동한 취업자의 비중도 남성이 1.8%, 여성이
1.0%로서 남성의 비중이 오히려 높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신규취입한 사람의 비중은 남성이 2.9%, 여성이 11.9%이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여성은 생산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1년전에는 경제활동상태에 있지 않았던
여성, 즉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젊은 여성이거나 혹은 중장년 여성인 것이다.

5. 年齡別 産業間 勞動移動

여기에서는 광공업에서의 연령별 노동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4>는 광공업에서의 노동력 유출확률을 성별․연령별로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1989년 현재 15∼24세의 인구에는 1988년의 14세 인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1988년 현재 14세 인구수는 약 840천명으로 이들의 1989년 노동력상태가 <표 3-14>의
노동력 이행확률은 물론 전체의 노동이동비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1988년
비생산가능인구였던 14세 인구가 1989년 15세의 생산가능인구로 되면서 이 중 일부는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된다. 1989년 15세 인구의 노동력상태 분포와 이 중 경제활동참가자의 산업별
취업비율이 기존 취업자, 즉 16∼24세의 노동력상태 분포와 산업별 취업비율과 크게 다르면
1989년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15∼24세의 노동력 유출비율은 다른 연령계층과 의미가
다소 달라진다. 왜냐하면 1988년 광공업 취업자 중 14세 인구는 제외되어 실제 조사된 것은
1988년 현재 15∼23세 인구의 광공업 취업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출확률의 계산시 분모, 즉
1988년 광공업 취업자가 15∼24세 경우는 작게 나타나므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유출확률이
과대추정(over-estimation)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다음의 연령별 산업간 노동이동의 해석에는 이
점을 감안해 주요 특징을 정리하여 보자.

<표 3-14> 광공업의 연령별 노동력 유출확률(1988→89년)

첫째, 광공업에서의 정착률이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나, 남성의 경우에는 이
率이 25∼54세를 정점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이 되면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으로 광공업부문에 종사하기 때문에 55세 정년퇴직과 함께 광공업부문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55세 이상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화율
3.1%, 여성 2.1%). 광공업부문의 높은 육체적 강도를 고령근로자가 견딜 수 없다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고령노동력의 경우 광공업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사실과
모순되므로 설득력이 없다. 고령여성의 경우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임시직, 일고, 가내하청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광공업 진출이 비교적 쉬우나, 고령남성의 경우 일단 정년퇴직하게 되면
연령․경력 등이 중요한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정규직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한편, 이들의 시장보상임금은 여전히 높아 "차라리 놀면 놀지 임시직으로 천한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남성 고령노동력의 활용은 고령화시대 및 노동력부족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둘째, 15∼24세 청소년층의 광공업부문의 취업정착률이 기간노동력계층에 비해 남녀 모두
3∼4%포인트 정도 낮다. 이들의 취업정착률은 왜 낮을까? 우선 청소년의 잦은 직장이동(frequent
turnover)은 보다 좋은 직장을 찾으려는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잦은 직장이동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취업→실업으로 이동확률(Peu)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취업→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일정기간 취업후 학력에 투자하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출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취업자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은 이들 청소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며, 여성의 경우 첫째아이를 출산했을 때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둘째, 셋째아이의 출산시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고령노동력의 이탈방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두말할 것없이 정년의 연장일 것이다. 그러나 정년의 연장은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하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기업은 정년연장 추세에 맞게
평생임금구조(lifetime wage structure)를 바꾸어 나갈 것이고, 혹은 퇴직금누진제 대신에
기업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Fields and Mitchell, 1984). 또한 기업은 장기근속에 따른
사내교육과 훈련, 배치전환 등의 고용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생산방식의 변화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년의 연장은 이와 같이 기업의 임금관리와 고용관리에 큰 영향을 줄 뿐더러 국민연금의
재정운용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고령화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정년연장에 대해 그 자체의
贊反에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 경제는 정년연장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여야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노동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방지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직종(예를 들면 통행료 징수원)을 정하여 고령자의 우선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affirmative
action)이나 촉탁 및 시간제 취업의 확대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시간제 취업의 확대는
여성취업부문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셋째, 남성은 실업할 가능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특징은 56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취업→실업→취업의 경로로, 여성의 경우는 취업→비경제활동→취업의 경로로 노동이동을
한다는 성별 특징을 확인시켜 준다(魚秀鳳, 1991b). 이 의미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과 실업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두 상태가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실업, 즉 직장탐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면 여성의 경우에도
비경제활동상태보다는 실업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점은 시장에 새로운
제도(institution)가 도입되면 경제주체의 행위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최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정책의 동태적 비일치성' (dynamic inconsistency)의 한 예인 것이다
정책당국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할 때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第 4 節 우리나라의 失業構造

1. 失業率과 勞動力 흐름과의 關係
실업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 스톡變數(stock variable)이므로 지난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노동력 상태간의 상호흐름(labor flow)에 의해 결정되는 통계이다.
한 사람의 노동력상태는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과거 취업자뿐만 아니라 과거 비경제활동상태였던 사람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통계적 구분은 단지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였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률은 실업자 대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의
절대수 못지 않게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도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자수의 변동없이 실업률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력상태간의 노동력흐름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ur은 실업률, Pij는 과거 I상태에서 현재 i상태로 노동력이 이동할 확률, 즉
이행확률(transition provavility)이다. 아래첨자 e는 취업(employment), u는 실업(unemployment)
그리고 n은 비경제활동상태(not in the labor force)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Pue는 한 사람이 과거
일정기간 전에는 실업상태에 있었다가 현재는 취업하고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여기서 위의
관계식은 노동시장이 균형상태에 있을 때, 즉 상태간 흐름은 계속되지만 한 상태(예를 들면
취업)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와 그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같은 상태를 가정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위 관계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크게
첫째,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질 때(Pue ↓)
둘째,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계속 취업하기가 어려울 때(Pee ↓)
셋째, 취업상태로부터 비경제활동상태로 자주 이동할 때((Pen ↑)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종류의
이행확률이 실업률에 주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관계는 실업대책수립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노동력을 성별․연령별․하락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 그룹간 실업률이 다르고 또한 각 그룹의 이행확률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한 그룹의
실업률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을 때(예를 들어 고학력그룹이나 저연령그룹률), 이행확률은 그
그룹의 실업률이 왜 높은가를 말해준다. 따라서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은 특히 문제가 되는
이행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
여성의 실업률이 높다고 하자. 만약 그 주된 이유가 일자리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Pue ↑)이라면
고학력 여성에 대한 전문직업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주된
이유가 취업한 이후 직장에서의 차별이나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비경제활동연구화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Pen ↑)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의 강력한 시행과 더불어 보육시설확충책이 고학력
여성의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노동력 상태간 이행확률은 각 노동력
상태에서의 평균지속기간을 추정가능케 한다. 즉 어느 시점에서 한 노동력 상태에서의
탈출률(hazard rate)을 δ이라 할 때 그 상태에서의 기대지속기간(expected spedll of duration)은
δ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이행확률의 분석은 근속기간이나 실업기간 등의 기간분석(period
analysis)과 銅錢의 양면관계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서술될 이행확률의 분석과 정책시사는 그
자체가 실업기간을 분석하는 것이며 따라서 실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시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시사를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상태간 이동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2. 80年代 勞動力 移行確率 變化와 政策示唆

여기에서는 경제기획원이 3년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는 고용구조통계를 중심으로 1983, 1986,
1989년의 노동력 이행확률 변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성별․연령별 노동력상태
변화는 1988→89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경험적 수치로 계산되는 노동력
이행확률을 과거와 현재, 혹은 각 연구특성상의 그룹별로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취업상태로 이동할 확률(Peu)이 10%라고 가정하자. 이 10%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과거 총취업자 100명 중 10명이 어느 시점에서 실업상태로 되어
현재까지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해석이다. 둘째는 과거 총취업자 100명이 모두 일정기간의
10분의 1씩 실업상태에 있다는 해석이다. 첫째의 경우는 10명의 장기실업자가 문제의 핵심이고,
둘째의 경우는 잦은 노동력상태의 이동이 문제의 핵심이다. 앞으로 보고될 모든 노동력이동
통계는 위 두 해석을 구분해서 서술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정책시사를 얻기 위해서는 각 노동력상태에서의 지속기간에 대한 분석(duration analysis)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5>는 1년전 노동력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력상태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주요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취업정착률(Pee)이 지난 80년대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80년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없으나 ① 1987년
6․29 이후의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성의 증대, ② 1986∼88년 3년간의 지속적인 호황,
③ 노동력공급 풀(pool)의 절대적 감소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노동시장에
가져올지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과 탄력성(flexibility)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명의 근로자를 직업알선하여 효율적인 노동이동(efficient
turnover)을 통해 생산성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측면의 분석과 더불어, 노동시장 전체로
보아 노동시장의 정착률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 노동력 풀을 크게 함으로써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5> 이행확률의 변화(1년전 상태기준)

둘째, 1년전의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현재 취업상태로 이동한 사람들의 비율(Pue)을 보면 1986년에
감소했다가(54.9%) 1989년에 다시 증가(58.8%)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6∼88년의 3저호황에
힘입은 바 큰데 이들이 어느 산업에 어떠한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가는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본고는 이 주제를 산업간 노동이동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한편 실업상태에서의 탈출률(Pue＋Pun)은 8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이 율은 1983년
66.7%, 1986년 69.1% 그리고 1989년 71.7%로 나타나는 바 이를 기초로 한

평균기대실업기간(탈출률의 역수)은 1983년 1.50년에서 1989년 1.39년으로 약 1.3개월 감소하고
있다. 물론 위의 기대실업기간은 과거 1년 동안 전부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가정 위에서
계산되었므로 과대추정되고 있으나 기대실업기간의 단축추세는 향후 고용보험의 도입이 우리
경제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1년전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비율(Pne＋Pnu)을 보면 1983년 9.6%,
1986년 9.1%, 1989년 8.3%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추세는 동기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사실, 즉 노동시장에서 이 기간 동안 노동력부족의 정도가 심화되어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왔다는 사실과 크게 대조된다. 즉 노동시장의 초과수요의 상태(tight labor
market)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연구에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풀이 점차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이다.

3. 特別 移行確率과 政策示唆
여기에서는 성별 노동력흐름을 살펴보고 정책시사를 도출하기로 한다. <표 3-16>은 앞 절에서
설명한 이행확률을 1989년의「고용구조통계조사」에서 작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16> 이행확률의 성별비교(1988년 노동력 상태 기준)

위 표에서 나타난 이행확률의 성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높은 반면 취업상태에 머무를 확률(Pee)은 남성이
높아(남성 Pee〓98.1%, 여성 Pee〓96.6%) 여성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이 한 직장에 머무를
확률이 남성보다 높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중요한 요인은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가는
확률(Pun)에 있어 여성(18.7%)이 남성(11.2%)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로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실업대책은 남성에게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최근 우리 경제의 노동력부족상태(魚秀鳳, 1991a)를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재 여성의 남성보다 높은 노동시장이탈률(Pen〓2.9%, Pun〓18.7%)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target)의 정책수단(policy instrunments)으로서는 공공 및 사립보육시설
특히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이 효과적이며, 더불어 직업안정기능의 서비스강화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Pne＋Pun)의 경우 남성은 9.9%로 여성의
7.7%보다 2.2%포인트 높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데 이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비경제활동상태의
노동(가사․육아 등)에 대한 가치, 즉 시장보상임금(reservation wage)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정책은 노동수요측면(시장임금)과
노동공급측면(시장보상임금)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여성의 노동공급비용(supply cost of labor)을 낮추는 정책은 시장보상임금을
시장임금보다 낮출 수 있는 수준만큼 충분해야 할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정책으로서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인적자본을 높이면 여성의 노동시장진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은
시장보상임금과 시장임금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경제활동참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학력이 높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여성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받고자 하는 임금수준도 같이
높아지므로 고학력화가 반드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회의 확대나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노동공급측면의 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의 이동의 비대칭적이며 남녀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극히 낮은
반면(Pnu〓0.8%),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유입될 확률은 매우 높다(Pnu〓18.7%). 남성의
경우도 비경제활동에서 실업으로의 이동확률(Pne〓2.2%)보다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확률(Pnu〓11.2%)이 크게 높으나 비대칭구조는 여성의 경우가 뚜렷하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여성이 오랜기간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실망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사실과 더불어, 여성의 경우 확실한 일자리의 보장이 없다면
비경제활동상태를 벗어나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표 3-17>은 노동력상태간 흐름을 1988년의 노동력상태에서 시작하여 1년후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유출이행확률(exit transition probability)인 반면 <표 3-18>은
1989년의 노동력상태를 기준으로 이들이 각각 1년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유입이행확률(entry transition probability)이다.
유입이행확률에 나타난 성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현재 취업한 사람들 중 남성의 경우 97.2%가 1988년에도 노동시장에 있었던 사람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89.5%가 1988년에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10.5%는
지난 1년 동안 노동시장에 신규진입 혹은 재진입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위의 <표 3-16>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장 퇴장률과 결합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의 입․퇴장이 잦다는 사실(frequent exit and entry)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입․퇴장이 잦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표 3-17> 이행확률의 성별비교(1989년 노동력 상태 기준)

선진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의 단속성은 출산․육아 및
가사노동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고 사회적 보육시설수준이 낮은 동양국가들(한국,
일본)에서 보다 잘 관찰된다는 사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시키려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시사해 준다.
둘째,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 과거 1년전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비율(Puu)을 보면
남자의 경우 40.7%로서 여자의 28.6%보다 12.1%포인트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여성
실업자의 과반수(50.3%)는 과거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력상태간 변화의 성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은 비경제활동→취업→실업의 경로로 변화하며 여성은
비경제활동→실업의 경로로 변화한다. 이는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과 실업은 뚜렷이 구별되는
노동력상태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 두 상태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노동력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신의 시간(time)에 대한 기회비용이 남성보다 높아 쉽게 취업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상태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socially undesiriable)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즉 "남자가 오죽 못나서 집에서
놀고 있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상태, 즉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남성의 경우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즉
구직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고용보험)이 전혀 없으며, 실업상태가 미래직업에 대한
탐색투자(search investment)로 인식되기보다는 단지 '무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의
시장보상임금은 낮아지게 되며 그만큼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짧은 구직기간을 거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성별 노동이동의 특성이 고용보험도입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를 일정기간 취업한 자로 한다면 여성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상태→실업상태로 이동하는 대신,
비경제활동→취업→실업의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용보험 제도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 다른 한편 으로는
비경쟁활동상태로부터 실업상태로의 이동을 촉진시켜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표 3-17>은 현재 비경제활동상태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남자 96.3%, 여자 97.9%)이
1년전에도 비경제활동인구였음을 보여준다. 이 비율에 있어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1.6%포인트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표
3-16>의 결과를 확인시켜 준다. 이 결과는 일견 위의 첫째 사실, 즉 취업→비경제활동상태 사이의

빈번한 입․퇴장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그리고 <표 3-17>의 이행확률이 현재의 노동력 상태별
스톡을 기준으로 각 상태에서 유입된 경험치의 비율로 이해하면 이러한 모순은 사라진다. 즉
여성의 경우 취업인구의 스톡(1989년 6,411천명)은 작은 대신 비경제활동인구의 스톡(1989년
9,157천명)은 커서 적은 비율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1988년 Pne=6.9%)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1988년 Pne=10.5%)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였어도(1988년 Pen=2.9%)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1989년 Pen=1.8%)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요약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의 입․퇴장이 빈번하지만 비경제활동상태의 비중이
커서(즉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서)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탈출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정책시사를 던져준다. 즉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은 남성에 대한 노동시장과
구별될 필요성이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계속 정착하게 되므로
교육․훈련 등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 나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훈련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인적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이 가능할 수 있다. 더불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도 교육․훈련보다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기회의 확보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年齡別 移行確率과 政策課題
<표 3-18>에는 1989년 현재 15세 이상 생산기능인구의 노동력상태간 이행확률이 나타나 있다.
1989년 현재 15∼24세 연령층에는 1년전(1988년) 14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1988년 14세 인구의
노동력상태는 엄밀히 말해 비생산가능인구이지만 비경제활동으로 간주해 <표 3-18>이
만들어졌고 이 문제는 앞서 설명한 모든 이행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됨을 밝혀둔다. 따라서
15∼24세의 이행확률 중 1년전 노동시장에 들어와 노동력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Pe,
Pu)은 과대추정(over estimate)되어 있고 , 1년전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비율(Pn)은
과소추정(under estimate)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표에 나타난 이행확률의 연령별 특징을 정리하여 보자.
첫째,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업상태의 잔존율( Pee)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앞의
제2절에서 80년대 취업정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일관된 발견이다. 이는
80년대 취업정착률 상승은 전체취업자의 평균연령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고령화와 취업정착들과의 正의 상관관계가 연결되어 80년대 지속적인 취업정착률 증가에
기여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의 도입효과에 대한 중요한 정책시사를 던져준다. 즉 노동력의

<표 3-18> 이행확률의 연령별비교(1988년 노동력상태 기준)

고령화와 더불어 취업정착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90년대에 고용보험은
건전한 보험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2000년대에는 적자가
된다는 전망과 銅錢의 양면을 이루는 전망으로서 90년대 고용보험 도입이 우리 경제에 안착(soft
landing)할 수 있는여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1989년 현재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Peu)이 25∼54세 경우 0.8%, 55세 이상의 경우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24세의 청소년층의 취업정착률이 왜 낮은가를 살펴보자. 우선 청소년의 잦은
직장이동(frequent turnover)은 보다 좋은 직장을 찾으려는 투자로 이해될 수 있다. 잦은 직장이동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취업→실업으로 이동확률(Peu)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취업→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일정기간 취업후 학력에 투자하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출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취업지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은 이들 청소년층에 초점을 맞우어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며, 여성의 경우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시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둘째,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단 실업하게 되면 재취업할 확률(Pue)이 낮아지게 되고 이들은
실업상태에 머물기보다는(Puu)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Pun)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나이가
많아서"라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충분한 사회적 이유가 되지만 실업상태에 남아
구직활동을 계속하는데는 장애가 되기 때문 이다. 인력부족시대에 진입한 우리 경제는 각 분야에
고령노동력의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고령노동력 활용을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온 고령노동력의 이탈방지정책도
중요하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인구(Pen+Pun)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90년대 중반에는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셋째,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Pne+Pnu)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이가 많아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노동공급측면과 더불어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도 극히 적다는 노동수요측면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정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이탈률이
낮은 것과 유사하지만 고령노동력과 여성노동력은 이들의 시장보상임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이들 그룹의 시장보상임금을 추정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지만 가사․육아 등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노동력은 작은 유인만 부여해도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에 취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넷째, 15∼24세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사실로서 청소년층이 보다 좋은 일자리(job)를 찾기 위해 잦은 노동이동을
하거나 교육에 대한 투자(investment to schooling)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젊은층의 Pen이
중장년층보다 높고 Pne가 낮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 Pue와 Pne 즉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이 중장년층보다 낮다는 사실, 그리고 실업기간이 길다는 사실(높은
Puu)등은 직업정보, 적성검사 및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 직업안정서비스를 젊은 실업자 및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第 5 節 雇傭保險制度의 導入背景과 政策課題

1. 雇傭保險制度의 導入 必要性
제1절에서는 향후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구조의 변화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특히 생산공정에서의
기술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생산현장에서 구현할 기술인력의 개발이 핵심적 정책과제라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 같은 기본적인 인력양성체계의 개편은 물론 기업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육․훈련과 고용관리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 및
직장안정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수준으로는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강화, 고용안정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한편 최근의 고용사정 악화는 고용보험도입의 또다른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1992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부진과 자동화 및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최근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즉 1993년 상반기의 실업률은 3.1%로 지난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를 실업자수로 보면 18% 증가한 수준으로서 고용보험이
도입 안된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3년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0.7%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취업자 절대수가 감소함으로써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5%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감소 현상은 제조업 중 주로 단순노동집약적이며
기술․기능 수준이 낮고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이 낮은 섬유․의복, 전자제품, 고무제품,
기타제조업 등 경공업부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이와 같은
제조업의 고용감소 및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현상이 최근 1∼2개월의 추세가 아니라 1992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 제조업의 고용급감 등 양적 측면외에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수급불균형의 지속, 3D업무 기피, 서비스업 고용의 이상비대 등 부정적 측면히 현저히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저임금, 단순조립가공업체 및 신규첨단산업의 고기술․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1993년 3월말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164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의 도시화․고학력화․인문화․고령화 현상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수준의 지속적 상승으로 3D업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서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의 고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고용은 1993년
5월 현재 11,725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43천명(5.8%)이나 급증하였고 소사장제, 외주하청,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기업인력감축과 함께 고용관련
노사분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고용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의 지속적 상승과 그에 따른
조립․가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첨단산업의 발전지연, 노동력의
수급불균형 등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1980년대 중반 이래 제조업 생산직 노동력의 부분적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적 요인으로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강화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활동을 적극화하였고, 그 결과
1987∼88년의 민주화 대투쟁 이후 지금까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저생산성 기업의 휴․폐업이 증가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활로를 찾아 중국․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 구매선을 전환하고 있다.
한편 2급기술의 이전과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에서 노동집약적 상품을
판매해 오던 선진국의 기술제공업체들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상승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자 기술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그간 기술개발 노력을
소홀히 한 우리 기업들은 투자의 방향을 정하지 못함으로써 시설투자는 자동화 시설투자에
머물고 신규사업 투자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즉 근년의 구조조정과정은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에는 성공하였으나 대체산업으로서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육성은 부진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말미맘아 후발개도국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섬유․의복, 전자부품, 신발
및 고무제품, 문구류 등 기타제조업은 국제경쟁력이 약한 기업부처 차례로 휴업․폐업․도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제조업의 고용감소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현상은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가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도
선진국경제가 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경험한 바 있는 저성장 고실업시대를 불원간 맞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구미 각국의 경우 70년대 초반까지 실업률이 2∼4%
수준이었으나 70년대말부터 7∼11%의 고실업시대로 급속히 이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인력부족, 임금상승, 국제경쟁력 약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고급인력 부족 등의 제문제 때문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금융․보험․기타서비스업 등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라이시(R. Reich) 미국 노동성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를
특별한 기술․기능이 필요없는 "막다른 골목의 노동"(dead-end labour)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제조업의 空洞化를 가져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다. 선진
각국 중 일본 및 독일만이 산업체제를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첨단의
고부가가치제품, 다품종 소량생산제품 및 주문생산체제인 유연생산체제(flexible production
system)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생산공장의 기술혁신의 성과를 기존 산업으로
확산시켜 제조업부문의 생산제품 및 생산기반을 보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유연생산체제의 도입․확산을 위해 단순․조립가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업전환훈련 및 향상훈련 등을 수강토록 끊임없이 여러 각도로 지원해 왔으며, 특히
1974년 기존의 실업보험제도를 적극적 인력정책으로 개편한 고용보험제도가 이러한 근로자
능력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은 고용보험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발전시켜 선진 각국 중 거의 유일하게 2% 수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노동력 중심세력을
저생산성․저부가가치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성장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이동시켜 온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과거 남미제국이 경험한 중진국에서의 좌절을 겪지 않고 고도선진산업경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력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즉
현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 및 노동력을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 중간기술인력(테크니션),
다능공으로 향상시켜 인간자본을 축적․성장하는 첨단, 다품종, 소량주문산업의 노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생애를 통해서 별다른 비용의 부담없이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실업기간을
보다 나은 직업을 위한 재훈련․재충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고 기업은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원활한 고용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이는 바로
고용보험제도인 것이다.

2. 雇傭保險制度 導入과 政策課題
앞 절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이동구조의 실업구조의 분석에서 노동시장정책의 기본방향과

고용보험 도입시 고려해야 할 미시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재론하지
않는다. 그대신 고용보험제도의 이해증진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몇가지 측면을
정리해 두기로 한다.
우선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risk)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미래의 위험은 '실업'인데 왜 실업보험이라 하지 않고
고용보험이라 부르는가를 우선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약 46개국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일본과 독일만이 고용보험이라 부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실업보험 혹은 취업부조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을 제도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실업보험이 실업에 대한 소극적 대비책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사망보험을 생명보험으로 부르는 단순한 美辭麗句가 아니라 실업보험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제도인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형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즉 법적 강제하에 갹출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은 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私保險의 형태로 운영될 수 없느냐 하는 점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민간
보험회사가 고용보험이라는 상품을 판다면 이를 사려고 하는 근로자는 대개가 실업할 확률이
높은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비싸진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실업할 확률이 더욱 높은 사람뿐일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된다면 결국 민간
고용보험회사는 파산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실업이란 죽음이나 자동차 사고와는 달리 미래의
위험 정도가 각 근로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고용보험은 실업할 확률이 낮은 계층의 근로자(혹은
기업)가 실업할 확률이 높은 계층의 근로자(혹은 기업)를 부조하는 공공복지제도로서도 작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의 구체적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왜 사용자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출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고용보험은 실업기간 동안 실직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직장알선과 근로자 일반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재원이 된다.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이는 곧 생산성향성으로 귀결되며
생산성증가의 혜택은 근로자와 기업이 공유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 고용보험의 존재로 자동화
시설투자나 업종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해고의 문제를 해당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을 큰 마찰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각을
넓게 하면 기업 역시 고용보험의 수혜자이므로 당연히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험혜택을 받는 측은 근로자이지만 이
제도로 근로자의 건강과 노동력을 보전하게 되어 결국 기업이 수혜자가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경제의 실업률이 2∼3% 수준으로 완전고용 수준에 가깝고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오히려 노동력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용보험이 도입되는
배경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우리경제의 산업화의 진전으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이미 6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는 한 가구당 임금근로자가 1명 이상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이
실업이라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실업이라는 위험은 이제 일부
계층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우리 경제가 1990년을 고비로 인력부족시대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인구구조의
항아리형화․고학력화의 진전으로 산업현장에는 젊은 근로자가 부족한 반면, 인문계 고학력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노동시장변화의 정보가 교육체제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직업안정기능이 미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직업안정제도이며 여기에
실업급부 및 직업훈련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고용보험인 것이다.
셋째,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이 보다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산업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은 동전의
양면관계인데 비탄력적인 고용조정 때문에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산업구조조정이 늦어져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외국 사례를 종종 목격한 바 있다. 고용보험은 고용조정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고용조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장보완기구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은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려는 적극적 인력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로서 修辭學的으로 표현하면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의 네 수레바퀴인 교육․훈련․직업안정․근로복지(실업급부)를
종합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실업의 의미이다. 노동력부족시대의 실업은 대부분
직장이동간에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다. 이 경우 실업은 직장탐색에 대한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직장탐색투자(search investment)의 과실, 즉 근로자와 기업과의 보다 좋은 결합(better
match)의 이익은 근로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귀속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서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실업자의 직장탐색비용(search cost)의 일부를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제정의 추계 과제이다. 우선 보험지출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노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요율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지출액은 보험적용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의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적용대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적용대상 산업이나
적용대상 사업체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며 실직전 근무경력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든가,
자발적 실업자 및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자는 제외한다든가 하는 자격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얼마나 되고 그들의 실업기간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수준으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 문제와 향후 사회 경제적 효과측정을 위해 실업구조를
세밀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력상태를 일정기간 추적한
통계자료(longitudinal data)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주체의 행위가 이에 대응하여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의 모순(dynamic inconsistency)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문제는 고용보험에도
적용된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과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실제로 특히 여성노동력의 경우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직장탐색투자(실업기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면 비경제활동 대신 실업상태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실업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경제주체의 행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측면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위와 연관된 문제로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기존 취업자, 특히 한계근로자들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불리는 소위 '선진국병'으로
알려진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기본적으로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업급여의 전제조건으로 실시해야 해결될 수 있지만 알선 고용보험 담당자의
전문성과 적극성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넷째, 기존의 실업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제도 그리고 기업의 직업훈련분담금제도와
고용보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이다. 우선 고용보험이 직업훈련, 직업안정과
실업급부를 연계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의 수단으로 실시되는 한 직업훈련분담금은 전부
고용보험제도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고용보험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행법상 퇴직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일부는 고용보험에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제도 폐지의 충격을 경제주체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의
사회보험제도로의 편입은 장기간, 즉 적어도 한 세대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第4章

우리나라의 雇傭保險制度 導入方案과 雇傭保險事業의 槪要

第 1節 基本方向 및 目的

1.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基本方向
앞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경험 및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야 될 고용보험제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를 단순히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事後救濟的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전직훈련 및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직업안정망을 근대화하여 勞動市場의 柔軟性(labor market flexibility)을 강화함으로써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며,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한 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직업훈련의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의 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 인력정책(active manpower policy) 차원에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고용정책사업과 더불어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통적인
실업급여지급을 병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될 고용보험제도는 雇傭政策的 機能과
社會保障的 機能을 혼합하여 운용하되 사회보장적 기능보다는 직업훈련, 직업안정, 고용조정
등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고용정책적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실업발생에 대한
사후구체적 의미보다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실업자에 대한 救貧政策의 일환으로
실업급여에 중점을 둔 순수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대량실업문제가 해소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입각한 인력수급 조절기능의 강화, 근로자에 대한 생애직업능력 개발의 촉진, 마찰적
실업의 최소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여건 및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하고
있고, 노동력 과잉공급시대에서 노동력 부족시대로 전환하는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었던 전통적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고용조정과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기능의 확충에도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실업의 예방기능과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기능 등에 고용보험제도의 중점을
둔 독일․일본 등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직업훈련의 활성화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실업급여에 중점을 둔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보험재정의
악화 및 실업자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경험한 끝에 8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 고용정책에
중점을 둔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논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키고 실직자의
留保賃金(reservation wages)을 증가시켜 실직자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실업을 유인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노동공급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망의 확충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정보 제공을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구인 및 구직활동 기간을 단축시켜 주게
되면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여 실업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지급은 유휴노동력에
대해서 경제활동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동공급량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즉 고용보험제도가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노동공급량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1)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으로서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을 증대시키고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 또는
고용보험제도보다는 저소득 실직자에게 무제한으로 소득보조를 행하는
失業扶助制度(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의 부작용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이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나 노동력의 質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직업안정망의 발전을 가져오므로 이를 통한
고용정보의 제공은 근로자의 적재적소 취업(jpb match)을 촉진시킴으로써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확성화를 통한 생애직업능력 개발체계의
확립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의 정리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력의 합리적인 재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순기능적인 면과 역기능적인 면이 병행하고 있는 바,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기능에 중점을 둔 적극적 고용정책사업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실업을 장기화시킴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소위 '선진국병'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고용정책사업과 실업급여사업의 조화를 통해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제도의 운용여하에 따라 경제의 활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目的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피보험저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20세기초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이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에 당시의
여건하에서는 실업보험제도는 불가피하게 실업급여의 지급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해소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전통적인 실업급여 중심에서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게 되면서 고용보험제도의 목적도 이에 부응하여 수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1947년에 제정된 실업보험법에서는 실업보험제도의 목적을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47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취직을
촉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및
고용기회의 증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이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업의
발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이라는 전통적
실업보험사업을 연계하여 인력의 형성․배분․활용․보존의 제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요보험제도는 취업희망자가 적재적소에 취업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구인․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지도를 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구인․구직 알선을 통하여 취업과 채용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조정의 원활화,

고용기회의 증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석1) Burtless, Gary., "Unemployment Insurance and Labor Supply: A Survey," Hansen, W. Lee and
Byers. James F.(ed) Unemployment Insurance: The Second Half-Century, Wisconsin, 1990, pp.69∼107.

第 2節 雇傭保險制度의 類型

1. 雇傭保險制度의 類型과 그 特徵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그 적용방법에 따라 强制的(또는 義務的)
雇傭保險制度(compulsory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任意的(또는 自發的)
雇傭保險制度(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및 失業扶助制度(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로 大別할 수 있다.1)
强制的 雇傭保險制度는 社會保險方式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31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표 4-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對價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조기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任意的 雇傭保險制度는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失業基金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로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표 4-1).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간의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갹출을 받아 실업기금을 적립하고 조합원이 실업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임의적 제도(voluntary system)로 출발하였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관행이
현대 국가에까지 이어진 것으로서 실업기금의 관리․운영은 노동조합이 담당하되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노사가 함께 실업기금을 적립하게 하고 정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므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므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 특징이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고용보험에의 가입여부를 근로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

<표 4-1> 고용보험제도의 유형별 실시국가 현황

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조합원만 가입이 강제되는
임의적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던 국가들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로 전환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失業扶助制度는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所得調査(income test)를 전제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와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모두 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주로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며 적용대상도 소득수준과는
관계없는 데 반하여 실업부조제도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의 보험료 갹출없이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 필요재원을 조성하고 소득조사를 실시하여야 고용기록과 관계없이(independent
of employment history)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업부조제도에서는 실업부조 금액이 소득조사결과 밝혀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은 이와 같이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부조제도등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혼재해 있는 二重的 制度(dual system)를
2)
실시하는 나라도 다수 있다. 예컨대 독일,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등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급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실업자에 한해 재정보조의 실업부조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고, 스웨덴, 핀란드 등은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급여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급여요건에 미달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로
판명되면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2. 우리나라에 導入할 雇傭保險制度의 類型
어느 나라에서든지 고용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어떤 유형의 제도가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보험제도의 각 유형의 장단점, 실업의 성격, 실업자에 대한 기존의 보호제도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노동조합이 실질조합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失業基金을 적립하여 조합원이 실업을 당하면 제한된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실업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시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임의적 고용보험제도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가입이 강제되므로
노조조직률이 낮을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를 실업의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아직까지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높은 나라로서3) 적용범위에서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와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4)
감안하면 1991년 현재 노조조직률이 16.0% 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보다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도입목적이 단순히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실직기간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消極的 意味에 있는것이 아니라 실업을 事前에 예방하고 취업알선 및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을 통한 人力需給의 원활화와 고용구조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업안정등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강화하는 積極的 雇傭政策(active manpower policy) 次元에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포괄적 적용범위를 가지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할 것이다.
失業扶助制度는 보험료 갹출과 관계없이 저소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전액정부부담에 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부조제도만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나 임의적 고용보험제도와 혼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부조제도는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2년 현재 실업률이 2.4%로서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있고 고용보험제도를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부조제도는 실업기간을 연장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소위
말하는 '先進國病' 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도입하기 곤란할 것이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위원들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실업부조제도의 실시반대에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다.
주석1) 柳吉相, 「先進國 雇傭保險制度의 經驗과 敎訓」, 『보험개발연구』 (1992년 제1호),
보험개발원, 100∼113쪽; 延河淸, 「雇傭保險制度 導入에 관한 硏究」 『韓國開發硏究』, (제3권
제1호), 韓國開發硏究院, 1981, 85∼103쪽 ; 金元植, 『外國의 雇傭保險制度』, 한국노동연구원,
1990, 43∼44쪽 ; Blaustein, Saul J. and Craig Isabel. An International Review of Unemployment
Insurunce Schemes, The W.E. Upjohn Institute for Emolpyment Research, January 1977, pp. 16∼23.
주석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1.
주석3) 예컨대 덴마크의 노조조직률은 1983년 현재 78.2%(한국노동연구원, 『1992년 KLI
海外勞動統計』 ; R. Bean(ed),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se, (1989), 스웨덴의 노조조직률은 1985년
현재 96.3%에 이르고 있다.
주석4) 전체 피용자에 대한 조합원수의 비율기준이다(한국노동연구원, 『1993년 KLI
勞動統計』).

第 3節 適用範圍

1. 雇傭保險의 事業內容과 適用範圍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는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과 기업의
고용조정지원 등을 위한 雇傭安定事業,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내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을 위한 能力開發事業, 실직근로자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업급여(구직활동수당)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失職者 生活安定事業으로 구분된다.
고용안정사업 중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직업훈련상담을 행하며 취업
및 채용을 알선하는 고용관련 서비스제공은 고용보험료의 부담과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이므로 그 대상은 당연히 전체 국민이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업 및 근로자만을 한정해서는 안되며 새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신규학교 졸업자, 직업훈련생,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주부 등 누구든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가면 고용보험료의 납부와 관계없이 직업정보를 제공받고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 및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은 실제 보험료를 갹출한 기업과 근로자가 되며 이하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논할 때 는
이를 의미한다.

2. 失業의 類型과 雇傭保險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상용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을 단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업의
성격과 고용보험의 적용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및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摩擦的 失業은 구직자가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職場探索活動(job search activity)중
노동시장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구인자와 구직자가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즉 마찰적 실업은 직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인․구직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구직활동 기간이 단축되면 마찰적 실업도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마찰적 실업은 그 성격상 비교적 短期失業이고 고용보험에 의한 취업알선의
효율화로 실직자의 조기취업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마찰적 실업은 고용보험에 의해 해소하고자
하는 주대상이라 할 수 있다.
李節的 失業은 건설업, 농업 등과 같이 1년중 특정 시기에 생산활동이 크게 감소하는 산업에서
발생되는 실업으로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데서 야기된다. 계절적 실업은
단기실업이긴 하나 계절적 실업을 고용보험에서 보호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과다에 따른
보험재정의 불안을 야기시키므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된 다음에도 계절적 실업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다.
景氣的 失業은 전반적인 경기후퇴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노동수요 감소로 인한 실업으로서
실업기간이 長期化되고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短期保險인 고용보험은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기간의 일부분밖에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초기의
실업보험제도하에서는 대량실업제 직면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주안을 두었으나,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기적 실업은 대량의 장기실업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에 의해 보호하기 보다는 일반 경제정책에 의해 경기후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장기실업자를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본래의 목적과 상충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다소 기여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소정의 급여기간이 경과한 장기실업자는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構造的 失業은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 수급구조가 변화하여 직종별․산업별
노동력 수급구조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직업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습득시켜 구직자의 적응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은
일단 발생하면 長期化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고용보험이 부적합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고용보험을 전직훈련등
직업훈련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 실업의 예방과 감소를
고용보험제도내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적 실업의 예방은
고용보험사업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Blawteri & Craig, 1977, p.9).

3. 雇傭保險의 適用範圍에 관한 外國의 動向
强制的 雇傭保險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모든 正規勞動者(regular employees)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사업 또는 근로자의 특성등에 따라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표 4-2).
첫째 ,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으로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게 제외하는 국가가 많다(예 :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등). 캐나다는 연방공무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당연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는 1955년부터,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1976년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 자영업자, 가사종사자 및 가족근로자에 대해서도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덴마크, 일본,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된 이유는 이들에 대한 소득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행정적으로 어렵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 이다.
셋째, 농업근로자 및 건설근로자 등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 및
건설업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제도도입 초기에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넷째, 일용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도 고용 및 임금관련 자료의 파악이 곤란하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국가에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간제(part-time) 근로자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주 22시간 이상, 독일에서는 주 18시간 이상,
캐나다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 영국, 홍콩, 뉴질랜드, 바베이도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임금수준이 일정수준
미만인 근로자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다섯째,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관리운영상의 문제와 고용상태의 불안요인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1)
제도시행 초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가 많았으나 오늘날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된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여섯째, 연소자 및 노령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취업가능한 15세 이상
근로자와 노령연금 수혜가능 연령(보통 60세 또는 65세) 미만의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노령연금 수혜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이중급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일곱째, 최초구직자, 견습공, 직업훈련생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각급 학교 신규졸업자 등
최초구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트에서는
견습공과 직업훈련생도 적용대상으로 하여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끝으로 일부 업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구별된 별도의 제도에 의해 실업에 대한
보호를 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는바,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실업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부두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스페인은 농업근로자와 자유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다. 기타 선원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는국가로서는 일본,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등이 있고 공무원에 대한 별도 제도를 두고 있는국가로는 네덜란드가
있으며, 비행사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4.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適用範圍
가.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대상
우리나라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부터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보험재정의 안정측면에서 고용특성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초기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보호측면과 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재정의 안정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계절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에 우선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고용

<표 4-2>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

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측면을 중시하면 고용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상용근로자부터 적용한 다음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제도시행 초기부터 전면적용을 한 국가에서는 고용보험의 재정난이
심각하여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가
2)
많았다. 이와 같은 교훈을 참작하여 선진국 중에서는 비교적 고용보험제도를 늦게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 1947년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광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한정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체 근로자의 36.6%에 지나지 않았으나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된 1975년 4월부터
업종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3)
우리나라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제도의 도입(1964년)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1977년)시에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하여 당연 적용대상으로 한 후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1988년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고,
1992년부터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당연 적용대상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4-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추이

필즈(Gary S. Fields)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당연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4)실제로 우리나라의 바로
전에 다녔던 직장의 종업원 규모별 실업자 분포를 보면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인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실업을 당한 사람의 비율이 37∼42%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규모별
노동이동률에 있어서도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이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즈 교수의 권고가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 근로조건, 고용안정, 근로복지제도
등에 있어서 격차가 심한 二重 勞動市場을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李周浩, 1992) 다른 나라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이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고
실직자들이 실업급여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등
실업급여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작용(adverse sideeffects)이 심각하지 않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논함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논리적인 타당성과 함께
현실적인 관리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까지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근로기준법을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고 1992년에 와서야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하여 된 것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제도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 영세사업장도 당연히
적용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영세사업장까지 적용하기에는 이를 관리할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1992년부터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들을 행정지도할 관리운영요원의 증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논리적인 타당성만 좇아 제도시행 초기부터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용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표 4-4> 바로 전에 다녔던 직장의 종업원 규모별 실업자 분포

<표 4-5> 기업규모별 산업별 노동이동률(1992년)(10인 이상 사업체)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39.3%인
4,454천명이지만 사업체수의 분포로 볼 때에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수의
93.2%를 차지하고 있어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요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증가가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초기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에 관한 기록이 구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 적
<표 4-6>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 및 근로자 분포(1991년 7월 1일 현재)

용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전면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雇傭保險硏究企劃團의 다수 의견이었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일부 위원과 노동계에서는 적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적면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른 일부 위원과 사용자측에서는 현행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실시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을 150인 이상 사업장과 그 근로자로 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운영비가 크게
증대하게 되므로 제도시행 초기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당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또한 1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현재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인데 고용보험제도를 1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한정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고용보험의
작용대상을 1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150인
미만 사업장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중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인데
1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제도시행 초기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견해이다.

나. 산업에 따른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별 노동이동률, 실업률 및 고용안정성 등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산업별 실업급부 수급률에 있어서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들 산업간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요율을 다른 산업보다 높이
책정하고 있고5) 스웨덴의 경우에도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에 있어서의 실업률은 월등히 높게
6)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업 및 농림수산업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계절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초기에는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요율을 다른 산업의 경우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산업별 전직실업률은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

<표 4-7> 우리나라의 산업별 전직실업자 비율(1989)

년 현재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광공업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이동률은 <표 4-5>, <표 4-8> 및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은 1990년 이후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노동이동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을 다시
중분류로 보면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의 노동이동률이 가장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이동률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산업별로 검토함에 있어서도 계절적으로 노동수요의 변동이
심하고 따라서 경기변동과 계절에 따라 실업가능성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 제 1 안 : 건설업 및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분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 정착후에 적용대상에 포함.
- 제 2 안 : 건설업 및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고용보험재정의 안정과 사업주의 고용안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업발생률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경험률제도(experience rating system)를 도입함.
상기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도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초기에는
제외하자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으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의견은 상기 제2안을 지지하여
산업과 업종에 따른 적용대상의 차등은 두지 않기로 하되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에 다수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보다 엄격히
하며 경험요율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표 4-8>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별 노동이동률

<표 4-9> 제조업부문(중분류)의 노동이동률(1992)

다. 고용보험 적용범위에 관한 기타사항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고용보험제도는 무엇보다도 피용자의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피용자 중 일용근로자는
고용상태가 불명확하고 임금자료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제도정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통계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도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가 부정기적인 사람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경우 이들의 빈번한 실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본에서도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예정하여 행하는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기간의 기간을 예정하여 행하는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예정하여 행하는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시간제 취업자(part-timers)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제 취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본은 1989년 10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22시간 이상 33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근로자는 단시간노동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독일은 주 18시간 이상, 캐나다는 주 15시간 이상의 시간제
취업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침」(1992. 12)에서 법정 주당근로시간 44시간의 70%인
30.8시간 미만 근로자를 파트타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의 취업시간별
분포를 보면 주당 35시간 이하는 1.7%에 지나지 않는다(표 4-10 ). 파트타임 근로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전시간(full-time) 근로자에 비하여 미약하고 임금 및 고용에 관한 자료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제도 도입초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보험재정의 안정과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체계상 이들은 별도의 제도로 분리되어 있고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표 4-10> 상용근로자의 취업시간별 분포(1989)

또한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결 어
이상의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대상: 모든 구직자와 예비구직자 및 사업자
○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이외의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의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제외 대상: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

- 60세 이상인 자
○ 행정능력과 보험재정 안정을 감안한 제도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적용제외
- 10인 미만 사업장 및 그 근로자
- 매일 고용되는 자 및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예정하여 행하는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자
- 주 근로시간이 일정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고용보험제도의 임의적용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및 그 근로자는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ILO 협약 제102호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제21조는 모든 피용자의 50% 이상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협약 제168호인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는 모든 피용자의 85% 이상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되 회원국이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 의해 모든 피용자의 50% 이상 또는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특별히 정당한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업부문 사업장 근로자의 50% 이상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표 4-11>과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현재 99천개소의 사업장에서 약 500만명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1>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근로자수(1992)

<표 4-12>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수(1992)

주석1) 예컨대 30년대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8명의 근로자를
20주 이상 고용한 사업주로 제한하였으나 1954년과 1970년의 법개정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제한이 소멸되었으며, 일본도 1947년 제도도입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1975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제한을 폐지하였다.
주석2) 예컨대 영국은 초기부터 실업자 보호에 우선을 둔 결과 보험재정의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독일은 재정안정에 우선을 두어 결과적으로 재정압박없이 실직자 보호를
충실히 하고 있다(Heber and Murray, 1966. pp.50∼60).
주석3)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險課, 『雇用保險の 槪要』, 1990. 7, p. 6.
주석4) Fiedls Gary S. A Propose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Korea. March 1993. pp. 11∼13.
주석5)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업, 청주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여타 산업에 비해 고용보험요율을
0.2%포인트 높게 책정하고 있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0.3%포인트 높게 책정하고 있다.
주석6) 1976∼79년간의 스웨덴의 평균실업률은 1.4%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건설업의 실업률은
4.4%, 임업의 실업률은 5.0%로서 평균실업률을 크게 상회하였다(Bjorklund. et al., 1991. p.156).

第 4節 雇傭保險事業의 槪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은 [그림 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실직자 생활안정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雇傭安定事業은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주부노동력 고용촉진사업, 특정불황업종 및 불황지역의 고용개발촉진사업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사업은 고용정보 전산망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및
고용에 관한 정보를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직업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신규취업자,
전직희망자, 실업자, 예비구직자 등에게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에 조기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 활동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사업은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職場探索費用(job search costs)과 구인자의 근로자
채용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인․구직자에게 필요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직업상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직원의 양성 및 관리가 필수불가결함은 물론이다.
雇傭調整支援事業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剩餘勞動力(reduntant labor)에
대한 전직훈련 및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의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유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 전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 새로운
부문에 배치전환했거나 재취업시킨 사업주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조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의 유지 확대를 위해
이들을 위한 직종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작업환경를 개선한 사업장 및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부노동력 고용촉진사업은 주부의 고용비용 감소를 위해 탁아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정불황업종 및 특정불황지역의
고용개발촉진사업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4-1]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개요

둘째 , 能力開發事業은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현재
1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실시하여 훈련의무사업장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기업
스스로 양성하게 한다는 사업내 직업훈련이 경직적인 직업훈련정책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특수적 훈련(firm-specfic training)을 실시하지 못하고 어느 직장에서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일반적 훈련(general training)을 실시함으로써 직업훈련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내 직업훈련 기준을 자율화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훈련을 기업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고용보험료에 흡수․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훈련유인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내 직업훈련의 자율화는 결국 기업 스스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게 해줌으로써 양성훈련 위주에서 탈피하여 재직근로자를 위한 향상훈련과 재훈련
등 근로자의 생애직업훈련체계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별기업단위에서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또는 중소기업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직업훈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재정에서
상당부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원화에도
노력한다. 또한 현재 주요 공공직업훈련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개발센터를 활성화하여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해 주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및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失職者 生活安定事業으로서는 실직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구직활동수당), 직업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직업훈련수당,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재취직수당 및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훈련연장급여
등이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실직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 동안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서는 실업급여에

국한하였으나 실업보험사업이 고용정책과 연계되면서 실업급여의 지급과 동시에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실시를 병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직자의 직업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명령한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종료되어도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고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인력난이 현저히 심한 3D 직종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이상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기본구도를 표시하면 [그림 4-2]와 같다. 제5장 이하에서는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 구도

第 5章

雇傭安定事業

第 1節 雇傭情報提供 및 就業斡旋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197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점차 노동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왔으며 1987년의 6․29 민주화선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제2의 전환점을
1)
지나면서 노동력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처음으로
심한 산업인력부족 현상을 경험하면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을 단축하거나 휴․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였고 아예 일부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도 적지 않았으며 국내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외국인력까지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근로자의 부족률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2% 내외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7년부터 3%대로 증가하였고 1990년부터는 4%이상의 높은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인력부족현상은 특히 임금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과 생산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직중에서도 미숙련기능자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력부족현상은 생산성 증가율 이상의 높은 임금인상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반면에
고학력 청소년 실업자의 수많은 유휴인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현상에 있다.
한편에서는 인력부족이 계속되는 반면 생산직 인력을 양성하는 공업계 고등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지원자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는데 반해 과도한
대학진학은 계속되고 있다. 1992년 하반기부터는 경기침체에 따라 인력난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반면에 휴․폐업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 공장자동화에 따른 집단감원 등 고용불안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표 5-1> 상용근로자 부족률 추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공급측면에서 인구증가율의 둔화,
고학력화 및 교육의 人文化에 따른 생산직 노동공급의 감소,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노동수요측면에서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자동화․省力化의 진전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력정책은 과거의 노동력 과잉공급과 저임금시대에 형성된 제도․관행․기구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부문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표 5-2>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이미 <표 5-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 생산직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나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보면 1992년 현재 15∼19세 연령계층의
실업률은 10.2%, 20∼24세 연령계층의 실업률은 7.0%로서 15∼24세 연령계층의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5%를 점하고 있으며, <표 5-3>에서 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력정책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괴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능이 크게 취약하여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인력수급을 시장기능에 따라 해결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경직적인 인력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업안정기관으로서 중앙직업 안정소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방 노동청 및 39개 지방 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 그리고 6개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 등 노동부 산하에 52개 국립 직업안정기관이
있고, 시․도 산하에는 최근에 설치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가 27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 부녀복지관 등 16개 공공 직업소개기관이 있다. 또한 사설 직업 안내소로는 121개 무료
직업안내소와 987개 유료 직업안내소가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관서의 직업 안정과에서 실제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327명으로서 1개소에 1∼2명에 불과하고
시․군․구 취업정보센터는 일용근로자 등 단순 노무직에 대한 취업알선 이외의 전문적인
직업상담이나 알선은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직업안정망은 직업안정조직의 취약, 담당인원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홍보미흡, 직업상담의 미실시 등으로 그 기능이 극히 취약하여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비율은 2%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 종사자가 독일은 9만여명, 일본은 1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는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상품수요로부터 도출된 派生需要(derived demand)이기 때문에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기술
변화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하게 마련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力動性(dynamics)을 간과한 채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인력수급 전망을 하고 이에 따라
2)
인력양성을 해온 결과 노동력의 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고용정보에 의해 취업을 하다 보니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과 맞지 않아 잦은 離職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적 실업과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노동시장 기능에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조절을위한 노동시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직업안정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도로․항만․철도 등 實物經濟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이 物流의 흐름을원활히
하여 실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듯이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사회간접자본의로서 구인․구직의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구인․구직정보는 물론
직업상담, 훈련상담, 취업알선, 고용조정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등 노동시장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제공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촉진하고 고용정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준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이와 같은
직업안정망의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고용안정사업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노동시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취업과 채용을 알선하여 한정된
인력자원이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인력수급조절을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국의 필즈(Gary S. Fields)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친구․친지의 소개 등으로 직장을
구하고 있고, 대기업은 임금 및 근로조건이 양호하며 인력확보에 애로가 없으며 중소기법은
임금․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직업안정망을 확충하여 구인정보를 충분히 제공해도 인력확보는
여전히 어려울것으로 예상하면서 고학력 실업자는 고용정보 부족보다는 보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의 구인처(job offers)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에서는 직업안정망의
확충이 인력수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직업안정망의
확충을 통한 노동시장 기능의 활성화가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직업안정사업과 직업훈련촉진 등 능력개발사업을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3)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권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피상적으로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구직경로를 보면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자나 실업자 모두
친구․친지 소개에 의한 구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직업안내소를 통한 취업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직장을 가진
적이 있는 前職失業者數가 실업자의 74.6%였는데 이들이 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보면
<표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이 적어서',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작업시간․작업환경 등이 좋지 않아서', '적성․지식․기능이 맞지 않아서 ' 등등 취업전의
구직정보가 부정확하고 적재적소 취업이 되지 않아(job mismatch)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의 비율이
40.7%나 되고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전근대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고용정보가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장안정망을 확충하여 정확한
고용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직업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4>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구직방법

<표 5-5> 실업자가 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

<표 5-6> 실업자가 취직을 못하고 있는 이유

특히 <표 5-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자가 취직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서 취업정보를 모르기
때문 이라는 응답자가 7.7%나 되고 있고, 취업기회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22.7%, 기능 또는 자격
등이 부족해서가 16.9%, 보수․작업환경 등이 맞지 않아서가 26.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직업상담, 훈련상담, 취업 및 훈련의 알선, 구인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통해서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는부분으로 보인다. 즉 <표 5-5>와 <표 5-6>은
우리나라에서의 고용정보가 부정확하며 그나마 비싸고 한정된 경로만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구인자나 구직자가 있는지 몰라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바, 직업안정망의 근대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직업안정망의
전근대화로 노동시장의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완전가동을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 에서는 필요한 직종과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마찰적 실업이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직업안정망의 근대화야말로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직업훈련의
활성화에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제도는 바로 직업안정망을 근대화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노동시장의 정보를 제공․상담․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성없이
이동안 계속하는 인력은 생산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에게도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만큼 복지가 감소된다. 직업안정기능의 확충이 필요한 이유는 인력의 이동이 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소에 알선함으로써 적성․기능 등이 맞지 않아 이 직장 저 직장으로의 이동을
반복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는 정확할수록,
빠를수록, 상세할수록 좋다. 직업안정망의 확충은 구인․구직자에게 정확하고 빠르고 상세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망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정책담당자에게도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그때그때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합리적인 고용정책수립을 한층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ILO 협약 제88호인 「직업안정사업의 조직에 관한 협약」은 국가적 계획의
일부로서 고용시장을 최적으로 조직화하여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유지하거나 그 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는 공공직업안정소의 확충을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적국적인 직압안정망을 확충하고 전문요원을 양성․배치하여 실업자의 등록 및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상담 및 지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職場探索費用(job search costs) 및 구인자의 採用費用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 취업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노동이동을 감소시켜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각급 학교, 각종 협회, 전국 시․군․구 취업알선 창구, 각급 직업훈련기관 및 기술계 사설학원
등과 공공 직업안정기관을 연결한 광역 직업정보망을 구축하며, 특히 실업률이 높은 15∼24세
연령계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지도를 위해 각 공공직업 안정소에 청소년 취업지도 전담창구와 비정규근로자 취업알선
및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이들의 조기취업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 직업안정소에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분석하여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공 직업안정소에 통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의 고용주는 기업내에 일자리(job vacancies)가 있을 때 이를 공공 직업안정소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각 주에 따라 다양하고,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4) 반면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공공
직업안정소를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내에 일자리가 있을 때 이를 공공
직업안정소에 통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구인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노동시장 정보가 향상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직자가 공공 직업안정소를 더 많이
이용하게 유인하여 공공 직업안정기관이 노동정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공공 직업안정소에
채용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고용주는 실제로 채용여부가 불확실한 일자리를 통보하거나 이미 충원이 된 일자리를
통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인․구직정보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통보하고
등록할 때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보면 구인․구직자가 공공 직업안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거나 등록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이 극히 미흡하였기 때문에 공공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구인․구직자의
인식이 좋을 리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공공 직업안정기관을
확충하여도 이를 이용하여야 할 구인․구직자가 외면해 버릴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 직업안정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 직업안정기관에의 구직등록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 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당해 직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여 구인․구직자가 공공 직업안정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공공 직업안정기관이 적극적인 구인개척활동을 벌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구인․구직자가 공공 직업안정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과 동시에
구인․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과 전문상담요원이 확보가 필수적인 바,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요원의 전문성 확보와
사명감을 갖고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고용안정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주석1) 金秀坤, 『轉換期의 人力政策課題』, 韓國經濟硏究院, 1992. 17∼25쪽.
주석2) 金秀坤, 앞의 책, p.8.
주석3) Fields, Gary S, op cit. pp. 39∼43.
주석4) OECD,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ur Market, 1984. p. 12.

第 2節 雇傭調整支援

1. 雇傭調整支援의 目的
우리경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의 외연적 양적성장에서 성장내용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술변화에 따라 剩餘勞動力(redundant labor)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가 아닌 기업의 경영사정 또는 생산기술의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정리해고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리해고를 통한 잉여노동력의 정리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여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잉여노동력을
전직훈련시켜서 다른 부문으로 재배치하도록 하여 노동력이 계속해서 생산적인 부문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의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고용조정지원은 바로 이와 같은 산업구조조정과 기술변화, 기타 경제상의 사유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잉여노동력을 정리해고하여 실업에 이르도록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전직훈련을 통해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재배치하는 것을
촉진․유인하여 실업의 예방과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2. 主要國의 雇傭調整支援制度
가. 일본의 고용조정지원제도
일본 고용보험제도에서의 雇傭調整支援制度는 고용조정조성금 및 산업고용안정조성금이 있다.
고용조정조성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부득이한 경우에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하고 근로자에게 휴업,
교육훈련, 出向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지급액의 2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2)를 200일 한도로 지급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중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2)와 훈련비를 200일 한도로 지급하며, 出向의 경우에는
出向元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의 2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2)를 2년간 한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고용안정조성금에는 배치전환에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 출향․재취업알선에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 산업고용안정특별장려금 및 산업고용안정이전급부금 등 5가지가 있다.
배치전환에 관한 産業雇傭安定獎勵金은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잉여근로자를
새로운 사업부문에 배치전환한 특정 불황업종 사업주 등에 대하여 배치전환한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의 4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1)를 1년간 지급한다. 출향․재취업 출향 또는 재취업 알선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의 4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1)를 1년간 지급한다.
직업전환훈련에 데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은 잉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면서
직업전환을 위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특정불황업종 사업주 등에 애하여 직업전환훈련기간(1년
한도)중에 지불한 임금의 3분의 2(중소기업은 4분의 3)를 지급한다. 産業雇傭安定特別獎勵金은
배치전환에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 사업주 중 동장려금의 수급자격 근로자가
5인(20인 이하 기법은 3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대상근로자수 및 비율에 따라
100만엔∼1천만엔을 지급한다. 끝으로 産業雇傭安定移轉獎勵金은 산업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에게 이전비용 또는 주택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에 대해 이전 비용의 실비 상당액
또는 사업주가 부담한 주거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나. 독일의 고용조정지원제도
독일고용보험제도에서의 고용조정지원제도로서는 조업단축수당과 건설업
항시고용촉진책으로서 악천후수당이 있다. 조업단축수당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4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정규근로시간의 10%이상을 감축한 경우에 감소된
임금의 68%를 최고 6개월까지 지급한다. 악천후 수당은 건설업에 있어서 11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31일까지의 겨울철에 악천후로 인하여 1일 1시간 이상의 조업이 단축된 경우 조업단축수당
상당액이 지급된다.
3.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에서의 雇傭調整支援制度
대부분의 국가에서 雇傭調整은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제도내에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나라는 많지
않다. 雇傭保險硏究企劃團에서도 고용보험제도내에 고용조정지원을 위한 제도는 포함할
필요없이 불필요한 잉여노동력은 기업이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미국과 같이
정리해고가 자유로운 입장에 있지 않으며 일본과 미국의 경험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잉여노동력의 자유로운 해고보다는 이들을 교육훈련시켜 다른 기업에 재취업시켜 주는 것이
기업의 인력관리비용의 절감은 물론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내에도 일본과 같은 고용조정에 관한 지원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견이었다.
따라서 경기 변동, 산업구조변화, 기술혁신,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사업활동의 축소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 轉職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 새로운 부문에
배치전환했거나 재취업시킨 사업주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와 교육훈련중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재원에서 고용조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기업의 고용조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여야 한다.
고용조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의 변화, 기타경제상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로 한정하는 것은 정부의
산업합리화정책 등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고용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조정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서는 지급대상 사업주가 잉여노동력을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취업 또는 배치전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기간중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였으며 교육훈련후 재취업 또는 배치전환아
이루어졌을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조정지원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으로서는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실훈련비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하고 교육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6개월 한도로
지급하여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로 일시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휴업수당의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의 재개를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경기 변동 또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보다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휴업하도록 하고 일시휴업중에
있는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되 휴업수당을 3분의 1을 3개월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었다. 일시휴업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휴업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휴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第 3節 高齡者 雇傭促進

1. 우리나라 人口의 高齡化 趨勢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소득증가 등에 힘입어 출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975년에는 3.4%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에는 5.0%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여섯8%에 돌달하며 2020년에는 12.5%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국가를 老齡人口國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중이 7%에서 14%로 倍加되는데 소요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倍加年數가 비하여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65세 이상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선진국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0년, 독일은 457%에서 14%로 년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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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4년이 소요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5-7> 인구노령화 추이(1975∼2020)

<표 5-8> 주요국의 인구노령화율 배가연수

2. 우리나라의 高齡者雇傭促進制度 高齡者 雇傭實態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기업에서 55세
停年制를 채택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들의 고용촉진문제가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의 구령화는 정부에서 지출하는 社會保障費用을 증대시키고,
가계측면에서도 의료비의 지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雇傭政策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고령자의 증가는 이들의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경제발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사회보장비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고용기회의 증대를 통해 인력난 완화와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가오는 高齡化 社會에 대비하여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주적인 福祉를
도모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산업사회의 단순인력의 구인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31일 高齡者 雇傭促進法을 제정․공포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이 55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5세 이상을 취업촉진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연령 때문에 고용과 직업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모든 근로자를 고령근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5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50∼54세
연령계층은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0∼54세 연령계층을 준고령자로
정의하여(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이들에 대해서도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산업체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과 사업주의 고령자고용촉진
및 정년연장을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5조).
또한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강습 또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령자에 대한 훈련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
제8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행하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0조). 이와 같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첫을 92년 9월에 고령자 적합직종 중에서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선권장 7개 직종을 중점지도하여 고령자의 채용을 확산시켜 나가며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엥비해 고령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개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및 제19조, 동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7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 1일부터이므로 아직
고령자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의무는 宣言的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1992년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300인 이상 사업장 1,69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992년 7월 1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비율은 첫84%에 지나지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고용비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4년 동안의 고령자 고용추이를 보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9)

<표 5-9>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 고용추이(1988∼92)

한편 고령자 고용비율별 분포를 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권장하는 기준고용률 3%를 넘느
사업장은 22.9%에 지나지 않으며, 고령자 고용비율이 1% 미만인 사업장은 48.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0).

<표 5-10> 고령자 고용비율별 사업체분포(1992. 7. 1 기준)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황을 <표 5-11>을 통해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의 비율이
1985년의 10.9%에서 1990년에는 13.5%로 증가하고 있고,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의 42.3%에서 1990년에는 50.7%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를 보면 1990년 현재 55세 이상 취업자는 2,745천명으로
55세 이상 인구 5,350천명의 46.2%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고령인력은 농림․어업부문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 및 서비스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2).

<표 5-11>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현황은 1990년 현재 64%의 기업에서 55세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12).

<표 5-12> 55세 이상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1990)

<표 5-13>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도 실태(1992. 7. 1 현재)

3. 雇傭保險制度內에서의 高齡者雇傭促進劑度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00년대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문제가 고용정책에 있어서 중요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자 고용실태는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사용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의무도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고령자 강습훈련
및 작업사회개선에 대한 지원(제8조), 고령자의 취업알선기능 강화(제9조), 정년연장(제19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제21조) 등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재원에 의하여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유인제도가 없이는 고령자 고용촉진은 기대할 수 가 없으므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장치를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내에 포함하게 되면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상호 연계하에 운영되고 될 것이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고령자 고용촉진의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第 4節 障碍人의 雇傭促進

1. 우리나라의 障碍人 現況과 經濟活動狀況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등을 말한다.

장애인 현황은 장애인 자신의 사회적 노출에 대한 기피성향이 강하여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障碍人福祉法에 의거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받고 있는데
1992년 5월 31일 현재 231,177명이 등록을 한 실정이다. 그러나 世界保健機構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을 보통 10%로 추정한 바 있고 일본은 3%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등록된 장애인수는 실제
장애인 숫자보다 훨씬 적은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韓國保健社會硏究院의 『1990 障碍人
實態調査報告』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21%로서 장애인 총수는 1991년말 현재
956천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장애원인별로는 90% 이상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출생후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전체의 약 48%인 458천명이고,
시각장애인이 19.5%인 186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의 住居形態別로는
시설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97%인 19천명이고, 대부분은 在家障碍人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
한편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계층에 속하는 880천명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436천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444천명으로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5%에 지나지 않아 이들은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15).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촉진과 직업재활
노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을 보면 자영업종사자가
38.6%로서 피용자 28.7%보다 많으며 전체취업자 비율은 67.3%이고 실업자비율이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5-14>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1991년말 현재)

<표 5-15> 장애인의 경제활동현황(1991년말 현재)

2. 우리나라의 障碍人雇傭促進制度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고용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 및 공개채용 인원의 각각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총수의 2%(기준고용률)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고용하도록명시하고 있고(법 제34조, 35조) 시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초과고용하는 장애인수에 비례하여 사업주에게 雇傭支援金을 지급하며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장이 아닌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障碍人雇傭獎勵金을
지급하는 한편,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법 제37조, 제 38조) 장애인고용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障碍人雇傭促進公團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운영,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障碍人雇傭促進基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도급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의 기준 고용률은 동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2%(단, 1991년 1%, 1992년 1.6%)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근로자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의무대상사업주로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초과고용인원에 비례하여 다음해에 障碍人雇傭支援金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당해 연도 부담기초액의 100분의 50(1991년도분의 경우 초과고용장애인 1인당 월
60천원, 1992년도분의 경우 월65천원, 1993년도분의 경우 월 69천원) 이하로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월단위로 산정하여 연간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일정기준(1991년의 경우
2% 이상, 단 최저 3인 이상이어야 함)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해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 지급단가는 장애인고용지원금 지급단가의 100분의

50(1991년도분의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30천원, 1992년도분의 경우 월 32천원, 1993년도분의
경우 월 34천원)이하로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월단위로 산정하여 연간 합계액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직업훈련원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직업사회적응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7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장애인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상시 10인 이상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도록 하여(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장애인의 직업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障碍人 雇傭現況
노동부가 1992년 9월 30일 현재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의하면 <표 5-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된 6,053개 사업체 중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43.2%인 2,617개소였으며, 이들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11,305명으로서 1개업체당 4.3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체의 64.4%인
1,497개소에 8,769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1개 업체당 5.7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체의 30.0%인 1,120개소에 2,541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1개 업체당
둘5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농민나라 1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상용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5-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0.35%로 나타나
기준고용률 2%에는 물론 비적용사업체의 0.43%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우리나라 1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

4. 雇傭保險制度內에서의 障碍人雇傭促進制度
일본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신체장애인을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근로자로 고용하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고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을 장애인을 상용근로자로 고용한 후 1년간 지급한 임금의 4분의
1(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인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고용하는 장애인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障碍人雇傭促進公團을 설립하고 障碍人雇傭促進基金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일본과 같이
장애인을 기준고용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1991년도분의 경우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월 6만원이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인당 월 3만원으로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지급기간의 제한이 없이 매년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1년 동안만
지급되는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과 구별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은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재원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의
유지․확대를 위하여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작업환경를 개선한 사업장
및 장애인을 정부의 의무고용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조성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 근거만 두고 제도시행 초기에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유인제도를 고용보험제도내에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第 5節 主婦勞動力의 雇傭促進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증가율의 둔화에 따른 육아부담 감소, 가전제품의 보금에 따른 가사노동 부담의 경감, 유아원

등의 탁아시설의 확대, 시간제 근로형태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1992년
현재 15세 이상 여성의 47.3%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표 5-19>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제기할 경우 상당기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될 수 있으며,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5-18>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표 5-19> 1990년 주요국의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표 5-20>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으면서 지난 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지 않은
이유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16.4%가 "지금이라도 알맞는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을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41.1%가 "육아 및 가사활동과의 병행이 어려울것 같아서" 직장이나 일거리를 구해 보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5-19).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과거에 한 번이라도 직장을 가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28.6%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중 43.3%가 출산․육아․가사 등 가정사정 때문에 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하였다.1)
이와 같이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이
미흡하고 육아휴직제도 등이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한 채
유휴노동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부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탁아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 시설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주부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일정액의 장려금 및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산후휴가 종료후 유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育兒休職制度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부노동력의 고용을 촉진하는 유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육아휴직자 1인당 15만엔(중소기업은 20만엔)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석1) 韓國勞動硏究院, 「都市家口의 就業實態調査」, 미발간.

第 6節 特定不況地域의 雇傭開發促進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종에서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당해
지역의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신발, 섬유, 탄광 등 사양 산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당해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는 사례가 흔히 있다. 이러한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에 의해 해결해 가야 하겠지만 산업정책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당해 지역에서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 걸쳐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제도도 고용보험제도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신축․증축․구입 또는 임차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상용근로자로 고용하여 고용불안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第 6章

能力開發事業

第 1節 職業訓鍊의 與件變化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타 개도국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근면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바탕으로 人的資源의 비교우위가
유지되었던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인구증가세 둔화에 따라
가용노동력인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1%대로 낮아지고 있고 고학력화 현상에 따라 15∼2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의 노동력 과잉사대에서 노동력
부족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자율화․개방화의 폭이 확대되고 국제경쟁력이 치열해지는 상황속에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需要擴大政策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의 선택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근로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成長의 根源(fundamentals)을 보강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의 경제전쟁은 인적자원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국에서도 自國의 인력개발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대처(M.
Thatcher) 정부 당시 제조업 경쟁력의 쇠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청소년훈련계획' (Youth
Training Scheme)의 도입을 통해 기업체 중심의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비진학출연에 대한 직업훈련의 확대와 기업이 직업훈련 촉진을 위해
인건비의 1.5% 상당의 직업훈련분담금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제조업의 건실한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가능인력 양성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생산기능인력 및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체계가 독일, 일본, 대만 등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여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약화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교과정 청소년의
70% 정도가 직업학교에 진학하여 기업과 학교의 이원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후 산업현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기단체 및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각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만도 실업계
고교생 비율이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연간 750천명의 고졸자 중 실업계 고교 270천명을 제외한 480천명이
인문계 고교에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230천명은 無技能 상태에서 사회로 배출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졸업생 중에서도 공업계 고교
졸업생은 64천명에 룹과한 데다(표 6-1) 공고의 실기교육기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학교직접교육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업훈련제도가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공공직업훈련원은 총 35개소로 연간 18천명을 배출하는데 불과하고
기업체의 사업내훈련은 직업훈련의무대상업체 중 16.1%(1992년 현재)만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3∼6개월의 단기훈련이 대부분이고 훈련인원도 연간 43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6-2).

<표 6-1>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1991)

이상과 같은 제도적인 직업훈련 이외에 전국에 약 5,900여개의 기술계 사설학원이 있으나
1∼3개월 기간의 단기훈련인데다 그 내용상 취업능력의 체계적 향상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재의 직업훈련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2년 12월에 인문고 대
실업고의 학생비율을 1991년의 64 대 36에서 1998년까지 50 대 50으로 하고, 공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을 1994년 입학생부터 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기업체에서 1년 훈련받는 이른바 「2+1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즉 그 내용을 보면 1996년까지 100개 대기업에 추가로
사업내직업훈련원을 신설토록 하고 1995년까지는 인문고 3학년 직업과정 학생과 工高의
6개월현장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공고의 「2+1 시스템」에 의해 입학하는 학생이
3학년이 되는 1996년 이후에는 공고 3학년생의 현장훈련을 담당토록 한다. 공공직업훈련원은
1995년까지는 현행대로 양성훈련을 계속 담당하고 1996년부터는 양성훈련은 여성, 장애인 등
특수대상자에 국한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향상․전직훈련을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하여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그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개편과 함께 현재의 경제사회 여건 또한 직업훈련
수요에 많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는 이에 부응할 수 있는인력양성체계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주로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규인력의 양성에 주안점을 둔 훈련목표는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맞추어 양성훈련 위주에서 향상훈련․

<표 6-2> 훈련과정별 기능사 훈련실적(1991)

재훈련 및 전직훈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과거와 같은 양성훈련대상자원은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직업훈련의 주대상이 과거의 저연령․저학력의 청소년층에서 고학력의
청소년층 및 주부, 중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각 대상계층에 적합하고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표 6-3> 양성훈련대상 인력자원의 추정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지금까지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양성훈련에 중점을 두어 왔다.
앞의 <표 6-2>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는 향상․재훈련 및 전직훈련의 비중이
1991년 현재 사업내직업훈련 직원의 52.2%에 이르고 있어 과거의 양성훈련 위주에서
향상․재훈련 및 전직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직업훈련과
인정직업훈련에 있어서는 향상․재훈련 및 전직훈련의 비중이 각각 1.2%와 4.2%에 불과하여
아직도 양성훈련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재직근로자들이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성훈련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재훈련 및 전직훈련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경제질서는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비용절감에 기초한 생산비용 우위에서
기술․지식․정보 등 기술혁신 우위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기술․지식․정보는
기계보다는 인간에 내재화되기 때문에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가
국가경쟁력의 혁신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점차 세계경제에서 자본은 풍부해지고 기술인력은
희소한 자원이 됨에 따라 한 나라의 國富는 인력개발에 의존하게 되는 인적자본주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으로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절약이었던 낮은 임금에
기초한 생산요소비용의 우위전략은 더 이상 우리경제가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경쟁국이 우리나라보다 요소비용의 우위에 서 있으며
첨단기술은 보호장벽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술이 인적자원에 내재화되어 있어 점차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성장전략은 기술우위에 두어야 하며 기술우위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생산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고급기술인력과 현장기술자 및 기능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관리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시대에서
90년대들어서 중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2000년대에 이르면 저성장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저성장시대의 의미는 자본과 노동의 양적 확대에 의한 투자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저성장시대에는 기술혁신에 의해서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고용보험제도의 틀 내에서도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직업선택의 선호도가 과거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의 생산직 인력양성에 치중한 훈련영역이 직업선택자의 선호관계와
유휴노동력의 활용을 고려하는 훈련영역에서 개발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까지 양성훈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고도성장기에 농촌의 풍부한 저학력
유휴인력을 공장근로자로 급속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의 여건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80년대까지는 농촌출신의
신규인력을 단시간에 근대적 공장근로자로 전환시키고 그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경제가 중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90년대에는 이미 값싸고 풍부한 농촌노동력의 공급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규인력에 대한 양성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재직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향상훈련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기술발전과
더불어 직장조직의 수직적위계질서가 수평화되어 신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직장중심의 사회에서
직장․가정․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화학공업 직종의
생산직 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에만 중점을 두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서비스업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직장이
일만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평생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5년에 도입예정인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에서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향상․전직훈련 및 재직근로자의 향상․재훈련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게 될 것이므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중의 공업계 고등학교의 확충과
「2+1시스템」의 도입,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양성훈련
시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양성훈련 위주에서
향상훈련․재훈련․전직훈련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직업훈련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그러나 향상훈련․재훈련․전직훈련의 비중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양성훈련과 정에 대한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각급 학교의 진학률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향후 양성훈련
대상인력 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직업능력없이 사회에 배출되는 인력이 다수 있다.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는바, 이러한 차원에서 양성훈련과정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양성훈련은 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어느 특정기업에 부합하는 기업특수적 훈련(firm specific training)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에 취업하든지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일반훈련(general
training)을 실시하게 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하고 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훈련기관에서 다시 당해 기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을 단기간 습득시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기능인력의 양성을 기업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기관과 사업내 직업훈련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양성훈련 중심의 일반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단기향상훈련, 전직훈련, 재훈련 등을 병행하며 사업내직업훈련기관에서는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기업특수적 훈련을 실시하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양성훈련과정이 매우 충실하다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상․재훈련 및 전직훈련의 비중이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양성훈련 기능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능력개발사업의
범주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第 2節 職業訓練 需要分析 1)

1. 양성훈련대상 인력자원의 추정
각급 학교의 진학률과 중퇴율, 정부의 향후 인력계획 등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의 입학자,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중퇴자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양성훈련 대상인력은

국민학교,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생 중 비진학자와 중퇴자로 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 부분은 裵震漢(1993)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진한(1993)을 참조) 졸업생으로서의 비진학자는 직업교육이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계 고교는 중퇴자만 양성훈련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성훈련과정의 훈련대상 인력자원의 연도별 변화전망을 보면 <표 6-3>과 같다. 표에서
보면 양성훈련 대상인력자원의 규모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력자는 진학률이 이미 거의 절정에 이르고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크지 않으나 지금까지 양성훈련의 주대상이었던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비진학자와 중퇴자의 규모는 4년계 대학정원의 확대(1996년까지 연평균 6천명씩 증가), 전문대학
정원의 확대(1996년까지 매년 15천명씩 증가) 등으로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성훈련 대상인력자원의 급격한 감소전망은 향후의 직업훈련이 종래의 중졸자 및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위주의 양성훈련에서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향상훈련․재훈련 및 전직훈련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직업훈련 수요예측
생산직의 직종별 양성훈련 수요는 생산직 인력에 대한 연평균 증가분을 계산한 후 실업계 고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수료자 수를 차감하여 1989년 기준 취업자 중 직업훈련 이수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정방법은 다소의 무리는 있겠으나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裵震漢(1993)의 양성훈련수요추정결과가 <표 6-4>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생산직 양성훈련 수요는 1993∼96년간에는 연평균 41천명,
1993∼2000년간에는 연평균 44천명으로서 1991년 현재 기능사 양성실적인 94천명의 44∼4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裵震漢(1993)의 예측에 의하면 주로 기업내에서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향상훈련
수요는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감독자 향상훈련 수요가 1993∼96년간에는 연평균
58천명, 1993∼2000년간에는 연평균 59천명으로 대폭증가하고, 자격취득 및 신기술습득자
향상훈련 수요는 1993∼96년간에는 연평균 133천명, 1993∼2000년간에는 연평균 137천명으로서
향후의 직업훈련은 기업내에서의 향상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6-4> 생산직 중분류 직종별 양성훈련수요 추정

<표 6-5> 생산직 중분류 직종별 향상훈련 수요 예측

한편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양산업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새로운 직종으로
배치전환하기 위한 재직근로자의 전직훈련 수요는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약 6천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 실업자 중 재취업을 위한 전직훈련 대상자는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는 1995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2만∼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수요분석에 입각해 볼 때 향후의 직업훈련은 지금까지의 양성훈련 중심에서
근로자들이 산업구조변화와 기술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향상훈련과 전직훈련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며, 효율적인 향상훈련․전직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내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하며, 정부는 이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새로운 직업훈련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6> 생산직내 직종전환 근로자의 전직훈련수요

<표 6-7> 전직실업자 및 전직훈련 대상자 증가추이 예측

주석1) 이 부분은 裵震漢(1993)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裵震漢(1993)을
참조할 것.

第 3節 能力開發事業의 內容

1. 사업내직업훈련의 지원
사업내직업훈련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게
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직업훈련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훈련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 중 염색업․세탁업 및 수선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상시근로자 150인이상 사업의 사업주(단, 건설업은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5,065백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당해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000분의 20 범위내에서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별․규모별로 책정․고시하는
훈련비율만큼 직업훈련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기업규모별 훈련비율은 <표 6-8>과 같다.

<표 6-8> 전산업 기업규모별 훈련비율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양성 실적을 보면 이미 <표 6-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기능인력 양성인원의 약 2분의 1을 사업내직업훈련이 담당하고 있어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사업내직업훈련은 직업훈련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나마 훈련실시 사업체의 비율이 훈련의무사업체수의 20%에도 못미치는 등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92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내직업훈련 실시현황을 보면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인 3,417개소 가운데 훈련실시업체는 16.1%인 551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직업훈련비용 기준으로 보면 직업훈련의무액 1,895억원 중 1,082억원(57.1%)을
훈련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13억원(42.9%)을 직업훈련분담으로 납부함으로써
사업내직업훈련의 실시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인원을 보면 전체 훈련인원의 약 83%는 3,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담당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의무이행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9
참조).

<표 6-9> 기업규모별 사업내훈련 실시계획(1993년 신고현황, 잠정)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사업내직업훈련이 이와 같이 침체되어 있는가? 현재의
사업내직업훈련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는 첫째,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훈련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문제와 둘째, 직업훈련의무대상 기업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문제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원인은 ① 훈련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주로
양성훈련에 치중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 이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하거나 ②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는 규모의 경제성을 늘릴 수 없거나 ③
노동부에서 정한 훈련기간이 실제 필요보다 길거나 ④ 훈련수료후에 근로자들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여 어렵게 직업훈련을 시킬 유인이 적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1)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표 6-10).
둘째,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가 있으나 현재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느끼는
훈련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구입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②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정도의 높은 기능의 인력이 필요치 않으며 ③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준이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며 ④ 훈련수료자가 오래 근속하지 않고 곧 이직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표 6-19> 사내직훈 실시에 따른 애로요인

<표 6-11> 사업내직업훈련 미실시기업이 드는 애로요인

이처럼 현재 사업내직업훈련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양성훈련에 치중하여 훈련에 대한 낭비와 과잉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으로 기업에서도 재직근로자에 대한 계속훈련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업내직업훈련의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2)
이와 같이 침체되어 있는 사업내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를 유인체계로 전환하여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훈련과정, 훈련직종, 훈련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준
이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는 다음의 두가지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 제1안 : 사업내훈련의 완전자율화
이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를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자발적인
훈련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능력개발사업부문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징수한다는 것이다.
제1안의 논거는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훈련방법, 훈련과정, 훈련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활성화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제도시행 이후에도 훈련의무제도가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료와 직업훈련분담금의 이중부담으로 기업부담이 과중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직업훈련을 기업
스스로 실시할 것이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원래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활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경제발전
초기에 기업이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기업의 자율에 맡긴 직업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974년 12월 26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훈련 의무제도 하에서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업훈련 실시기업의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현행 사업내 직업훈련제도는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하여 기업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직업훈련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를
준조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직업훈련기준이 양성훈련 중심으로 되어 있어 기업의
필요에 따른 직업훈련실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내직업훈련을 기업 스스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현재
직업훈련의무실시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로 흡수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스스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제2안 :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화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훈련의무 부여
제2안은 제1안과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자발적인 훈련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직업훈련의무를 부과하고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만큼 고용보험료에서 공제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부담의 고용보험료를 가산 징수한다는 것이다.
능력개발사업부문의 고용보험요율을 사업주에게만 징수하는 것은 제1안과 같다.
제2안의 논거로서는 제1안과 같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자발적인 훈련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때 기업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훈련이
정착될 수 있다는 데에는 찬성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업내직업훈련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3,000인 이상의 대기업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제1안과 같이
직업훈련을 일시에 자율화한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화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업내직업훈련제도의 자율화에 따른 일시적인
훈련실시 기업의 감소를 막고 사업내직업훈련의 자율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다. 결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그동안 고용보험 실시의 경우 우리나라 사업내직업훈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을 하였다. 일부 위원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거로서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내직업훈련제도가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의 직업훈련 실시비율은 현행보다 더욱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필연적이 되고 기업의 직업훈련은 현행과 같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무관심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직업훈련분담금과 고용보험료의
이중부담으로 기업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는 데 대하여 대부분의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위원이
동의하였다. 따라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견은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사업내 훈련제도로 정착시키고 그대신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업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약되었다. 상기 제1안과 제2안 중에서는
장기적으로 제1안이 바람직하나 사업내직업훈련을 일시에 자율화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제2안과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화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를 부여하는 절충안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의견이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이 모든 기업에서 어느 정도 통용가능한 일반적인
훈련보다는 훈련을 실시하는 당해 기업에 가장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업특수적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합리적이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기술진보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그 기업 특유의 기업특수적 기능이 생겨나고 그
결과 당해 기업에 맞는 기능을 훈련시키려는 욕구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점(needs)은 경제여건 및 기술수준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직업훈련의
기준을 정부가 일일이 규정하여 정부에서 정한 훈련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의 직업훈련은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가장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에 적합한 훈련기간 동안 가장 효율적인 훈련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인적자본에 대한

비용지출과 그 형태는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오늘날처럼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종업원의 집중구성이
다양하고 생산체제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는 추세하에서는 직업훈련도
매우탄력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훈련을 기업에
강요하는 것보다는 사업내 직업훈련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 여부, 실시할 경우 그 방법과
내용․기간 등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입각한 사업내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분담금 징수보다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3)
일부에서는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의무제도를 폐지하면 사업내직업훈련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많은
기업에서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직업훈련의무나
분담금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고급인력에 대한 직무연수에 많은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기 제1안과 같이 직업훈련을 일시적으로 자율화 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제1안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제2안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를 현행과 같이 당분한 유지하고
자율적인 사업내직업훈련의 정착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직업훈련을 완전자율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의견이었다.

2.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특별지원
이미 <표 6-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의무업체 가운데서 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은
종업원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3,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훈련실시비율이
76.4%인 데 반하여 15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는 1993년 현재 13.3%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사업내직업훈련이 부진한 이유는 독립된 훈련시설을 갖추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부의 직업훈련기준에 의거해서 집체훈련시설을
갖추거나 훈련교사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 정도의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훈련생이 있어야만 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정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력도 미약하지만 무엇보다도 훈련생의
규모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독립된
직업훈련기과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훈련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앞의 <표 6-2>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이나 인정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직근로자 및 신규채용직원에 대한 직업훈련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현장훈련 이외의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위탁훈련이 더욱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공공직업 훈련기관, 사업내직업훈련기관, 인정직업훈련기관,
기술계 사설학원 등에 신규채용근로자 또는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훈련생을 파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중 훈련생에서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중소기업이 타훈련기관에
대한 위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일본에서도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훈련시설의 설비비와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은 실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훈련기관에 위탁시키고 싶어도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현장훈련을 통해서 근로자의 기능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이를 계획하고 추진할 인력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후술하는 기능개발센터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과 현장훈련의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추진되어져야 한다.

3.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지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장기적으로
인플레 없는 임금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로복지정책 중에서도 노사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복지제도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내 또는 기업외의 교육훈련시설에 파견하여
기술진보 등에 대한 적용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표 6-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력개발급부금을 지급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유급교육훈련
휴가를 부여하거나 교육훈련의 수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기계발조성금으로서 교육훈련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의 4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1)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내에서도 근로자가 근로생활의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데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의견이 집약되었다.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직업훈련인 데 반하여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근로생활의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개발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직장 정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노사협의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며 지원대상 근로자도 35세 이상의 제직근로자로서 기술변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급능력의 개발이 필요한 근로자에 한한다는 점이 다르다.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의 지원대상 경비는 기업내에서 실시하는 집체훈련의 운영비,
기업외의 교육훈련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생활 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습득하

<표 6-12> 일본에 있어서의 근로자 생애능력개발 유도를 위한 능력개발급부금의 지급액

게 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술진보 등에 대한 적응력을 증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배치전화에 따라
새로운 직무를 맡는 데 따른 교육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등이다.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35세 이상인
재직근로자로서 특히 기술진보 등에 따라 직업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40대 이후의 중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에서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현장훈련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현실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4)
첫째, 현장훈련이 상대적으로 기업특수적 기능을 연마하는 데 치중되는 것이라면 집체훈련은
상대적으로 일반적 훈련에 많은 비중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公共財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 기능의
연마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반적 기능양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집체훈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현장훈련이 신체적인 숙달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집체훈련은 知的인 기능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진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진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적인 숙달기능 이상의 지적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따라서 지적인 기능을 높이는 집체훈련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훈련의 경우 정상적인 일과 현장훈련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맣다.
따라서 현장훈련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4. 기능개발센터의 사업비 지원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현재 24개 공공직업훈련원에 기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능개발센터는 직업훈련시설 설치에 대한 자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직업훈련 교재 및 보조자료 대여, 직업훈련정보 제공, 직업훈련 종사자에
대한 능력개발사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및 기능사 통신훈련 등 민간직업훈련
촉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능개발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사업내직업훈련도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능개발센터는 공공직업훈련원내에서 독립된 부서로
자리잡지 못하고 기능개발센터의 전담요원이 24개 기능개발센터를 모두 합쳐 52명에 불과하여
1개 기능개발센터당 2.2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기능개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도 극히 미흡하여 기능개발센터는 당초 그 설립취지와는 달리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개발센터가 현재와 같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센터전담요원이
1개소당 2.2명에 불과하고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크게 기인하고 있는바,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내에 있는 유휴직업훈련교사를 기능개발센터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鄭澤水 교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양성훈련 위주로 되어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향상 및
전직훈련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단기과정 전담훈련원으로 개편할 경우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1,484명의 훈련교사 중 349명의
직업훈련교사가 남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이들 잉여훈련교사의 배치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공단훈련원을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 등의
수요증가에 맞추어 개편하는 문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능개발센터를
대폭 확충하여 이들 잉여직업훈련교사를 기능개발센터에 배치전환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기능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한다면 기능개발센터가
민간직업훈련지원센터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직업훈련을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기능개발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개발센터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재정에
지원함으로써 기능개발센터가 단기 향상․재훈련 및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기관의 직업훈련 지원
우리나라의 공공직업훈련은 <표 6-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공단훈련원은 1993년 현재 35개소로서
직업훈련기관의 43.8%, 직업훈련인원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훈련원은
7개소에서 4천여명의 훈련생을 훈련시키는 데 그치고 있어 공공직업훈련원의 13.4%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표 6-14>에서 보는바와 같이 都道府縣의 직업훈련 시설수는 전체
공공직업훈련시설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훈련인원의 39.9%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에 대한 관여 정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업훈련에
얼마나 무관심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그것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

<표 6-13> 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기관의 분포(1992. 현재)

<표 6-14> 일본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분포(1992 현재)

어져 왔는바, 앞으로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활성화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YMCA 등 공익기관이
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공익기관이 직업훈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향후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수인력의 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석1) 박덕제, 『사업내직업훈련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주석2) 勞動部 職業訓練局, 「民間 職業訓練活性化方案」, 1992. 6쪽.
주석3) 박덕제, 앞의 책.
주석4) 박덕제, 앞의 책.
주석5) 鄭澤水 外, 『雇傭保險實施에 對備한 職業訓鍊體系 改編方案』, 韓國技術敎育大學

産業技術人力硏究所, 1993. 2.,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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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失職勤勞者의 生活安定事業 槪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과 실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1)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사업은 실업급여(구직활동수당) , 직업훈련수당, 조기재취직수당 및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을 그 내용으로 한다.
失業給與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의 핵심을 이룬다.
職業訓鍊手當은 실직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 실직자에게 지급되며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이 될 것이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실업급여 기간을 일정기간 이상 남겨 놓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되며,
訓練延長給與는 실직자가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훈련기간중에는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2. 扶養家族에 대한 補助給與制度의 導入 與否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부양가족 또는 일정연령 이하의 부양자녀에
대한 보조적인 실업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부양 가족보조급여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동안 기본급여에 부가해서 지급되는데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이슬랜드, 에이레,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에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보조적인 급여체계를
찾추고 있다.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부양가족급여를 두고 있지 않으나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저소득 실직근로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하에서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독일, 필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급여 대신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해 배우자유무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급여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전체 총급여액이 실업발생전 임금을 상회하게 되면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업급여 남용을 유발하게 되므로 부양가족 급여액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상한을 두어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 1963년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액을 추가하는 부양가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이
심화됨에 따라 70년대에 들어 부양가족에 대한 가산급여제도를 폐지하게 된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제도도입 초기부터 부양가족 보조급여를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목적인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효율화보다는 전통적인
실업급여사업에 치중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의 남용이 심화될 우려가 크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급여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회단의
다수의 견해였다.

3. 操業短縮手當의 導入與否
조업단축수당(short-time compensation) 또는 부분실업급여(partial unemployment benefit)란
고용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평상시 보다 감소한 경우 평상시 임금과의 차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기침체로 재고가 누적되고 판매가 부진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채용비용을 감소시키고 노동력의 건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일시해고(lay-off)보다는 조업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전체근로자의 임금도 아울러 감소시켜 경기침체의 영향을 전체종업원이
분담하도록 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실업현상은 미국과 유럽에서
구조전환기에 많은 기업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벨기에, 텐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조업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 평상시 받던 임금에
비하여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 평상시 받던 임금에 비하여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 재정에서 조업단축수당 또는 부분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부분실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기준은 각국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사용자는 조업단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부분실업급여를 인정할 것인가 또는 어느 기간 동안만 지급할 것인가는
연방고용청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력난이 심화될 경우에는 연방고용청은
부분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분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단축된 근로시간과 평상시의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부분실업급여액과 감소된 임금의 합계는 부분실업 발생전의 전시간 근로시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업단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부분 실업급여는 매우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지급된다.
부분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사용자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분실업급여 또는 조업단축수당은 실업급여에 비하여 사용자에 의한 남용의 위험이 높고
제도의 운영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일치된 견해였다.

4. 延長給與의 導入與否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단기간의 마찰적 실업에 대해 실업으로 인하여 상실된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칙할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기의 경우 또는 산업구조의 대전환기에는 장기실업이 발생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실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정규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재취업하지
못한 실직근로자에 대해서 延長給與(extended benefits)제도를 두고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州 실업률이 5% 이상이고 최근 2년간의 같은 기간 실업률보다
20% 이상 실업률이 높을 경우 전시간(full-time)으로 20주 이상 피보험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실직된 경우 최고 13주까지 정규실업급여의 50%를 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특정불황업종 이직자 등에 대해서는 특정개별연장급여로서
기본급여의 지급기간을 30∼90일간 연장하고 중고령자․장애자 등 개별적인 사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급여의 지급기간이 60∼90일 연장되며,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30∼90일까지 급여기간이 연장되고, 특정지역의 실업률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동성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광역연장급여로서 90일까지 급여기간이 연장되며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4%를 초과하여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상황에서 전국적인 연장급여로서 90일까지 급여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같이 연장급여제도는 정규급여가 소진된 다음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단기간에 걸쳐 일정 기간 실업급여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로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급여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정도로 고용상태가 악화된 시점에서는 일반 실업급여 신청자도 대촉 증대하여 전반적인
고용보험재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연장급여제도가 자칫하면 일반 실직근로자에 대한 소정의 실업급여도 지급할 수
없도록하는고용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연장급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재정이 안정되어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 金元植(1992)교수는 우리나라의 기본급여 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 3개월 정도의
연장급여를도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2) 일본의 경우에도 1947년 실업보험제도
도입시는 연장급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1960년에야 연장급여제도를 도입한 점을 감안하고 앞서
설명한 연장급여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 도입초기에는
연장급여제도의 실시는 유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 견해였다. 다만,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장이 종료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훈련연장급여제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택하기로 하였다.

5. 失業補助制度의 導入與否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실직자에 대해서 所得調査(income test)를
실시하여 일정소득액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재정부담에 의해 지급기간의
제한없이 실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失業扶助(unemployment assistance)를 실시하고
있다.
실업부조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용부담도 사용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이 없으며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중
실업부조만을 실시하는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국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고용보험제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강제적 또는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실업부조제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업부조제도는 급여수준면에서는 실업급여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나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소위 '先進國病'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에
문제점의 대부분이 바로 실업부조제도에서 야기되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실업자의 약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의 실업자는
실업부조에 의해 무제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실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근로자에 대한 충실한 보장이라고
사회보장적 이념에 입각하여 초기단계부터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본,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실업부조제도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부조제도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부조제도를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저소득 장기실직자에 대한 생활보호사업 측면에서 별도로 접급하는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재정의 건실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일치된 견해였다.
주석1)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만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인 고용정책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구직활동수당'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실업급여라고 할 경우에는실업상태에 대한 단순보상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구직활동수당이라고 할 경우에는 단순한 실업상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조기재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활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구직활동보조금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수당을 받는 실직근로자에게 보다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묵시적인 암시를 내포하기 위해서이다.
주석2) 金元植「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실업급부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1992. 4. p.88.

第 2節 失業給與

1. 失業給與 受給要件
가. 실업급여 요건의 필요성
실업급여는 실업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고 실업기간을
장기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남용을 통한 고의적 실업자의 발생으로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1)
그러나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이론모형들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들
이론모형들은 묵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1) 실업급여는 실업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2) 실업급여는 실업발생 즉시 실업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된다.
(3)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일할 수 있는 의사와 상태 또는 구직활동노력과는 관계없이 지급된다.
(4) 취업제의를 거절할 경우에 대한 벌칙(penalty)이 없다.
(5) 실업급여는 실업발생전 고용기간이나 보험료 납부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6) 실업급여 定額(flat rate)으로 지급된다.
(7)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무제한이다.
(8) 실업급여의 수급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이론모형들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중요한 제도적인 면(institutional features)을 간과하고 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론적 모형들은 오스왈드(Oswald, 1986, p.369)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의 임금"이라고 가정하여 이론 전개를 하고 있는바, 이는 앞의 (1)부터 (8)까지의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제도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앞의 (1)∼(8)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1´)∼(7´)의 조건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자발적 실업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실업자 등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제한을 둔다.
(2´) 실업기간의 初期(for an initial period of unemployment) 또는 단시간취업(short-time working)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실업급여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실업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
(4´) 적절한 직장을 알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5´) 실업급여는 보통 고용주와 피용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소정의보험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피보험 고용(insured employment)기간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지급된다.
(6´)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업발생전 임금수준과 연계될 수 있다.
(7´) 실업급여는 한정된 기간에만 지급된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급여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관계없이 실업자
개인별(individualbasis)로 지급되므로 조건(8)만 충족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실제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론모형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은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1´)∼(6´)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급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이론모형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주장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 미국의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987년의 경우 30% 미만인 것으로
3)
4)
추정되었으며 영국은 1988년에 실업자의 26%만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 서독은 1988년
12월의 경우 등록된 실업자의 약 40%만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5)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실업자 중 일부만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실업률
및 근로의욕 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나라나 실업급여요건을 비교적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을 도입할 경우에 실업급여의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요건,
대기기간, 급부기간, 급부율 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나. 실업급여 요건의 종류
고용보험제도하에서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실업급여 신청자격(qualifying
requirements)을 충족시킬 것, ② 실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것, ③
실업급여 수급의 不資格要件(disqualifications)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6)
첫번째 요건은 실직자가 실업발생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두번째 요건은 실직자가 실직 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세번째 요건은 보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危害(moral hazard)를 최소화하고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직근로자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실업급여의 요건을 규정하는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을 당한 경우에만 충실히 보호하고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상태에 있으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의 실업급여 요건은 <표 7-1>에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실업발생 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급여신청
요건과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는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절한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의 거부 등의 경우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 등이 각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노사분규에 의한 실업의 경우 분규에 직접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을 두고 있는나라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실업급여 요건은 외형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실업급여
요건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7-1> 주요국의 실업급여 요건

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1) 목적
이론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날부터 실직위험에 당면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직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한 경우 근로소득의 상실로 생활이
곤궁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실된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업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사기 힘든 아이들 장난감을 사기 위해 1개월간만
취업한 후 그만두려고 고용된 가정주부가 취업한 지 1주일만에 회사 사정으로 실직한 경우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 이 경우의 가정주부는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궁해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으로서는 실직자가 실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조사방법의 하나가 바로 실직근로자가 실업발생
직전의 일정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재취업을 하면 계속근무할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거나 상다한

임금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 실업발생전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 또는 일정액 이상의 임금가득을 요구하는 첫번째 이유는 정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임시적 고용 또는 간헐적인 고용형태를 실업급여의 목적에
7)
비추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의 자격기간(qualifying period)은 보험재정의 안정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 및 보험료 납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짧은 기간 고용되어
소액의 보험료만 납부한 임시적․계절적․간헐적 고용형태를 가진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주소득원이 아니어서 소득 손실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인출해 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정규적으로 고용되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다수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 임금소득이 주소득원이어서 실질소득 손실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재정의 고갈로 이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가 지장받을 수도
있다8).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의 고용기간 또는 임금의 설정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여 고용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주요국의 실업급여신청자격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업발생전 일정기간(이를 준거기간(reference period)
또는 기준기간(base period)이라 함) 중 적어도 최소한의 요구기간(이를 被保險雇傭期間(insured
employment period)이라 함)만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의 준거기간과
필요한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을 보면 <표 7-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득하고 노동시장에 정규적으로 참여하여 고용보험재정에 기여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거기간은 최저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다양한데 1년인 국가가 다수이고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은 최저 10주에서 최고 36개월까지 다양한데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은
준거기간보다 짧은 것이 특징이다. 최소 피보험고용기간과 준거기간이 일치할 경우 준거기간
동안 계속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경우 가장 엄격한 조건이
되며 양자의 차이가 클수록 조건이 덜하다. 캐나다,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등은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이 준거기간의 2분의 1에도
못미침으로써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며,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일본, 네덜란드, 칠레,
이탈리아 등은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이 준거기간의 2분의 1로 설정되어 있으며, 몰타, 에이레,
포르투갈, 불가리아, 브라질 등에서는 前者가 後者의 2분의 1을 넘고 있다.

<표 7-2> 강제적 고용보험 실시 주요국의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의 준거기간 및
피보험고용기간

3) 우리나라에서의 실업급여 신청자격
피보험고용기간 및 준거기간의 설정에 관한 일정한 원칙은 없으나 일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7-3>∼<표 7-4>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한
직장내에서의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현저히 짧고 이직자의 약 2분의 1이 근속 1년 미만이어서
노동력 확보와 근로자의 숙련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L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정도의 피보험고용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에 적합하나
고용정보서비스의 발달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9).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이 짧을수록 고용기간이 짧은 계절적 취업자 등도 일단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 실질자의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반면 계절적 실업자 등의 실업급여
남용으로 인한 고용보험재정 악화로 노동시장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다가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해질 수 있는문제가 있다.

<표 7-3> 주요국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

<표 7-4> 한국․일본의 근속연수별 근로자구성(1989)

<표 7-5> 우리나라의 이직자의 근속연수별 분포

따라서 실직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어야 '충분한
근로'(sufficient work)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준거기간 동안의 임금액(the amount earned)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준거기간 동안의 피보험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들을 혼합한 경우이다.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준이 고용보험제도 관리운영상 편리할 것인가와 소위
도덕적 危害(moral hazard) 문제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에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연간
소득자료와 고용기간 및 보험료 납부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 관리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상기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상기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방식이 실업급여의 도덕적 위해 문제를 방지하는 데
적합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자. 미국의 필즈(Gary S. Fields)교수는 2년의 준거기간의 각 연도마다

법정 월최저임금액의 최소 10배의 임금을 가득했을 것을 충분한 근로를 했다는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으로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다.10)
그러나 1993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1,005원으로서 1992년 비농전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 206.5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최저임금액은 207,532원이다. 따라서 매년
월최저임금액의 10배인 2,075천원의 임금을 가득하려면 1992년도 비농전산업의 월평균 임금액인
869,000원을 받는 사람은 1년에 2.4개월만 일하여도 준거기간의 각 연도마다 법정 월
최저임금액의 10배 이상의 임금을 가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실업급여의 도덕적 위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임금가득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준거기간중의 피보험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피보험고용기간에 대하여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선진국에서의 피보험고용기간을 6개월 내외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제도 시행후 피보험고용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는 징수하되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고용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 재정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reserve fund)을 축적하고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세부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자의 2분의 1 정도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등 우리나라 근로자의 직장정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피보험고용기간을 12개월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된다.
그러면 준거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준거기간과 피보험고용기간의 차가 클수록
계절적으로 취업의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그 차가 적을수록 실업급여 수급남용은 방지할 수 있으나 실직자의 보호에는 미흡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을 12개월로 할 때 준거기간은
실업발생전 18개월 또는 24개월의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1안의 논거는 계절적 취업자 등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남용을 보다 철저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제2안의 논거는 실직자의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의견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농림수산업과 건설업까지 포함하는
대신 이들 산업근로자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거기간 18개월,
피보험고용기간 12개월의 제1안을 지지하였다.
요약하면 실업급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한 날 이전의 18개월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건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다가 이직을 하였건 가장 최근에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18개월 기간중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 참여

1) 외국의 동향
가)일할 수 있는능력과 상태

실직근로자는 그가 일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work)과 일할 수 있는상태(availability for work)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할 의사(willingness to work)가 있음을 증명하여 실직후에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것으로서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일 이에 관한 조사가 느슨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되면 실제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감으로써 고용보험제도는
재정파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이에 관한 조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경직적으로 실시되면 실직근로자의 자존심을 헤치게 되어 제도도입의 근본적 목적에 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동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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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는 탄력적이고 조화로운 운영이 중요하다.
실직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는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공공직업안정소의
담당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상황과 인간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접하므로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태도를 종합하여 일할 수 있는능력과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다. 예컨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특정한
질병이 있다든지, 정신적․육체적으로 특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가정사정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등등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직근로자가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全時間(full-time)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평상시 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벨기에(Belgium)에서는 신체검사에서 본인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가 동일지역 동일직종에서 비슷한 정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가득할
수 있는 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판정되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실직근로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대해 의심이 가면 의사의 검사(medical examination) 를 받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판정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알트만(Ralph Altman) 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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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① 실업급여 신청자는 평상시에 일할 수 있는상태에 있을 것
② 실업급여 신청자는 상당한 양의 일이 있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③ 실업급여 신청자는 공공직업안정소의 지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것
④ 실업급여 신청자가 특정직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 다른
직종에 있어서는 그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⑤ 실업급여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자유에 의해 실직한 경우에는 그에게 맞는 상당한
양의 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할 것
일할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업훈련생, 학생, 임산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업훈련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인력훈련 및
개발법(Manpower Training and Development Act)이 제정됨에 따라 1966년 1월에는 22개 주에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것으로 취급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실직자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실직기간이 단축되고 실업급여 지급이 감소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실직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훈련수당(training
allow-ances)이 지급되는데 훈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생은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을 수강중인 실직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하여 1일 590엔의 훈련수강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인력부족이 심한
직종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월2,000엔의 특정직종수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취업중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당해 실직근로자가 학교를 주간에 다녔는지 야간에 다녔는지, 직장에는
全時間(full-time)으로 근무했는지 時間制(part-time)로 근무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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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업급여의 남용문제를 논의할 경우 여성의 일할 수 있는능력과 상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바, 이는 여성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2차적 소득으로 취급되고
있고 시간제(part-time)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시장에의 참여와 이탈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유로는 임신․출산․자녀양육․가족의 질병을 돌보거나
가사에의 종사, 남편의 직장이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상태에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임신․출산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전후한 일정기간만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이 실업급여 남용 사례가 많다고 하여 여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이 시간제 업무나 계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급여신청자격으로서의 소정의 고용기간 및 피보험고용기간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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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나) 일할 의사와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여신청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공공직업안정소에 실업자등록을 하면 일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당수의 州(1996년 1월 현재 30개주)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할 것(actively seeking work)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영국, 네덜란드, 록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가나
등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은 1988년까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1989년부터 급여요건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추가하여 2주마다 공공직업안정소(Job Center
or Unemployment Benefit Office)에 출두하여 지난 2주 동안 어떠한 구직활동 노력을 했는가를
입증하도록 하고 급여신청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시점부터 6개월간 급여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자가 매주 일정횟수 이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많은
급여신청자들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허위보고할 가능성이 있고, 일시해고(lay-off)를
당하여 곧 재취업할 근로자에게는 시간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알트만(Ralph
Altman)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단기적인 일시해고자이거나 경기가 침체되어 신청자에게 적합한
직장이 전혀 없거나 또는 공공직업안정소가 적합한 직장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실업급여 요건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소가 구인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도우며 본인에게
적합한 직장에 대해 상담도 하고 구직활동계획에 대해 지도도 하는 '안내를 받은 적극적 구직활동'
(guided but active search for work)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모든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5)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단기간의 소득보상을 해줌으로써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지급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당초 목적과 달리 실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구직노력
대신 여가활동이나 기타 개인적인 활동(nonmarket activities)에 보내게 되면 고용보험제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하지 않는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할
경우 실제 구직활동 노력보다 과대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있으나(Louies, et al., 1986)
이러한 요건이 있음으로 해서 구직활동 노력을 자극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요건 검토
실업급여는 실업발생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소정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고
일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 때만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해 제도정착 때까지는 선진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노동시장에의 지속적 참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① 실업급여 신청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
② 실직근로자는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소에 실업자등록을 하고 구직을 요청할 것
③ 실업급여 신청자는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정보와 직업지도에 의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 것
먼저 일할 수 있는능력과 상태의 판정기준으로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신적․육체적 장애와 근로능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판정하여 장애자의
취업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업자의 구직등록은 실업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구직등록은 곧
근로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인정의 기산점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업자등록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무작정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소개한 직업정보에
바탕을 둔 적극적 구직활동이 바람직하며, 실업급여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증책임은 실업자가 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공공직업안정소에
주기적으로 (예컨대 2주마다) 나와서 그동안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 不資格要件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외국의 동향
고용보험제도 (또는 실업보험제도)는 사회나 고용주에게 책임이 없는, 근로자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임금소득의 상실까지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일반 私保險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듯이
고용보험에서도 不資格要件들(disqualifications)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으로는 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적, ② 근로와 관련한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③ 적합한 일 또는 직업훈련의 거부, ④
노사분규에의 참여에 의한 실직, ⑤ 부자격 소득의 수취, ⑥ 부정한 급여의 신청 등이 있는데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어느 보험제도에서나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야기시킨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제도에서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에서도 피보험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함으로써 발생한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직장을 떠날 만한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바, 여기서 스스로 이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 (good cause)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고용보험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무엇이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 보다 자유주의적인 접근방법(the more liberal approach)으로서 급여신청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하였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며, 둘째, 보다
보수주의적인 접근방법(the more conservative approach)으로서 이직의 원인이 불가피한
16)
것이었거나 강요적인 성격의 것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① 직무(work)와
관련된 이유 또는 ②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직에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기인하는 자발적 이직' (voluntary leaving attributable to the employer)이란 반드시
고용주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여성근로자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려 실직한 경우 미네소타 주의 대법원은 고용주에게 기인한 실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 피보험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새 직장이 곧바로
문을 닫게 되었거나 아예 개업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직장이 임금, 근로조건 등이 동일지역내의 유사직종보다 매우 불리하거나 업무성격이
본인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함으로써 실업상태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12개 주에서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주에서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이 않아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소위 3D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모두 이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배우자 및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또는 배우자의 전근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제한받은 실업자의 99.9%가 정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된
것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남용의 관건은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나) 근로와 관련한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근로와 관련한 고의적인 과실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와
관련된 과실이란 근로자의 과실이 업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고의적인 과실이란 근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이 저지른 사소한 직무태만은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일러실 관리인이 근무중 잠을 자다가 해고된 것이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한
작업규칙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무수행을 거절한 경우 등은 부자격요건이 된다. 회사의 내규를 위반했거나
결근을 한 경우 등에는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다) 적합한 일 또는 훈련의 거부
실업급여 신청자는 본인에게 부적합한 직업의 소개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직근로자를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게 하고 소정의 실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직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서 가능한 한 빨리 적합한 일(suitable work)에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적합한 재취업 기회가 있는데도 이를 거절하거나 현재의 기술 및
기능수준으로써는 재취업이 여의치 않아 전직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을
권유해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모든 고용보험제도하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적합한 일'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노동시장의 여건 및 실업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확정적으로
개념정의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어떤 일이 실직자에게 재취업하기에 적합한지 또는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률, 단체교섭 또는 관행에 의해 확립된 근로기준을
보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소개받은 일이 실직근로자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서는 ① 임금수준 및 고용조건, ② 실직자의 집에서

소개받은 직장까지의 거리 및 출퇴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는 직장의 위치, ③ 실직자의 과거
직장에서의 담당 업무의 성격, ④ 기술수준 등 직업적 능력 및 지식, 직장경력, ⑤ 소개받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맡을 업무와 전직장에서의 업무와의 관련성, ⑥ 노동시장의 현재 및 미래의 상황, ⑦
실업기간, ⑧ 실직자 본인의 개인적․가족적 상황 등을 들 수있다. 그 외에도 소개받은 직장의
안정성, 실직자의 건강상태 및 일에 대한 태도 등도 소개받은 직장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17)
먼저 소개받은 직장의 임금수준 및 고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주정부의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조건으로서 주정부의 실업보험법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소개받은 새로운 직장의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의 근로조건이 동일지역 유사업종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무조건보다 현저히 열악한 경우에 소개받은 직장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개받은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내에서의 일반적인 임금수준보다 낮을 때 또는 다른 근로조건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에는 그와 같은 직업소개는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소개받은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은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소개받은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것은
괜찮으나 단체교섭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핀란드와 그리이스에서는 소개받은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내 유사직종의
임금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실업급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장은 실직자가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개받은 직장이 실업급여 신청자의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도 소개받은 직장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신청자의 집에서 소개받은 직장까지의
거리,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발생전 주로 이용했던 교통수단 등이 주요
고려대상이 된다. 벨기에에 있어서는 소개받은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자기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앗아가는 직업의 소개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가족과 헤어져서 취업해야만 할 정도로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직장을 소개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직업소개를 거절할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가족상황, 교통시설,
새로운 직장근처에서의 숙박시설을 얻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이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는 소개받은 직장이 노사분규에
의해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의받은 직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하에서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본인의 경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소개받은 직장이 적합한지의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도 실직근로자가 실업발생 전에 종사했던
직종, 기술수준, 경력 등이 새로운 직장에서 그대로 활용 가능한가의 여부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판정의 기준은 실업기간이 매우 단기간일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때의 기준은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에는 실업발생 후 3개월간은 본인의 직종, 기술수준, 경력 등에 맞지 않는 직장은 거절할 수
있게 하면서 실업기간이 3개월을 경과해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본인의 직종과 경력에
맞는 직업에의 취업은 용이하지 않는다고판단하여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장은 어떤
직장이든지 거절하지 못하고 취업해야만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6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실업기간이 6개월이 되어도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소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부의 지급을 금지시키고 있다. 벨기에에서도 실업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숙련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소개받은 직장이 본인의 경력과 직종에 맞지 않더라도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실업 후 처음 6개월간은 지금까지의

직업경력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직업능력과 직종에 부함하는 직장만을 적합한 직정으로
한정하지만 실직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소개받은 직장이 과거의 직장에서 하던 일과 직종
등에서 유사하지 않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근로조건이 이전의 직장보다
못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개받은 직장이 실직자의 과거의
직종, 기술수준, 경력, 육체적 능력과 부함하지 않더라도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개받은 직장 또는 직업훈련이 실직근로자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직자의
재취업은 점점 어려워지므로 실업발생 전의 직장에서 쌓은 경험이나 훈련과의 관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취업기회가 감소할 경우에는 과거의
직장에서 쌓은 경력과 기술을 집착하여 취업을 기피하게 할 경우 고용보험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개받은 직장의 적합성을 판정할 경우에는 현재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얼마나 쉽게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서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의 담당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전반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고용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소개받은 직장이 직접적으로 파업․직장폐쇄
또는 기타의 노사분규에 의해 공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소개받은 직장이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 근무조건에 있어서 같은 지역 내에서의 유사 직종의 경우보다 현저히 불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③ 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소개받은 직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노사분쟁에 의한 휴업
노사분쟁(labor disputes)으로 인하여 작업이 정지됨으로써 일시적인 휴업상태에 빠진 근로자에
대한 취급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노사분쟁에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참여했느냐를
가지고 실업급여의 부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자가 노사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휴업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당해
근로자가 노사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여했느냐의 판단은 州마다
다양한데, 뉴욕(New York)주와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주는 노사분쟁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파업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7∼8주간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노사분쟁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노사분쟁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지급중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취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분쟁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 후 이를 추후 소정의 급여기간 동안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노사분쟁으로의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노사분쟁이 종료될때까지
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노사분쟁과 무관하다는 것이 판정될 때까지 실업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으며, 오스트리아와 그리이스에서는 실업의 발생이 파업이나 이를 막기 위한 직장폐쇄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스트라이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노사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또는 노사분쟁이 본인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근로자 등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노사분규에 직접 관여했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경우에는 노사분쟁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사분규 기간 동안의 휴업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상실요건이 되는 이유로서 레자(George E.
Rejda, (1984), p.360)는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하여 정부가
노사간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만일 파업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에 의한 보조를 받는 셈이므로 이는 노사분쟁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입장을 깨는 것이
된다. 둘째, 미국과 같이 실업급여의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노사분규에 의한
휴업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사분규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모순이
발생된다. 셋째, 노사분규로 인한 휴업은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파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거부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 부자격 소득을 수취하지 않을 것
미국의 대부분의 州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노령연금, 사용자가 지급하는 정년퇴직 근로자에 대한
사적연금, 기타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같은 실업급여 이외의 다른 보상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보상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 또 일부 주에서는 이와 같은
보상의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이외의 다른 보상을
받는 실직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같은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중적인
급여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실업급여의 지급과 실직자에 대한 사적연금의 지급이
동일인에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실업급여와 사적연금제도로부터 받는 급부액의 합계가
실업발생 전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에 근로자들은 노무제공보다는
고의적인 실업을 하면서 급여를 받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속이려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재정안정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성실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수의
국가는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동시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연령을
노령연금 수혜가 시작되는 연령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가 정당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당해기간 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취업기간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바) 부정한 급여신청을 하지 않을 것
모든 보험제도는 허위의 사실에 입각한 부정한 급부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를 대비하여 강력한 징계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허위의
사실에 입각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을 한 실직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가 사후에 허위의 사실에 입각한 급여신청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소급해서 한불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실업급여 부자격요건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에 따라 별 차이는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부자격요건으로서 다음의 6가지로 의견을
집약하였다.
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② 적합한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의 거부
③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④ 적극적 구직활동의 결여
⑤ 피보험고용기간이 충족되지 이전의 재실업
⑥ 부정한 급여신청
상기 부자격요건 중에서 ⑤항인 "피보험고용기간(우리나라의 경우 12개월)이 충족되기 이전의
재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취업한지
1년도 못되어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실업발생전 18개월 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피보험고용기간이 충족되기 이전에 재실업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남용사례가 많은 바,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필즈(Gary S. Fields) 교수는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에 상기 ⑤항의 요건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18)

외국의 경우 노사분쟁으로 인한 일시휴업도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노사분쟁으로 인한 일시휴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어 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사분쟁으로 인한 일시휴업의 경우에는 급여신청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full time)으로 단기간동안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3)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기간
가) 외국의 동향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에 해당한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급여제한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어느 나라에서나 주요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실업급여의 남용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며
고용보험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을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가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제한기간은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성실한 전체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과 실직근로자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균형있게 감안하여
어느 한쪽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 제한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급여제한기간이 고정되어 있고 또다른 일부 주에서는 일정기간의 범위내에서 급여제한기간을
실직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가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완전금지하고 있고 적합한 일 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완전금지하고 있고 적합한 일 또는 직업훈련을 거절한
경우에는 1∼5주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근로와 관련한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해고를 당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기간이 좀 더 길어서 9주까지 제한을 하고
있으며, 당해 해고가 발생한 주와 대기기간(waiting period)도 급여제한기간에 추가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실업급여부자격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자격기간이 경고한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준을 감액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대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는 대기기간 종료후 1개월간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는 것을 거부한 때에는 그 거부한 날로부터
1개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직업안정소장이
행하는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로부터 2주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가 행하는
직업소개 혹은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주석1) Feldstein Martin., "The Economics of the New Unemployment." The Public Interest, Vol. 33,(Fall
1973), pp. 3∼42; Ehrenberg, Ronald G. and Smith. Robert S., Modern Labor Economics : Theory and
Public Policy,(3rd Ed.), 1988, pp. 612∼616 ; Johnson, George and Layand, Richard,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Explanation and Policy," Th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2, Eds : Orley
Ashenfelter and Richard Layard. 1986. p.923 ; Field, Gary S, "Direct Labor Market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Industrial Relations, Vol. 16, No. 1, Februay1977. pp.1∼14 등.
주석2) Atkinson Anthony B. and Micklewright, John.,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istion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IX(December 1991). pp.
1679∼1727.
주석3) Rebecca Blank and David Card. 1989.
주석4) Atkinson and Micklewright. 1991
주석5) Brunhes and Annandale-Massa. 1989
주석6) Haber and Murray. 1966.
주석7) Haber and Murray, 1996. p. 251.
주석8) Haber and Murray, 1966, p. 251.
주석9) ILO.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s, Generba. 1955, p.112.
주석10) Gary S. Fields, op. cit., pp.14∼16.
주석11) Haber and Murray, 1966, p. 265.
주석12) R. Altman, Availability for Work : A Study in Unemployment Compensation, 1950,
pp.137∼138.
주석13) Heber and Murray, 1966,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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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실업의 경우에는 노사분규에 직접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서 분규가 종료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한 주요국의 급여제한 기간을 보면
<표 7-6> 및 <표 7-7>과 같다.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제한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일정기간내에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제도에서 본인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고정된 기간 동안 획일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급여제한기간을 공공직업안정소의 담당자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급여신청자의 항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업급여 제한기간이 점차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초기에는 1∼5주간만 급여를 제한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는 급여제한기간을 6주 이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완전히 급여를 제한하지 않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이 1986년까지는 6주간이었으나 1987년 이후부터 1988년까지는 13주로
연장되었고 다시 1989년부터는 26주로 연장되었다. 셋째 ,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실직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업급여의 제한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대량실업이 해소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대부분의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에서

<표 7-6> 주요국의 실업급여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기간

<표 7-7> 주요국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제한기간

는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37년에는
단지 1개 州에서만 자발적 이직에 대한 급여제한을 하였고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2개
주에서만 급여제한을 하였으며 적합한 일 또는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6개 주에서만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데 그쳤었다. 그러나 1966년에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26개주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였고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24개 주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적합한 일 또는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는 23개 주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서의 실업급여 부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기간
그러면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급여제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제한기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만 급여를 일시
중지하고 급여제한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급여제한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실업급여까지도
소정의 급여기간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급여제한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급여제한기간이 경과하여도 사후적으로 소정의 급여기간에 합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의 제한을 한정된 기간만 인정하고 제한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일시 중지되었던
실업급여까지 사후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 즉 제한기간만큼
실업급여의 지급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國際勞動機構(ILO)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데 급여제한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직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1)
이와 같은 견해는 실업급여의 제한이 실직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확실히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직근로자의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을 보통 3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급여제한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까지 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소정급여기간 전반에 걸쳐
제한하여 실업급여 제한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제한기간이 경과하여도
사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실업급여제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서 만약 실업의 발생이 근로자 본인의 행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보호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직자가 전반에 걸쳐
급여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발적 실업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하여 급여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재정의 안정을 보다 강조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2)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제한을 일시적으로만 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남용사례가 커지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예컨데,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 자발적 실업에 대한 급여제한기간이 일시적이라면 일정기간의
급여제한기간 경과후에 소정의 급여기간 전체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도 공공직업안 정소에 구직등록을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실업급여제도의 남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와 같은 여성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서 많은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와 이탈이 빈번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들이 제도남용
의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제한요건을 너무 완화하여
운영할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남용은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들도 얼마든지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실한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이들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와 이탈을 빈번히 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실업급여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실직자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즉 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②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및 ③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④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⑤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 및 ⑥ 피보험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되 다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재개한다. 또한 ⑦ 피보험고용기간이 충족되기 이전의 재실업에 의한
급영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실업 급여를 받은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새로운
피보험기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부자격요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자격요건에 해당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진다.

2. 失業給與 水準
가. 실업급여 수준과 노동공급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수준과 급여기간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는 반면에 실업급여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준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정착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비난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직근로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고 실업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Feldstein, 1974). 반면에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옹호론자들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가족의 생계 때문에 기술수준과 과거의
직업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직업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아 또다시 이직하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노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와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3)
임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실업급여의 지급은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커서
전체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수준, 실업급여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급여수준 결정방법
실업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를 定額制로 하는 방법과 定率制로 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실업급여수준을 실업발생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실직근로자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액제는 모든 실업자는 그가 실업에 직면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수준을 각 실업자의 실업발생전 임금수준에 연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률제는
실업급여 자격자는 실업발생 이전에 본인이 누렸던 생활수준을 갑자기 저하시킬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의 부담도 실업발생전 임금수준에 연계하여 갹출되기 때문에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
면에서 타당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률제에 있어서도 실업급여의 수준을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특별급여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액제의 논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표 7-8).
정률제를 체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개별 실업급여 신청자의 실업발생전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율을 곱하여 실업급여수준을 계산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임금수준을 계층별로 나눈 다음 각 임금계층의 평균임금에 실업급여율을 곱한 실업급여 지급표를
미리 작성해 놓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액제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定額의 보조를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해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저임금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임금계층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임금근로자계층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수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이들 임금계층은 실업급여수준이 실업발생전 임금수준과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노무제공보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선호하게 되는 부작용이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실업급여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다소 예방될 수는 있지만
실업급여요건을 아무리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발생전 임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남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일부는 실업발생전 임금수준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정하여 저소득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수당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도 전체 실업급여수준의 상한을 두고 있어
급여의 남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률제는 실업급여수준을 실업발생전 임금과
연계시킴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수준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임금상승과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저소득․저연령계층의 급여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소득계층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액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급여의 상한액을 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표 7-8> 주요국의 실업급여수준

우리나라는 임금 및 물가수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수준의 결정방법으로는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되 급여수준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정률제의 문제점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일치된 견해이다.
다. 실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실업급여 및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요율 및 급여율이
결정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고용보험율 산정기준은 임금총액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실업발생전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중 초과근무수당, 휴가비,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 갹출료를 공제한 純所得(Pauschalisiertes Nettoarbeitsentgelt)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험제도 중 산재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은 임금총액으로,
급여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은
표준보수월액으로, 급여의 기준은 평균보수월액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업급여 및 보험요율의 산정시 어떤 개념의 임금을 사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개념으로 임금총액을 사용하여야 하다는 데 대해서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이견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사용하고 있고 직업훈련분담금의 부과기준도 임금총액일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은 일정기간의
임금소득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의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가 통산임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인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관리가 용이하고

상여금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의 남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험료의 징수는 임금총액으로 하고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할 경우 징수와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격차로 인하여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평균임금은 비용징수와 급여지급이 되는 임금이 거의 일치하여 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을
사실상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한다는 논리적인 명쾌함이 있는 반면,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임금을 받은 후 실적하려는 것을 완전히 방지 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임금총액으로,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와
같이 3개월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유발생일 이전 3∼12개월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집약되었다. 실업급여의 기준으로 일본은 실업발생전 6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실업발생전 12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무를 많이
하거나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고의적으로 실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각종
사회보장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개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라. 실업급여수준
실업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데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발생전 50%
이상을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실업발생전 임금의 60∼7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업 발생전 임금의 약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계층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율표(wage-class schedule)에 따라 급여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남아프리카공아국 등도 임금계층에 따른 실업급여율표에 의해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는 담당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담당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여금의 노령급여액을 이와
같은 급여율표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에 입각하여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률제에 의한 실업급여액을 산출할 수도 있으나 행정의 편의상 실업급여율표를
별도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정률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임금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실직자에게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임금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실업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임금계층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저임금계층에 대해서는 실업발생전 임금의
최고80%까지 지급하고 고임금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발생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하후상박의
실업급여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저임금계층의 실업급여 남용이 빈발함에 따라 한때는
저임금계층에 대해서 낮은 급여율을 적용하고 고임금계층에 대해서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는
상후하박의 실업급여 체를 채택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임금계층에 따라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실업발생전 임금의 80∼60%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험은 임금계층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는 고용보험제도 도입기부터 지나치게 높은 실업금여를 지급할 경우 제도의
남용사례가 커진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표7-9). 따라서 실업급여는 적어도 초기에는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동일요율을 모든 실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ILO협약(제168호) 제 15조에는 실업급여는 적어도 종전소득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연구기회단에서는 ILO협약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으므로 1년 이상 근속한 후 실업이 발생하면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점까지 감안하여 실업급여의 수준은 실업발생전 임금의 50% 수준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표 7-9> 일본의 임금대비 실업급여수준의 변천

마. 실업급여의 상하한
定率制를 채택할 경우 <표 7-9>에서 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임금계층을
실업중에도 매우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사회보험의 취지에 배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최고한도액과 고용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수준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의 최고 한도액이 1993년 현재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액은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하여 50% 급여율을 채택시 실업급여의 월 급여한도액은
100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보았다.
바. 실업급여에 대한 과세 여부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일본, 독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도 소득의 일부분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나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수혜에 대한 비과세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17조, 국민연금법 제55조) 관련법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때까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하되 이를 실업급여율 결정시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 失業給與 待機期間
버제스와 킹스톤(Burgess and Kingston, 1981)의 연구에 의하면 실업급여수준의 증가가 피보험자의
실업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으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피보험자의 실업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실업급여기간의 연장이 피보험자의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4)이와 같이 실업급부의 기간은 실업급여의 남용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장기실업보다는 단기적인 마찰적 실업에 대한 소득감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보통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왜냐하면 실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일정기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다음부터 지급하는 나라가 많다.
가. 실업급여 대기기간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을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데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실업자등록을 한 당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설정하고 있다.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실직근로자가 과연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실직자인지, 그리고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지, 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지 등등 실업급여요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고용보험 운용의 행정적 비용을 줄일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발생
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재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특히
단기실업자까지 보호하게 되면 고용보험재정의 불안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대기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기간의 설정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남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등 두 가지 측면에 대기기간 설정의 목적이 있다. 초기의 실업보험제도하에서는
주로 첫 번째 이유가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지배적인 사유였으나 전산화의 진전에 따라
실업급여요건은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두 번째 이유가 대기기간 설정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대기기간을 두고 있으나 점차실직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한다는 측면에서 대기기간을 단축하거나 폐기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은 1911년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대기기간은 6일이었으나 1920년 이후 3일로
단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독일은 1927년 실업보험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대기기간이
7일이었으나 1930년에는 실업급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2주로 연장하였다가 현재는
대기기간이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실업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州에
있어서 2∼3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7일의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상당수의
주에서는 대기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5) 캐나다의 경우 1971년 이전에는 대기기간이
1주일이었으나 1971년부터는 급부대기기간을 2주로 연장하였는바, 이를 실업급여 대기기간의
연장이 수급자격자 결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운용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을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理論은 없으나 백커(Becker, 1991)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을 1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고용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6)
주요국가의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표 7-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기기간이 없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일 내지 7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브라질은 60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의 운용에 있어서는 실업방생시마다 대기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예: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와 1년중 수회의 실업발생시 첫 번째 실업발생시에만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국가(예:미국, 스위스, 핀란드 등)로 대별한다. 에이레의 경우 실업급여는 정액급여와
정률급여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정액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3일간으로 하고
정률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18일로 하는 특수한 형태로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현저히 짧고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제도남용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실업급여 대기기간보다는 다소 길게
책정한 후 제도의 정착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에 입각해 보거나 실업급여 남용의 방지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대기기간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측면과
실업급여 남용의 방지 및 수급요건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시간등을 감안하고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법정퇴직금의 존재도 고려하여 2∼4주의 대기기간의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표 7-10> 주요국의 실업급여 대기기간

나. 실업급여기간
실업급여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면 첫째, 피보험고용기간에 따라 차등화 하는
국가(예:오스트리아(12∼30주), 그리스(2∼5개월), 스위스(85∼250일) 등), 둘째, 피보험고용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는 국가(예:독일(4∼32개월), 일본(90∼300일), 프랑스(3∼60개월) 등),
셋째, 피보험고용기간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국가(예:미국(26주),
영국(52주), 캐나다(25주) 등)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7-11).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은 장기피보험자를 장기간 보험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키프로스의 경우 실업발생전 1년 동안 26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소정 실업급여기간을 13주로 정하고 피보험고용기간이
26주를 초과할 경우마다 초과되는 1중일에 대해서 소정 급여기간을 1일씩 연장하되 최장
급여기간이 26주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정 실업급여기가늘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납부급액, 연령등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실직근로에 대해서 동일한 소정 급여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고용보험제도도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실업의 위험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모두에게 분산되어야
하며 실업급여기간을 피보험고용기간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의해서 분산되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이념과 상충된다는 것을
기본 근거로 하고 있다.7)
반면에 피보험고용기간 등 실직근로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소정 실업급여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잠시 노동시장에 참여한 후 자격요건만 갖추면
고의로 실업상태에 이르러 실업급여를 남용하려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업급여요건의 강화와 더불어 실업급여기간을 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실업급여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표 7-11> 주요국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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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주용국의 실업급여 기간은 <표 7-11>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보통인바, 이는 고용보험제도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업은 장기적인 실업이 아니라 단기적인
마찰적 실업이며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단기보험제도라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소정의
급여기간을 초과하는 장기실업자에게 있어서도 별도의 제도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제도에서는 단기실업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업급여기간의 설정은 각국의
실업기간 및 노동시장 분석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직기간별 실업자 상황을 보면 <표 7-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 이상이 구직기간
3개월 미만이고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약 85%이므로 실업급여기간은 2주간의 대기기간 경과후
최고 6개월 정도면 실업자의 약 85% 정도가 이 기간내에 재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관점에서 실업급여기간을 피보험고용기간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도도입 초기의 보험재정 안정과 실업급여 수급남용을 방지하고 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기간을 피보험고용기간과 연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업급여기간과 피보험고용기간을 연계시킬 경우에도 연령까지도 고려할 것인가가 제되는데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다음의 2개안을 검토하였다.

<표 7-12> 우리나라의 구직기간별 실업자분포(1990)

<제 1안>

<제 2안>

여기서 제1안의 논거는 첫째, 피보험고용기간뿐만 아니라 연령 등 취업난이도 등까지 고려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부함되며, 둘째, 피보험고용기간에 따른 급여기간의 차등폭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2안의 논거는
피보험고용기간과 실업급여기간을 연계하여 보험재정의 기여도에 따라 급여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의견은 제1안을 지지하여
피보험고용기간의 차등폭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시행후 10년이 지나야 최장 급여자가 나오도록
하되 실업급여를 고의로 자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 급여기간은 가장 최근에 실업급여를
9)
받은 날 이후의 피보험고용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대상일에 대한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은 주7일, 벨기에․덴마크․영국 등은
주 6일, 스웨덴․필란드는 주 5일을 소정 급여일수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요일도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5조) 일요일과 공휴일도 소정 급여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주석1) ILO,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Geneva: Switzerland, 1995. p.123.
주석2) Haber and Murray, 1966, p. 303.
주석3) Haber and Murry 1966. pp. 26∼35.
주석4) Burgess Paul L. and Kingston Jerry L. "UI Benefit Effects on Compensated Un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Vol. 20. No. 3(Fall 1981), pp. 258∼270.
주석5) Robert J. Myers,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s." Social Security. (3rd ed.) 1985, p.836.
주석6) Gary. S. Becker, "The Long-term Unemployed need Long-term Help." Business Week, May 20,
1991.
주석7) International Labor Office,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s, Geneva, 1955. p.176.
주석8) Repord on Recommendations of the Institute's Unemployment Insurance Research Advisory
Committee, Strenghening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Improvements.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May 1975. pp.39∼40.
주석9) 미국의 필즈(Gary S. Fields) 교수는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에서는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차등화에 고려해서는 안되며 단지
연령만을 감안하여 30세 미만인 경우 160일, 30∼50세의 경우 90일, 50세 이상의 경우 120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제한하였다.

第 3節 職業訓鍊手當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사업은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지만 단순히
실직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기술진보의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직종이 없어지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새로운 직종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사양산업 직종에 종사했던 실업자와 같이 실직근로자 중 일부는 실업발생전에 종사하였던 것과
유사한 직종에서 실업발생전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직장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실업급여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부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을 시켜 주어야만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된다.
직업훈련수당과 후술하는 훈련연장급여는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직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직자들이 일단 재취업하면 다시 실업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여 앞으로는 실업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본은
훈련 기간중 1일 590엔의 직업훈련수강수당을 지급하며 인력부족이 현저한 직종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월 2,000엔의 특정직종수강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수강하기 위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실비상당액을 통근수당으로 지급하며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동안 가족과
별거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월 9,700엔의 기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서도 실직자의 직업훈련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기간 동안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직업훈련수당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히 현재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소위 3D 직종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는 기본 훈련수당액을 일정비율(예; 50%)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 3D 직종의
직업훈련수강을 촉진하는 데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第 4節 早期再就職手當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소정의 급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실업에 따른 기회 비용이
실업급여액만큼 감소되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지도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의 입증책임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실직자에게 부여하며 실업급여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업급여기간을 단기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의 실업급여기간을 모두 소진한 다음
재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실업급여기간을 많이 남겨 놓은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보너스(bonus)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많은 논의를 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사례는 사례는 흔치
않다. 다만 일본의 공요보험제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직일의 전날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일수가 소정의
실업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잔여일수에 따라 30일분에서 120일분의 실업급여를
재취직수당으로서 지급하고 있어 조기재취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에
속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일리노이 주와 뉴저지 주에서는 실험적으로
조기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일정액(500달러)의 보너스를 준 결과 실업급여기간이 약 1주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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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조기에 재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의
보너스로서 조기재취직수당을 두는 것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과거 일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재취업 한 경우
30∼7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취직준비금제도를 1960년부터 아무 조건없이 시행한 결과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의 취업자들은 재취업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취직준비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전환한 1975년부터 조기재취업에 따른 인센티브의 요건을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후 소정의 실업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조기재취직수당은 ① 재취직일 현재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두었을 것, ②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했을 것, ③ 실업발생전에
고용되어 있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자가 아닐 것, ④ 과거 5년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실업발생전의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속했을 것, ⑥ 대기기간 경과후에
재취직했을 것, ⑦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재취직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였을
경우에 지급된다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액은 소정급여일수 중 잔여급여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날짜분에 대한
실업급여액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 재취업한 자가 재취업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실직한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조기재취직수당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조기재취직수당을 악용하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석1) 미국에 있어서 조기재취업을 위한 유인제도의 실험에 대한 효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Corson et.al.(1989). Corson and Decker(1990), Wodbury and Spiegelman (1987) 등을
참조.

第 5節 訓練延長給與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과거에 사양사업에 종사하다가 실업한 경우 또는 공장자동화 등에 따라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종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은 실업자들은 재취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정의 실업급여기간이 종료한
다음에도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에 대한 특별배려 차원에서 직업훈련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업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엄격히 하는 대신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그 기간이
1년 이내의 것에 한함)을 받는 경우 ① 직업훈련수강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30일 한도), ②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 및 ③ 직업훈련을 수강한 후 재취직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에 대해서는 소정의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계속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연장급여제도는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제한하지만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실적을 당하여 과거에 쌓았던 기능만으로는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직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시켜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산업부문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직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일단 재취업이 되면 다시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第 6節 不正受給 防止를 위한 制度的 裝置
고용보험제도는 장기적으로 고용조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직업안정망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하를 도모할 수 있게
해주며 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적인 근로복지와
기업경쟁력 강화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직근로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켜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내에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의 수급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업발생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남부했을 것으로 하는
피보험고용기간의 충족요건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의 입증책임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실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실업급여기간의 산정시 가장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은 날 이후의 기간만을 피보험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도 실업급여의 수급남용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적합한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의 거절,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극적 구직활동의 결여, 피보험고용기간이 충족되기 이전의 재실업, 부정한 급여신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금지 또는 정지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소정
지급기간을 다 소모하지 않고 조기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일종의 보너스로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노사담합에 의하여 실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별 실적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
system)를 도입하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남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第 8章

所要財源調達과 關聯制度와의 關係

第 1節 所要財源 調達方案

1. 勞․使․政의 費用分擔原則
가. 외국의 동향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 또는 양자
모두로부터 강제적으로 갹출되어 조성되며,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정부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①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에 의해 조성된 실업기금을 대체한 것으로서 실업급여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피보험근로자도 고용보험재원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② 피보험근로자도
고용보험재정의 건전하고 성공적인 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가 재정부담에의 참여를 통해서 근로자의
책임과 연계된다는 것이다.1)
고용보험의 재정부담을 사용자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산비에는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비용뿐만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험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하는데
실업의 발생은 바로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을 생산비로 보는
견해는 주로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바, 미국에서는 3개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사업비를
2)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는 그 구성원의 복지에
책임이 있으므로 실업급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용보험비용을 노․사․정의 3자가 분담하고 있으나 실업급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충당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업부조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중앙정부가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각국의 고용보험 비용부담 유형을 보면 <표 8-1>과 같다.
주요 고용보험 실시 국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현황을 보면 <표 8-2>와 같다. 에이레, 노르웨이,
영국 등은 다른 사회보험의 갹출료 속에 고용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에서는
제외되었다.
일본의 경우 실업급여비용은 노․사․정이 공동부담하나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의 소위 3 사업의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고 농림수산업, 청주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다소 높여서 적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건설업 근로자에게는 악천후수당(bad weather benefits)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건설업의 노사는 일반보험료 외에 추가로 임금의 1.2%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배제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잉여노동력을
해고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에서 드는 비용을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바, 이는 실업의 발생이 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또한 전액 사용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고용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특유의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노동조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미국의 실업보험 제도하에서는 제도운영이
사용자측의 영향을 크게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제도도입 초기에 실업급여 비용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담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바,4) 이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표 8-1>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의 보험료부담 유형별 분포

<표 8-2> 고용보험의 비용부담 현황

<표 8-2>의 계속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비에 소요된 비용과 같이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만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오스트리아는 관리운영비를 노․사․정이 3분의 1씩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고 일본과 벨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미국은
관리운영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방고용세에서 충당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운용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제도와는 관계없이 운용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노사에 의한 보험료 갹출금은 실업급여사업에 충당될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훈련, 전직훈련, 취업알선, 재활훈련(rehabilitation)등의 사업도 고용보험제도내에서
고용보험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사업에 실입급여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각종 직업훈련 및 근로자 능력개발사업, 근로복지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에서 직업훈련비용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나 벨기에, 그리스, 독일은 직업훈련에 관한 비용을 전액 고용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고
일본,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은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재정과 일반회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서의 비용분담
고용보험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의미에서는 노․사․정간의 협의과정을 통한 정치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부담의 원리를 전혀 무시한 협의과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입장에서
비용부담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기로서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실업의 가장 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잉여인력을 정리하는 대가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국 사용자의
합리적인 고용조정 노력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사업 중
직업훈련사업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고용보험사업을 통한 사업내훈련의 활성화에 대한 혜택을 결국 사용자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보호해 주게 되면 결국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노사화합은 물론 생산성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논거로서는 실업급여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피보험자이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고용보험도 일반 보험원리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바 보험의 기본원리인 위험의
분산과 위험의 공유(risk share)의 차원에서 볼 때 장차 있을지도 모를 실업의 위험에 대비하여
소정의 갹출료를 부담하고 실업발생시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보험원리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고용보험사업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거로서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소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고용보험사업의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노․사․정간의 비용부담원칙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 문제는 결국
노․사․정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고용보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모든 근로자 및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의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직 및 구인기간을 단축하고 본인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최적의 직장을 소개시켜 주는 업무로서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사업을 위해 필요한 고용정보 전산망의
설치․운영과 여기에 필요한 담당자의 인건비 등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사업비는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비 전액과
실직자 생활안정사업비용의 2분의 1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의
고용조정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고용안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양성․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재직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 결과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윤증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내직업훈련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재직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 중 실여급여비용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직근로자의 보호에까지 배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과 생산성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실업급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함으로써
노․사가 실업의 발생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노사화합과 근로자의자조정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노․사․정간의 비용분담원칙을 요약하면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추어 노․사․정
3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가 2분의 1씩 분담하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소수 의견으로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정이 3분의 1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외국의 예를
감안해 볼 때 정부는 고용보험의 관리운영비만을 부담하고 고용보험 비보험자 이외의 신규인력에
대한 양성 훈련비용은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2. 우리나라 雇傭保險의 財政推計
가. 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
공적보험제도는 제도내용에 근거한 재정운용과 재정추이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정운용방식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재정의 건전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5) 일반적으로
재정방식은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두 방식의 혼합형태인 수정부과방식(adjusted pay-as-you-go system)을
이용한다. 이 방식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꾀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적립방식과 같으나, 적립방식보다는 덜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제도는 재정안정을 위해 상당한 적립금(reserve fund)을 유지한다. 적립금은
1년 단위로 고용보험의 수입․지출을 계상하게 되면 노동시장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신청이 많을 때 보험재정의 고갈로 인한 급여중단 사태를 막고
필요한 고용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적립금을 어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최적수준(optimum level)에 관한
것이다. 적립금을 너무 높게 유지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고용보험요율을 갹출하여도 안 되며
적립금을 너무 낫게 유지하여 보험재정의 고갈과 실업급여지급불능의 사태가 발생하게 해서도 안
된다.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실업규모를 예측하여 고용보험의 적립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수적인 적립금 정책(conservative reserve policy)은 너무 많은 기금을 적립하여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과거에 극심한 실업으로 적립금이 고갈되어 고용보험재정의 위기를
경험한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적립금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첫째 논거는 현대의 잘 발달된 회계제도하에서
고용보험재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가면 필요시 보완책도 비교적 빨리 마련할 수 있어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둘째 논거는 고용보험 적립금은 인플레된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많은 적립금을 축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6)
지금까지의 경험과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는 일반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실업금여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해의 고용보험지출액의 1.5배보다 적거나 3배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7) 그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고용보험제도내에 적립금을 유지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으로
고용보험계정을 두어 실업급여 및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부조와 불황으로 인한 실업급여 증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제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고용보험 적립금을 일정수준까지 적립하여 불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에 대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이 적립금규모 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미래의
실업발생이 과거의 경험을 따라간다는 보장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오스트리아는 고용보험적용
근로자수, 실업률 및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과거 5년간 노사가 부담한 총고용보험료 수입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립금의 고갈로 인한
적자발생시에는 정부가 보조해 주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는 노사부담의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하는 지출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독일은 고용보험적용 근로자의 2%가 2년간 계속해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에 발생할 초과급여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립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일본은 적립금 규모를
고용보험료 수입액의 1년분을 하한으로 하고 2년분을 상한으로 하여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 적어도 당해 연도 총지출액의 4분의 3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부담금을 평상시 총급여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상향조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적립금 규모를 향후 10년간의 경기순환과정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의 실업급부 지출액의 2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스페인은 평상시의 실업률
수준에서의 1년간 실업급부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적립금의 적정규모는 외국의 경험을 감안해 볼 때 1년간
실업급여에 소요될 비용의 2배를 적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일시에
2년간의 실업급여 비용을 적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시행 10년 후에 2년간
실업급여에 지출될 금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정추계는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5년에 이르게 되면 당해
연도에 실업급여에 소요될 비용의 2배를 적립하도록 하였다.
나. 재정추계의 기본모형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재정추계의 기본모형을 흐름도로 간략히 표시하면 [그림
8-1]과 같다. 이 흐름도를 요약하자면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각각 관련된 변수(모두)들을
추정함으로써 보험적용대상 및 보험지급대상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기수입과 당기지출이 결정되고 여기에서 적립금(reserve fund)과 적립된 기금으로 인한
이자수익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적립된 기금의 총계가 제도도입 후 만 10년이
지났을 때, 당해연도 총지출액의 두 배가 될 수 있도록 균형세율 τ를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τe,
τ1는 각각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율이 결정되고 나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지출뿐 아니라 보험수혜
실업자수(QUt),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수(JUt)등 정책에 유용한 변수들의 절대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림 8-1]에서도 표기된 바와 같이 보험수혜 실업자수와 직업훈련
수혜자수는 각각 스톡(QUt, JUt)과 플로우 (N1, N2)로 계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수혜 실업자의
경우 QUt는 t년도 어떤 시점에서라도 늘 그만큼의 인원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한편
N1은 t년도에 보험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실업자의 총계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일단 받고 나면 최소한 1년 동안은 급여자격이 상실되므로, 상기 N1
속에 동일인이 중복 계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주요 정책변수들을 스톡과 플로우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했던 요소
중의 하나는 급부대상자들의 평균급여기간(δ5(t))이었다. 고용보험제도의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 종류의 변수들, 즉 급여자의 스톡, 플로우, 급여기간을 적절히 조정․활용함으로써
재정확보를 위시한 제도운영에 필요한 제반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 소요비용 및 고용보험료율의 추정

1) 소요비용 추계
고용보험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고용보험요율의 추정에 필요한 母數의 추정에는
[한국통계월보],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특히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의 지출에 관련된
모수들의 추정에는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의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도시가구의
취업실태조사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고용보험의 재정추계에 활용할 목적으로 1992년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6대도시에서 3,000가구 12,238명을 대상으로 취업 및 실업상태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다.
고용보험재정수지의 추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은

전술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의하여 제도시행 후 1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은 고용보험제도 시행 제2차 연도부터 시행
가능하게 되며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제도 시행연도부터 실시되게 된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취업자증가율(n)은 3%로 가정하였으며 실질임금상승률 4%, 실질이자율 3%,
보험료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율은 현행 국민연금의 예에 따라 2%로 가정하였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제도시행 10년 후에 2년간의 실업급여
소요비용이 적립되도록 설계하였다. 실업급여액의 실업발생전 임금에 대한 비율(replacement rate,
δ4)은 앞의 실업급여수준에 따라 50%로 하였다.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은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조기재취직수당 및 훈련연장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그림 8-1] 고용보험재정추계 기본모형

피보험자 중 실업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비자발적인 실업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외국에서의 경험을 감안하여 실업률은 3%, 4% 및 5%의 세 가지 경우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25%, 35%, 45%의 경우로 나누어서 재정추계를 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위한

대기간은 2주와 4주로 나누어서 추정하였다.
고용보험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고정안정사업에 연간 1,220억원, 능력개발사업에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에는 실업률 및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 실업률 4%, 비자발적 실업자비율 35%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용보험시행
제2차 연도의 2,860억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관리운영비는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직업안정망 등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640억원이 소요되고 매년
8)
관리운영비가 1992년 불변가격으로 3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과 관련된 재정수지 및 주요변수들의 추정결과를 보면 <표 8-3>과
같은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8-3>에 있는
주요변수들에 대한 전망과 재정수지 추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8-2] 및 [그림 8-3]과 같다.
<표 8-3> 및 [그림 8-2], [그림 8-3]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지출액은 제도시행 제2차 연도에는 2,680억원이나 점차 증가하여 10년후인 2005년에는 1992년
불변가격으로 7,350천억원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수도 1996년의 20만 9,000명에서
2005년에는 27만 4,00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의 수혜자를 연간으로
보면 1996년에는 16만 7,000명이고 이를 일정 시점에서 보면 2만 8,000명이 되나 2005년에 이르게
되면 각각 18만 5,000명과 5만 7,00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급여기간도
1996년의 2.04개월에서 2005년에는 4.15개월로 증가하게 된다.

2) 고용보험료 추정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요율의 추계결과가 <표 8-4>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면 실업률이 낮을수록, 피보험자 중 비자발적 실업자의 비율이 낮을수록, 대기간이 길수록
고용보험요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보험요율 중에
가장 낮은 것이 임금총액 기준으로 0.26%, 가장 높은 것이 1.00%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는 실업률 4%, 피보험자 중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35%, 대기기간 2주인바,
이 경우의 보험요율은 0.62%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업률과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대기기간을 2주로 할 경우와 4주로 할 경우를 비교하면 4주의 경우가
2주의 대기기간에 비해 고용보험요율이 최하 0.07%에서 최고 0.21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을 4주로 하는 것도 검토하여
봄직하다는 것

<표 8-3>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과 관련한 재정수지 및 주요변수 전망

[그림 8-2]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의 재정수지추이 전망

[그림 8-3]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과 관련한 주요변수 전망

을 반영하고 있다.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보험요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시행후 1년간은 피보험고용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최장 수급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제도시행 후 10년
이후부터 발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자발적 실업자비율은 1992년 11월 현재 16.5%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1989년 현재
41.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 8-4>의 보험요율은 제도시행 후 10년간의 보험요율
추계결과이며 10년 이후에는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변수의 추이는 부록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표 8-4>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대기기간, 실업률에 따른 실직근로자 생활

한편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74%로 추정되는바,
피보험자 중 실업자비율 4%,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35%를 기준으로 한 노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의
예를 보면 <표 8-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요율이 임금총액의 0.74%,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고용보험율이 0.62%로서
전체 고용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1.36%이다. 이를 앞서 설명한 노사간의 비용분담원칙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은 노사가 2분의
1씩 부담할 경우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은 임금총액의 0.31%, 사용자의 부담은 임금총액의
1.05%가 된다.
그러나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0.74%는 1993년도 사업내 직업훈련의무
비율(평균 0.673%)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직업훈련분담금을 고용보험료로
흡수․통합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할 경우 추가부담의 최소화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에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규모별 차등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5> 노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추정(예)

3. 經驗科率制度의 導入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노사담합에 의하여 실직사유를 허위기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사담합에 의한 실직사유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고용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실업발생률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장별 실업발생률과 고용보험요율을
연계시키는 것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비용부담과 보험사고발생률간의
연계로 사회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고용안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험요율제도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미국의 경우 가장
시행하기가 좋은 여건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가 비용분담을 하기 때문에 경험요율제도를
채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고용보험연구 기획단의
전반적인 의견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노사담합에 의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많고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상당수가 고용주는 근로자들을 자유로이 해직시킬 수 있다고
착각할수 도 있으므로 각 사업장별 실업발생률과 사용자 부담 고용보험요율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의 해고근로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고용보험요율을 차등화하되 고용보험제도 시행 후 3년간의
고용자료를 바탕으로 4년째부터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집약되었다.
주석1) Blaustein and Craig, 1977. pp98∼99
주석2) 위의 책, p.99.
주석3) 위의 책, p.99.
주석4) Robert J. Myers,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s." Social Security. (3rd ed.), 1985,
pp.820∼883.
주석5) 고용보험제도를 민간회사들이 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적합성에 대한 논의는
Rosen(1977)이나 Topel and Welch(1980)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다.
주석6) Blaustein and Craig. 앞의 책, pp.112∼115.
주석7) Blaustein and Craing, 앞의 책, p.113
주석8) 고용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내용은 주로 김일중,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 및
경제사회파급효과 분석』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근간)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第 2 節 關聯制度와의 關係 1)

1. 退職金制度와의 關係
가. 퇴직금제도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2)
퇴직자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하는 金錢給付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특징은 그 지급이 법적으로 강제될 뿐만 아니라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퇴직금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社會保障制度가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國民年金制度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雇傭保險制度가 1990년대 중반 시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의
기능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되며, 법정퇴직금제도의 존속여부 및 관련 사회보험제도와의 관계가
쟁점화되고 있다.
나. 퇴직금제도의 법적 성격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功勞補償說, 社會保障說, 賃金後佛說 등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공로보상설
功勞補償說은 주로 사용자측에서 주장했던 견해로서, 퇴직금을 사용자의 임의에 의한 溫情的
施惠의 급여로 파악하여 한 직장에 일정한 기간 근속한 공로의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로보상설에 따르면 퇴직금의 지급은 사용자의 任意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로보상설은 퇴직금제도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이 慣行에 의하여 퇴직금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일본에서 초창기에 주장된 견해로서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請求權性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의
법제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회보장설
社會保障說또는 生活保障說은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근로자의 재직중의 생활보장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퇴직후의 생활보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퇴직시에 일시불로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노령보험 등
社會保障制度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시행되고 있더라도 충분한
생활안정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후의 생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종래의 노동조합측에서 주로 주장되는 견해이다.
사회보장설은 근로자의 연령, 가족사항, 건강, 퇴직후의 생계를 위한 대책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퇴직금제도의 현실적인 산정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원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와 기업의 社會性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력의 일환으로
賃金後佛說로부터 분화되어 주장된 것이라고 하여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있어서 법적
3)
청구권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3) 임금후불설
이 설은 노동조합측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견해이며 학계의 多數說로서,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부분이 축적되어 그 재원이 된 것이고 다만 그 지급방식에 있어 一般賃金과
달리 근로계약 종료시에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설에 따르면 퇴직금도
본질적으로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 관리성의 인정에 있어서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정도에 있어
일반임금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4) 그러므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도 임금후불설을 취하는데 大法院은 일찍이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법상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 성격을 띤 것"(大判, 1969. 12. 30, 67나1597)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 보아서 본질적으로 후불임금적인 성질을 갖는다."(大判, 1975. 7. 22,
74다1840),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불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불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다."(大判, 1973. 10. 10,
73다278)라고 판시하여, 일관되게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퇴직금제도의 기능
퇴직금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분류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박성수(1985)는
퇴직금의 기능으로서 인사관리기능,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능, 생활보장기능, 금융 및
자본축적기능 등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다.5)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經營管理的 機能과
所得保障的 機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경영관리적 기능
퇴직금은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노사관계안정기능, 인사관리기능, 자본축적기능 등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가고 있는 현재에도 퇴직금제도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임금․근로조건 등과 함께 노사관계 안정과
인사․노무관리의 중요부분으로 인식하여 퇴직금제도의 합리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대한
불만을 없애고 노사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퇴직금을 통한 장기근속의 장려와 근로자의 기업에의 定着性을
높이고 노령근로자의 정년퇴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종업원의
연령계층별 구성을 적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인사관리를 합리화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2) 소득보장적 기능
퇴직금의 소득보장적 기능에는 老後所得保障機能과 失業保險機能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예기치 않은 실업에 직면하게 되면 생활의
궁핍을 가져오게 된다.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퇴직금제도는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실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년퇴직 이후에는 退職一時金을
바탕으로 노후생활의 설계를 하게 되므로 老後生活安定機能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퇴직금제도의 소득보장적 기능은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그 기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老齡年金의 본질적인 受惠는 2008년부터 가능하고 고용보험제도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의 소득보장적 기능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소득보장적 기능은 노후소득보장기능보다는 실업보험적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령별 퇴직금 지급인원의
89.3%가 40세 미만이고, 60세 이상은 0.1%에 지나지 않는 현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퇴직금의
기능이 주로 실업보험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6)
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는 失業給與的 機能을 가지고 있고, 정년퇴직자에게는
老齡年金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선진국에 비하여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실업급부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퇴직금의 노령연금적인 성격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임금총액의 8.3%에 해당하나 퇴직금 중
3%는 노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갹출료로 전환하되 1993∼1997년 사이에는 2%만 전환하고
1998년 이후부터는 3%까지 전환하도록 한 先例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퇴직금과 고용보험제도간의 조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① 법정퇴직금제도는
현행대로 두고 상호 연계없이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案(제1안), ② 법정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퇴직금전환금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를 고용보험
갹출료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案(제2안), ③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여 노사 자율에
의해 私的退職給與 또는 기업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案(제3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안 : 우리나라의 學說과 判例가 賃金後拂說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이 노령연금적
성격과 실업급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법정퇴직금의
일부를 고용보험 갹출료로 전환하거나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인
減俸이고 기득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부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직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퇴직자는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옮기고 있는데 이들은 실업급부의 혜택을 받었으므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되는 법정퇴직금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는 실업급부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기득권은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소득보장만 받으려고 한다면 사용자측의 반발이 클 것이며, 公的所得保障制度의 도입에 따른
私的所得保障制度의 자율적인 발전의 유도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2안 : 법적 강제성을 가진 퇴직일시금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양제도가 모두
실시될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임의제도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법적 강제성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법정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갹출료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법정퇴직금으로 적립하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연금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안 :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퇴직일시금제도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全無하던 시대에 도입된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에 이어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퇴직금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등에 근거하여 기업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공적보험제도를
보완하여 三層保障論의 理想과 같이 국가․기업․근로자 개인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기준법 외에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明文化되어
있는 기업이 약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朴英凡, 1992) 퇴직금지급에 관한 법적
강제성이 소멸되더라도 현재의 강화된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금제도는 강제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계속 존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1안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피용자의 16%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제도가 폐지되면 퇴직금제도를 임의로 계속 존속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불안은 크게 감소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부의 지급요건이 엄격할 경우 많은 실업자가 실업급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수급이 확실히 보장되는
법정퇴직금의 소멸에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법에서 퇴직금전환금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법정퇴직금제도를 전제로 그 일부를
국민연금 갹출료로 전환하는 것인데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노사간의

국민연금 갹출료의 조정도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제1안은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가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됨으로써 公的保險과
私的保險의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제2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표준보수월액의 3%(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2%)를 국민연금 갹출료로 전환한 선례가 있으므로(국민연금법
제75조)고용보험제도 도입과 동시에 퇴직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퇴직금은 실업급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금전환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추가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제도도입 자체에 기부감이 강한데, 고용보험제도라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give-and-take 방식은 노사의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켜
주어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사용자측의 거부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논리도
제2안의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退職事由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데 반하여
고용보험에서는 非自發的 失業者에게는 실업급부가 지급되지 않는 등 퇴직근로자의 상당부분은
실업급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반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되어야 지급되는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전환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상과 같이 위의 세 가지 안은 각기 나름대로의 論擧가 있으나 所得保障制度에 대한 3단계론의
입장에서 퇴직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강제적 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제3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2008년부터이고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퇴직근로자의
일부만이 실업급부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제3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강화된 노동운동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퇴직금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많지만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도 退職金 滯佛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임의제도로의 전환은 곧 퇴직금제도의 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임의제도하에서도 퇴직금이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면 사용자측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비용부담에 거부감을 보일 것이다.
또한 제1안과 같이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퇴직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 정립될
경우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고 외국의 예로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제3안의 방향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제2안과 같은 折衷案을 채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제2안을 채택할 경우에도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노사안의 고용보험료 부담문제, 기존의 퇴직금에 대한 평가문제 등 세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993년부터 퇴직금의 일부가
국민연금 갹출료로 전환되므로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제도
도입시에는 이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3안을 채택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금지급 보장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와 같은 制度的
補完裝置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의견도 장기적으로는 제3안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제2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 職業訓練分擔金制度와의 關係
우리나라의 현행 사업내직업훈련은 15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직업훈련 의무업체가 직업훈련 의무비용만큼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훈련 의무비용과 실제 직업훈련에 지출된 금액과의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의무제도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간주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의적인 훈련으로 정착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
사업내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기업실정에 맞는 직업훈련이 정착될 수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은 지금까지와 같이
의무훈련제도에 이끌려 타율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타성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기술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다.
이미 능력개발사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할 경우 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내직업훈련과 고용보험의 연계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행 사업내직업훈련제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직업훈련 의무제도와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및 직업훈련 촉진기금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고용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로 관련법규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①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자발적인 훈련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안(제1안) ②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관계없이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제2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안 :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훈련 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1안은 기업이 아직까지 직업훈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유인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풍토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업훈련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 생산직
인력의 부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직업훈련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중수기업으로부터 인력을 스카웃하려는 풍토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고용보험료에 직업훈련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직업훈련에 관련된 부분을 반납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유리하도록 유인제도를 두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비추어볼 때도 합리적일
것이다.
제2안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관계없이 현행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를 고수하자는 제1안은
그동안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가 기업실정에 맞는 직업훈련제도의 정착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기업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였으므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안 중에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는 제1안을 지지하였다. 즉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현행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전면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자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유인체계로 전환하여야 사업내직업훈련이 기업실정에 맞게 훈련이 실시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따라서
제1안을 따르게 될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고용보험료로
흡수․통합되게 되며 현재의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비용 상당액이 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로 부과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내직업훈련을 일시에 자율화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자율화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견해였다.

3. 解雇豫告手當과의 關係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쳐서 해고를 하여야 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의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金錢的 補償 또는 損害賠償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생활의 곤궁과 실업의
위험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해 준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해고권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30일간의 해고 예고기간을 두거나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완전히 사용자의 편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급되는 해고에 상당한 보상적 성격의 一時金이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또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위험을 담보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중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업을 대비하여 醵出했던 保險基金으로부터 실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권을 행사한 결과 근로자의
생활이 궁핍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 수당의 同時受給문제에 대해서는 肯定說과 否定說이
대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肯定說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중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법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는
실업급여와의 重複受給으로 인한 선택적 수급이나 어느 한 규정의 수정의 차원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동안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否定說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생활의 궁핍을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二重給付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동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관계에 대한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州에서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의 이중적인 수급을 금지하고 있다. 즉 32개 주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실직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이 상실되고 12개 주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기간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상당수의 주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전직장에서의
8)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캐나다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기간동안은 실업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실업보험법에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정의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이중수급을 금지하고 있다.9)
일본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별개로 취급하여 고용보험법상에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없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어떠한 입장을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다수 국가가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동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고 해고예고수당이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의 궁핍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실업급여의 목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적인

수급은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의 지급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 후 적어도 1개월 동안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합할 경우
실업발생 전의 임금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실업급여 지급의 근본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법을 제정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동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하여 해고예고수당만을 받게 하고 해고예고수당의 수급이 종료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의견이다.

4. 休業手當制度와의 關係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休業手當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어 노무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실직근로자에게 지급할 구직활동수당 또는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근로계약중에 갹출한 보험료로부터 받는 일종의 保險給與이므로 양자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휴업수당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가 없다.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시해고(lay-off)는 근로계약관계가 일단 단절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휴업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일시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일단 종료된 후 경기가 회복되면 해고시킨 기업에서 재취업을 시켜 주게 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원래의 기업에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일시해고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시해고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실업자로
휴업수당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실업상태가 아닌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업급부여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휴업수당간에는 二重受給問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의 지급이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고용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도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으로 경기변동 또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때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보다는 일시휴업하도록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일시휴업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일부분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휴업수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의견은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휴업하는 경우 고용
고용보험 재정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소수 의견으로는 불가피한
일시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표명되기도 하였다. 고용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수의견이 반영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휴업수당의 일부분을
고용보험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일시휴업에 따른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高齡者雇傭促進制度와 雇傭保險制度와의 關係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자주적인 복지를 도모하고 산업사회의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강습 또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고령자에 대한 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00년대에는 고령자의 고용촉진문제가 고용정책에 있어서 주요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자 고용실태는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사용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 의무도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고령자 강습, 훈련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8조), 고령자의 취업알선기능 강화(제9조), 정년연장(제19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제21조)등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재원에 의하여 상당부분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자고용에 대한
유인제도가 없이는 고령자 고용촉진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내에 포함하고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재정에서 실시하게 되면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상호연계하에 운영되게 될 것이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고령자 고용촉진의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6. 障碍人雇傭促進制度와 雇傭保險制度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고용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 및 공개채용 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총수의 2%(기준고용률)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수에
비례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의 유지․확대를 위한여 직종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을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중에 대해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된다.
1991년도분의 경우 장애인고용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월 6만원이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인당 월 3만원으로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지급기간의 제한이 없이 매년 지급된다는 점에서 1년 동안만 지급되는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과 구별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은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되어 공요보험재원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애인공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이 비록 낮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조성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유인제도의 근거만을 마련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당분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되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재정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주석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제도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柳吉相,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한 관련제도와의 관계 연구』.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을 요약하였다.
주석2) 金亨培, 『勤勞基準法』, 박영사, 1989, 213쪽.
주석3) 李喆源 『退職金制度에 관한 硏究』, 『勞動法의 諸問題』 住山 金致善 博士 華甲 論文集
1983. 241~243쪽.
주석4) 金亨培, 『勤勞基準法』, 박영사, 1990, 214쪽 : 金致善․金裕盛, 『勞動法』, 방송통신대
출판부, 1987.
주석5) 박성수, 「한국기업 퇴직금의 연금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11∼13쪽.
주석6) 韓國人口保險硏究院, 『法定退職金制度의 改善을 위한 基礎硏究』, 1989. 12, 90∼97쪽.
주석7) 김수곤, 『전환기의 인력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2, 4, 박래영, 「산업인력양성의
전망과 과제」, 『산업인력관리 정책방향 모색』, 산업인력연구소, 1991. 10, 47∼57쪽.
주석8) 朴英凡, 『美國의 失業保險制度』,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109쪽.
주석9) Saul J. Blaustein and Isbel Craig, An International Review of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s.
The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January 1977, p.53.

第 9章

雇傭保險制度 管理運營機構

第 1節 雇傭保險制度 管理運營機構의 類型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관리운영기구는 각국의 조직문화와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일반정책수립 및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부의 노동관련 부처 또는 사회보험담당 부처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지만 취업알선,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사업의 집행기관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의 유형을 대별하면 ① 정부의 일반행정조직이 직접 관장하는 국가(예 :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에이레 등), ② 정부의 일반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노․사․정의 자치운영을 특징으로 한 공법인체로서의 특수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국가(예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등), ③ 노․사 자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관장하는 국가(예 : 프랑스), ④ 고용정책과 관련된 직업소개, 직업상담,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을 일반 정부조직에서 담당하나 실업급여의 지급은 노동조합의
실업보험기금에서 관장하는 국가(예 : 스웨덴, 덴마크, 필란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볼 때 노동조합 중심의 자발적인 실업기급에 기원을 둔
것으로서, 아직도 노동조헙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의 전통이 남아 있는 스웨덴, 덴마크,
필란드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보험기금에서 담당하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유형은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이 국가의 고용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실시국가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서, 정부의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고용보험 관리운영에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상기 유형 ①과 ②의 예

<표 9-1> 주요국의 고용보험 관리운영 기구

에서 보듯이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관장하거나 특수정부조직으로서 고용보험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의 합의체기구에서 자치적으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집행은 정부조직에서 담당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第 2節 日本의 雇傭保險制度 管理運營機構
일본에 있어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은 노동성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는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에 따라 노동성 내에서도 그 담당부서가 다르다.
노동성 직업안정국 고용보험과는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고용보험
특별회계의 관리,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관리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의
都道府縣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다. 지방행정기관이 각 都道府縣에 고용보험과(東京都에는
雇傭保險部)와 직업안정과(東京都는 직업안정부)를 설치하여 관할구역 내의 공공직업안정소에
대한 업무지도, 공공직업안정소 상호간의 연락 및 업무조정,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예산경리 등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에 있어서 고용보험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인
노동성에서 기본정책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중간조직인 都道府縣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일선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公共職業安定所는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 및 보험자의 관리, 실업급여 신청의 접수․심사 및
급여의 지급,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 소위 3事業과 관련한 각종
장려금․조성금의 지급 결정,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소개 등 고용보험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소는 고용보험업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都道府縣知事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공직업안정소의 관할구역이 넓은 곳에는 출장소와 分室을
두기도 한다. 1992년 6월 현재 공공직업안정소는 478개소, 同 출장소 및 분실은 각각 115개소,
26개소가 있다.
공공직업안정소의 조직을 보면 所長과 次長 아래 서무과, 고용보험적용과, 고용보험급부과,
지역실정에 따라 1∼14개 부문의 직업소개부문, 그리고 노동과가 있으며 專門官으로서
고용지도관, 산업고용정보관, 외국인노동자전문관, 노동보험적용지도관, 고용보험급부조사관
등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다.
1992년 6월 현재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 및 同 출장소와 분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수는
12,774명으로서 직업안정소 1개소당(출장소 및 분실은 소속 직업안정소에 포함) 약 27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12,774명의 공공직업안정소 직원을 담당업무 분야별로 보면 서무관리업무에 약
2,900명, 고용보험적용 및 급여 업무에 약 3,200명, 직업소개업무에 약 3,300명, 求人部門의 업무에
약 1,700명, 고용보험 3사업 및 기타업무에 약 1,600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고용보험사업 중 실업급여의 지급, 고용안정사업의 추진, 취업알선,
직업훈련 소개 및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직업안정 행정은 사업의 본질상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해야 할 사업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고용보험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인 都道府縣을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기구에 포함시키면서도
직업안정행정을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都道府縣에서도 직업안정 및 공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모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都道府縣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원도 전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사업을 집행하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함으로써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는 달리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판단된다.
한편 고용보험사업 중 직업훈련의 실시는 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에서 기본정책을 담당하고
훈련의 실시는 고용촉진사업단 및 都道府縣의 훈련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사업의 추진은 기본정책은 노정국
근로자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설

[그림 9-1]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

치․운영은 고용촉진사업단과 都道府縣 및 市町村 등을 통하여 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개발사업과 고용복지사업과 관련한 각종 장려금 및 급부금의 지급과 관련한 업무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통계의 처리와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센터
업무실이 노동성 직업안정국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고용보험부회가 중앙직업 안정심의회내에 설치되어 있고,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사기구로서 중앙과 지방에 각각 고용보험심사회와
고용보험심사관이 있는바, 이상과 같은 일본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의 개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9-1]과 같다.

第 3節 獨逸의 雇傭保險制度 管理運營機構
독일에 있어서의 고용보험업무는 聯邦雇傭廳에서 관장한다. 연방고용청은 정부의
일반행정조직과는 달리 노․사․정 대표에 의한 자치운영(self-governing)을 특징으로 하는
연방정부 직속의 公法上의 團體로서 일반적인 국가행정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분야에 속하는 기관이다. 연방고용청은 뉘른베르크(Nurnberg)에 소재하고 있는 본부와
11개 地方雇傭廳 및 184개 地域雇傭事務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聯邦勞動社會省 장관의

업무감독을 받고 있다.
연방고용청 본부는 전국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이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시달하고 업무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고용촉진법에 따라 연방고용청은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훈련촉진,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 촉진급여의 지급, 직장창출 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과 직업 및 노동시장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무까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고용청 본부에서 노․사․정 대표 각 17명씩으로 구성된 입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평가의회와 노․사․정 대표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자치운영 기구로 설치되어 있다.
행정평의회는 연방고용청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연방고용청의 법령을 의결하며 연방고용청
예산을 승인한다. 또한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범위, 실업급여의 수준 및 여건, 급여절차 등
기본원칙도 행정평의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이사회는 연방고용청의 총재가 담당하는 일상적인
행정업무 이외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방고용청의 집행기구로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연방고용청 본부 및 지방고용청의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연방고용청 공무원에 대하여
연방고용청 총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연방고용청의 행정과 자산관리의 최고
책임기관이다.
자치운영기구로서 행정평의회와 이사회를 제외한 연방고용청 본부의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서는 총재, 부총재 및 6개局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가 系線組織으로
있고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14개의 특별사무소가 있다.
연방고용청 총재와 부총재는 연방정부의 제청과 행정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은 중대사유가 없는 한 행정평의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행정평의회는
연방고용청 총재와 부총재의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고용청 총재는 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대내외적으로 연방고용청을 대표하며 연방노동사회성장관의 업무감독을 받는다.
연방고용청 총재와 부총재의 임기는 8년이며 4년의 연임이 가능하다.
연방고용청 본부에는 총재와 부총재 보좌기구로서 ① 노동시장정책 및 취업촉진국, ②
직업교육훈련 및 통계국, ③ 급여국, ④ 재정관리국, ⑤ 인사국, ⑥ 행정관리 및 홍보국 ⑦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등이 있다. 노동시장정책 및 취업촉진국에서는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훈련의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통계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노동 시장 및 직업과 관련한 각종 통계를 수집․생산하며,
통계자료은행(Statistical Data Bank : STADA)을 두어 분석․처리하고 있다. 급여국에서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업무를 담당하며 재정관리국에서는 연방고용청의 예산 및 자산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인사국은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그리고 행정관리 및 홍보국은
연방고용청 조직의 합리적 관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홍보를 맡고 있다.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는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이다.
연방고용청본부에는 系線組織로서 총재 및 부총재를 비롯하여 6개국으로 구성된 집행기구와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연구소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계선기구 외에 立法府의 기능을 하는
行政評議會(Verwaltungsrat)와 행정부의 기능을 하는 이사회가 노․사․정 대표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적인 운영을 통해 총재에 대한 견재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고용청 본부에는
10개의 행정학교를 포함한 14개의 특별사무소가 있어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직업소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방고용청과 지역고용사무소에는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운영조직의
개요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9-2]와 같다.
연방고용청 산하에는 11개소의 지방고용청이 있는데, 지방고용청은 노․사․정 대표 각 3분의
1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고용사무소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고용청은 일반적으로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직업알선과 직업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취업알선국, 근로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직업교육훈련국,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의 요건에 대한 심사 및
급여지급업무를 담당하는 給與局, 지방고용청의 조직관리․인사․건물관리 등을 담당하는
管理局이 그것이다.
각 지방고용청 산하에는 다시 소규모 지역단위로 다수의 지역고용사무소(Local Employment

Office)가 있다. 지역고용사무소에는 자치운영기구로서 노․사․정 대표 각 3∼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역고용사무소의 업무방향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1993년 7월 현재 184개소의 지역고용사무소가 있는바, 과거 서독지역에 146개소, 동독지역에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고용사무소는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1993년 7월 현재
184개소의 지역고용사무소가 있는바, 과거 서독지역에 146개소, 동독지역에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고용사무소는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1993년 7월 현재 647개의 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고용사무소에는 지방고용청의 조직에 상응하는 課단위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다.
연방고용청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자치적인 운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직원의 신분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상위직직원과 민간인 신분을 가진
직원 및 임시직 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그림 9-2]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의 기본구조(1993. 7. 현재)

고용청 직원 9만 3,000여명 중 공무원이 3분의 1이고, 민간인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고용청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인인가에 따라 채용시의 조건과 지위가 다른 것이 특징인데,
민간인으로 채용된 후 충분한 전문지식을 쌓으면 연방인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연방고용청의 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으로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 독일은 고용보험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규채용 직원은

1∼3년간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에 배치하고 있다.
第 4節 우리나라 雇傭保險 行政機構의 設置方案

1. 基本方向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급여에 중점을 둔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구인․구직자의 취업지도, 직업상담, 취업알선기능은 물론 재직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유기적인 연계하에
추진함으로써 인력의 양성․배분․활용․보존의 제기능이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사업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의 행정기구와는 달리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조직에는 고용보험제도 운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정
대표의 의견의 합리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노․사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행정조직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여건은 물론 다른 행정 및
유사조직과의 연계 등 조직 환경을 도외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행정조직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조직문화와 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되 고용보험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업안정전산망을 구축하여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노동시장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맞는
보험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므로 노동시장정보의 분석 및 고용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고용보험 행정조직내에 설치하거나 기존의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雇傭保險 政策樹立 및 監督機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령제정 등 기본정책의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고용보험 정책수립 및 감독업무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되 노․사․정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노동부 내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의
기본정책을 심의하며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및 공익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3. 雇傭保險 執行機關
고용보험사업의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표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안으로 압축할
수 있다.
- 제1안 : 중앙정부형으로서 노동부에서 사업집행까지 직접 담당
- 제2안 : 지방정부형으로서 시․도 지사 소속하에 직업안장소 설치
- 제3안 : 노․사․정 합의체 형태의 인력공단을 설치
- 제4안 : 고용보험관리공단을 설치
- 제5안 : 노동부 외청으로 고용청 설치
이상 다섯 가지 안은 <표 9-2>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는바, 어떠한 유형의
고용보험 집행기관을 선택할 것인가는 고용보험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봉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도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의견은 제1안과 제3안으로 압축되었다.
제1안의 논거로서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순수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다른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경제의 효율성
제고, 고용구조의 개선, 취업기회의 확대 및 직업훈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업이
고용보험제도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을 필요로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신속․정확하게 파급될 수 있는 조직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업무에는 부정한 실업급여의 신청, 각종 신고내용의 허위기재에 의한 부정수급 등
제도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도감독 등 규제적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국각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구에서 이를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업무를 포함한
직업안정조직의 일반감독 및 집행업무를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인력정책은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제3안의 논거로서는, 고용보험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봉사성이 요구되므로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는 전문기관의 전문직원이 담당해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력공단을 설치하여 직업훈련기관 및 기능검정기관이 인력공단 내에 포함됨으로써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및 기능 검정업무와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유휴교사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과 같은 업무를 정부가 집접 관장하게 되면
실업급여업무와 관련한 부정이 있을 경우 정부의 도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

<표 9-2> 고용보험 행정기구의 대안별 검토

으므로 정부는 고용보험정책에 대한 기획과 감독업무만 담당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은 독일의
연방고용청과 같은 전문기관인 인력공단을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상기 제1안과 제3안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벌였으나 의견이 양분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만 제3안의 경우에도 그 기관은 우리나라 기존의 公團組織과 같은
정부의 관여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 독일의 연방고용청과 같은 사실상 정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기관이 되어야 하며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이 크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문화풍토를 감안할 때 人力公團은 결국 기존의 공단과 같은
전문성의 확보도 이루지 못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도 이루지 못한 채 비능률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제3안보다는
제1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제1안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논거였다.

4. 公共職業安定機關의 設置
고용보험제도는 사업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며 빈번하게 근로자 및 사업주들과의
접촉․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고용보험사업의 실질적인 일선집행기관은 직업안정소가 맡게
된다. ILO 제88호 협약인 「직업안정사업의 조직에 관한 협약」은 국가는 무료의
공공직업안정조직을 유지하거나 그 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직업안정조직은 국가기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업담당기관의 전국적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조직의 직원은 신분의 안정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ILO협약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업무,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의 지원,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업무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직업안정기관도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대폭적인 확충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에는 <표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기관으로서 중앙직업안정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지방노

<표 9-3>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 현황

동청과 39개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 그리고 6개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포함하여
노동부 산하에 총 52개소의 직업안정기관이 있다. 또한 시․도 산하에는 전국 278개
시․군․구에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도 부녀복지관 등 16개 공공직업소개기관이
있다. 그러나 국․공립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이 극히 취약하여 사설직업안내소가 1,100여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직업안정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2개 지방노동관서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안정요원의 정원은 327명으로서 1개소당 평균 6.6명에 지나지 않으며, 직업전산망도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각종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수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표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안정요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서 독일이 316명,
스웨덴이 444명, 일본이 4,936명인 데 비하여 우리는 무려 56,535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직업
안정기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급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직업안정소는 주민, 근로자수 및 경제권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안정기관 상호간에는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으로 연결하여 전국적인 고용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구인자나 구직자 및
직업선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표 9-4>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국제비교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소가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실시가 필수적이다. 즉 노동시장, 노동관계법,
노동경제, 직업소개, 노동통계, 고용보험업무, 카운셀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직업안정 및 취업알선업무에 대한 전문가를 어느 정도 양성․확보하느냐가 고용보험제도뿐만
아니라 향후의 미시적인 고용정책사업 시행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전문직업안정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는 3년간, 스웨덴에서는 1년간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勞動市場 및 職業에관한 專門硏究의 實施
고용보험제도 경제여건 및 노동상황 변화에 신속한 적응하지 않으면 보험재정의 안정을 확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내에 전문적인 연구부서를 두거나 별도의
정부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전문연구는 일선 공공직업안정소에서 구체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그리고 고용보험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점과 현재 및 미래의 노동상황의 분석과 예측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독일의 고용촉진법 제3조, 제6조 등에서는 연방고용청은 노동시장이나 직업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의 수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고용보험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까지 관장할 경우에는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내에
고용보험연구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인력공단을 설치하여
고용보험사업을 관장하게 할 경우에는 인력공단내에 독일의 연방고용청 내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와 같은 고용보험전문연구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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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당초 의도한 대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비는
마음으로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사․정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제7차 5개년계획에서도 천명된 바가 있고, 1993년 4월
1일의 노․사 합의에서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노․사가 공동으로 건의하였으며, 新經濟
5개년계획에서도 고용보험제도의 1995년의 시행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될 것은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바,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적 성격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고용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업의 장기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하고 대신 직업훈련을 지원․촉진하는 데는
과감한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단순히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내부적 고용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고용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이 긴요하다 하겠다.

먼저 정부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안정기능을 확충하고 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실제 고용보험사업을 집행할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능과 고용정보체계의 합리화 없이 체계적인 취업알선이나
직업지도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아무리 직업정보체계가 합리화되어 있다 할지라다도 직접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직업지도를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자세와 전문지식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의 판단이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도 수준 높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원이
고용보험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노동시장상황,
노동관련법규, 각종 직업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상담 및
직업지도능력,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1년, 독일에서는 3년씩의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한
다음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안정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공직업안정소에 배치할 직원에 대한 충분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고용보험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공공직업안정기능과 직업정보전상망을 대폭 확충하여 전국의 모든 구인․구직자에
관한 정보가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제공될 수 있는 고용정보전산망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의 확충과 더불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특수 직업정보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공공직업안정소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각종 자료를 컴퓨터, 슬라이드, 비디오, 서적 및 자료 등으로 만들어
공공직업안정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연구는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되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의 성장단계에 따라 옷을 규격이 달라지듯이 모든 사회제도도 그 나라의 경제사회발전단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경제수준에 부담이 되는 過福社的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운영능력을
초과한 적용대상이라든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정도의 과도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과도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실업기간을 장기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겪었던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과거의 고도성장단계에서 중성장단계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합리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을 전직훈련을 통하여 실업상태에 빠지지 않고 다른 부문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서
이같은 정신은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기업
스스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고용조정을 하려는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기업 스스로 직업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성실히 하는
기업은 고용보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고용보험료만
부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취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해고를 자유스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해고는 허용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알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지만
가능한 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조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시키기에 앞서 제1차적으로는 고용보험재정 지원을 받아 잉여노동력을
전직훈련시켜 다른 부문에 배치․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 스스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연구 기획단에서는 각 사업장별 실업발생률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경험률제도를 채택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근로자들의 이직사유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직이 되도록 근로자들은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풍토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정에 의한 해고인 것처럼 노․사가 담합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노․사가 담합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보고할 경우에는 실직적인
자발적 실업자를 量産하여 이들이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지급받음으로써 성실히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실업상태에 빠지는 다수의 근로자들과의 비용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이직사유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실업급여의
수급이 상습적이거나 실직기간이 지나치게 긴 근로자의 채용은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구직활동을 게을리하면 장기적으로 실업자 스스로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어야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실직기간의 장기화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구인․구직정보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구인․구직자가
공공직업안정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공공직업안정소에 통보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공공직업안정소에 가면 전국의 모든 구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구인자 입장에서도 공공 직업안정소를 통해 구직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채용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구직자도 구직활동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을 통한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와 인력수급의 원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력 또한 긴요하다. 일부
근로자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놀면서도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성실한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실업발생전 임금의 일정비율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실업자나 적극적인 구직활동노력을 하지 않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고용정보전산망에 의하여 기록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를 의심받게 되어 그만큼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고용보험제도에 안주하여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고용보험체도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올바른
자세는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하여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받고 상담을
함으로써 자지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장에 취업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많은 근로자들이 취업할 직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취업한 다음 수시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기업도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다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받아 취업하여 직장에 대한 정착성이 높아진다면 기업도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임금인상여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노․사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이 그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를
잡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제도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신속․정확한 노동통계의 생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時宜性 있는 고용정책의 추진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며, 고용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lizer)로서의 기능은 급격한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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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재정추계에 관련된 모수 및 변수들의 정의

<부표 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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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準據 및 給與期間)

중요한 변수들

<부표 3> 고용보험재정 추계를 위한 경우의 수

<부표 4> 케이스별 생활안정사업의 주요 재정변수 추이
<Case 1. a․b․c r=0.2617

Case 10. ⓐ․ⓑ․ⓒ τ=0.6160

Case 11. ⓐ․(b)․c τ=0.6245

Case 12. ⓐ․(b)․ⓒ τ=0.7899

Case 13. (a)․b․c τ=0.4404

Case 14. (a)․b․ⓒ τ=0.5564

Case 15. (a)․ⓑ․c τ=0.6137

Case 16. (a)․ⓑ․ⓒ τ=0.7762

Case 17. (a)․(b)․ⓒ τ=0.7870

Case 18. (a)․(b)․ⓒ τ=0.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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