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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직 인력의 求人難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계 고학력자의 求職難이 병존하는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90년대에는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마찰적 실업의 증가와 인력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職業安定機能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러를 넘어서면서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社會保障制度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안정기능의 강화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雇傭保險制度인바,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雇傭保險制度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직업안정제도의 확충과 직업훈련의 촉진이라는
적극적 고용정책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제도 등 관련제도와의 조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관련제도와의 조정은 관계기관 및
노사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용보험제도와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바,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模型開發과 고용보험법 制定에 많은 시사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실업구조, 노사관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제도운영이 방만할 경우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실업이 장기화되는 소위 '先進國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시행후 修正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는 도입단계에서의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바,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雇傭保險硏究企劃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韓國技術敎育大學의 財政支援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의 柳吉相 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저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나라와 외국의 직업훈련제도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의 鄭澤水 교수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료정리를 담당한 趙文姬 연구조원, R.A. 李賢珠․洪美淑 孃 및 尹汐 君과
편집 및 교정을 담당한 朴贊暎 출판팀장을 비롯한 鄭澈 및 郭惠鏡 양에게도 수고에 대한 치하를
빠뜨릴 수 없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수록된 내용은 모두 著者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1993年 10月
雇傭保險硏究企劃團
團長 金大模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意義와 目的
1)
정부는 1995년중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雇傭保險制度란 失業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保險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失業給與(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을 補塡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불균형 시정,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社會保險制度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노동조합이 失業基金을 조성하여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 중심의 任意的인 실업급여제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노동조합의 실업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의 1911년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被傭者를 강제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强制的 失業保險制度를 실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자 많은 국가에서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실업보험제도를 국가의 社會保險制度의 일환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대량실업이 해소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摩擦的 失業 및 構造的 失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 대한
재훈련․전직훈련의 강화와 재취업의 촉진 등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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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독일, 일본, 스웨덴은 전통적인
실업급여에 충실하면서도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여타 국가도 이들 국가의 성공적인 경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직자에 대하여 失業給與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는 失業保險(un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초까지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純粹失業保險制度는 우리 실정에
부적합하고 실업보험제도를 직업훈련제도와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포함한 雇傭安定制度와
연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본에서도 과거의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업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데 반하여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직업상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雇傭調整支援 등의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구분하여 실업보험은 전통적인 실업급여 중심의 제도로
이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의 사업내용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사업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에서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제도(unemployment insurance system)를 도입했던 상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職業安定機能의 미비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적재적소 취업(job match)의 미흡으로 인한 잦은 이직 및 직업능력개발체계의 미흡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함은 물론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정책(active manpower policy)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고용 및 직업훈련정책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職業安定機能과 실직자에 대한 轉職訓練의 강화가 수반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직업훈련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는 물론
직업훈련 분담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구직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수당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휴업수당제도, 해고예고제도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관련제도와의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바, 본 연구는 고용보험 실시에 대비하여 관련제도와의 합리적인 연계 및 조정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成功的인 軟着陸(soft landing)을 도모하고 관련제도와의 연계하에
고용관련 諸制度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석 1) 대한민국정부, 『新經濟 5個年計劃(1993∼97)』,1993, 129쪽.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우리나라에 도입될 고용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속단할 수 없으나 정부의 의뢰를 받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모형을 연구한 한국노동연구원 雇傭保險硏究企劃團에서는, 고용정보
제공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정사업, 직업훈련 등의 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활동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한 실직자 生活安定事業을 근간으로
1)
하는 우리나라 고용보험 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직자 생활안정사업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일부
사업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킬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실직자 생활안정사업의 신규도입이 기존의 근로자보호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휴업수당제도, 해고예고제도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업급여와의 합리적인
관계설정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의 관계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자고용촉진제도,
산업구조조정기금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및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 관계에서는 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 실업자 직업훈련제도
등과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며 기타 국민연금제도 등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와 각종 기금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분석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소 달라지게 될 것이다.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조정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여타 제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제도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조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석 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연구(종합편)』, 1993. 10.

第2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基本構想
第1節 雇傭保險制度의 導入 必要性
우리나라의 雇傭保險制度는 단순히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의 목적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雇傭調整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하여 인력수급이 市場機能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직업훈련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47년에 제정된 失業保險法 제1조에서 실업보험의 목적을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1974년에 제정된 雇傭保險法 제1조에서는 고용보험의 목적을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취직을 촉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및 고용기회의 증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1947년에 도입된 일본의 실업보험제도가 消極的 雇傭政策
차원의 것이었다면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積極的인 雇傭政策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중심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에는 다소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적극적인 고용정책 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 및 실업급여제도를 상호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는 독일 및 일본 등의
고용보험제도는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있어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失業給與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을 실업급여와 상호연계시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 또는 필요성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雇傭調整의 圓滑化와 經濟의 效率性 提高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정을 지속하여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 浮上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기업가의 왕성한
투자의욕,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의 모든 잠재력을 경제성장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고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고도성장에서 安定成長으로 經濟運用基調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개방화․자동화․省力化․정보화의 진전과 1987년 이후의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산업구조조정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또다른
업종에서는 잉여노동력의 정리문제가 대두되는 등 고용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의 構造的 失業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
측면에서는 업종전화 및 고용규모의 조정 등으로 기업내부 측면에서의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근로자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轉職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轉職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잉여인력의 고용조정을 원활히
하고 轉職訓練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職業安定機能의 活性化와 人力需給의 圓滑化
우리나라는 그동안 勞動市場의 속성을 무시한 채 기계적인 인력수급전망에 입각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人力需要는 상품수요로부터 도출된 2차적 수요(derived
demand)이기 때문에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기술변화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속성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의 정원정책을 펴옴으로써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1) 우리나라의 職業安定機關은 1993년 현재 지방노동관서
51개소를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의 취업알선창구가 있으나, 지방노동관서는 절대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직업상담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종합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를 통한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는 1991년 11월부터 개설되어 있으나
2)
대부분의 경우 전담직원의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의 운영실태는 전국적인 노동시장을 연계한 체계적인
직업안정기관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어 직업안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직업안정제도의 확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직업안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노동시장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labor market
flexibility)을 강화하게 되면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은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Jovanovic-Moffitt(1990)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실업보험제도에 의한 직업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미국에 있어서 GNP를 6~9%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3)
3. 職業訓鍊의 活性化와 競爭力 强化
우리나라의 상용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職業訓鍊分擔金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훈련의무제도는 경직화된 훈련정책을 초래하여 기업은 형식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기업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게 한다는 사업내직업훈련의 기본취지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직업훈련의 문제점이 露呈되고 있다.4)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인력정책을 소홀히 한 채 자본조달에 우선을 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력난과 임금상승을 초래하는 등 巨視政策과 徵視政策간의 괴리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직업훈련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失職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再就業의 促進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실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궁핍을 방지하고 이들을 조기
재취업시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제도가 있으나 이는 실직자의 생활보호제도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에 있다. 취업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자의 약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표 2-1 참조) 퇴직금의 대부분이 社內積立되고 있어
기업도산시에는 퇴직금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고 잇다.
실직자의 생계유지방법에 있어서도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어놓은 소득'의 비중이
15.9%에 불과하여 실직자에 대한 제도적인 생활보장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표 2-1> 근속연수별 이직자수

<표 2-2> 실질자의 생계유지방법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일정요건을 갖춘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구직활동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摩擦的 失業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게 된다.

5. 南北統一에 對備한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推進
동서독의 통일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용조정문제와 실업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독일은 고용보험제도라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구 동독지역의 근로자들에게
就業斡旋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후 발생할 실업문제에 대하여 雇傭保險制度라는 制度的 裝置를 강구함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일시적인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1) 김수곤, 『전환기의 인력정책과제: 제조업 인력난 타결을 위한 거시 및 미시적
인력관리전략』, 연구조사자료 73-92-04, 한국경제연구원, 1992. 4, 8쪽.
주석 2) 경제기획원․노동부, 「직업안정기관 확충 및 고용보험 추진계획」, 1992. 4, 8쪽.
주석 3) Jovanovic, Boyan and Moffitt, Robert, "An Estimate of a Sectoral Model of Labor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 No.4, 1990, pp.827~852.
주석 4)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주호(1992), 김수곤(1992) 등을 참조.

第 2 節 雇傭保險制度의 導入方向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경험 및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를 단순히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剩餘勞動力의 調整과 이들에 대한 轉職訓練 및 合理的인
再配置를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노동시장 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직업안정망을 근대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labor market flexibility)을
강화함으로써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함은 물론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한 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인력정책(active manpower policy) 차원에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통적인 실직자
생활안정사업(실업급여)을 병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될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정책적 기능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혼합하여 운용하되 사회보장적 기능보다는 직업훈련, 직업안정, 고용조정
등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고용정책적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실업발생에 대한 事後救濟的
의미보다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실업자에 대한 救貧政策의 일환으로
실업급여에 중점을 둔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대량실업문제가 해소되면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입각한 인력수급 조절문제와 더불어 향상훈련․전직훈련
등 근로자에 대한 생애직업능력의 개발문제가 고용정책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제도는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및 생애직업훈련체계의 확립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에 초점을 둔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그 성격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여건 및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하고 있고
노동력 과잉공급시대에서 노동력 부족시대로 전환하는 등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인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던 상황과 비슷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事後救濟와 더불어

고용조정과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기능의 확충에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機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의 豫防機能과 職業訓鍊 및 職業斡旋機能 등에 고용보험제도의 중점을 둔 독일, 일본 등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직업훈련의 활성화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失業給與에 중점을 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보험재정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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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를 논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키고 이것은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을 장기화시켜 실업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고의적인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노동력에 대한 조정이 촉진됨으로써
勞動供給量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망의 확충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정보 제공을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구인 및 구직활동기간을 단축시켜 주게
되면,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업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지급은 유휴
노동력에 대해서 경제활동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공급량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즉 고용보험제도가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노동공급량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는 엄격한 수급요건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론적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은 단순논리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면이 많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으로서1)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주로
고용보험제도보다는 수급요건과 지급기간에 거의 제한이 없는 失業扶助制度의 부작용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이 노동력의 量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노동력의 質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직업안정망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통한
고용정보의 제공은 근로자의 적재적소 취업(job match)을 촉진시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생애직업능력 개발체계를 유도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의 정리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력의 합리적인 재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純機能的인 면과 逆機能的인 면이 병행하고 있는바, 제도운영이
방만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지나친 비중을 둘 경우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浮刻되게 되고,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활성화에 중점을 둔 積極的 雇傭政策事業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실업을 장기화시킴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소위 '先進國病'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고용정책사업과 실업급여사업의 조화를 통한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제도의 운용 여하에 따라 경제의 활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沮害할 수도
있으므로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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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節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基本構想
앞서 살펴본 고용보험제도 도입방향에 맞추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을 크게 雇傭安定事業, 能力開發事業 및 失職者 生活安定事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雇傭安定事業은 구인․구직자 등에 대한 雇傭情報提供 및 職業相談, 잉여노동력에 대한
雇傭調整支援, 高齡者 및 障碍者 雇傭促進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직업안정체계의 확충과 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을 통하여 노동시장 및 고용에 관한 정보를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직업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신규취업자, 전직희망자, 실업
등에게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에 早期就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인 就業斡旋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사업은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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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이다.
雇傭調整支援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에 대한 전직훈련 및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유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 轉職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 새로운 부문에 배치전환했거나
재취업시킨 사업주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雇傭調整支援金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 및 장애자 고용촉진은 고령자 또는 장애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유지확대를 위하여 이들을
위한 직종개발과 교육훈련 또는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업장 및 고령자 또는 장애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및 장애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能力開發事業은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내직업훈련은 지금까지
직업훈련의무제도에 따라 1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기업 스스로 양성하게 한다는
사업내직업훈련이 경직적인 직업훈련정책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업특수적
훈련(firm-specfic training)을 실시하지 못하고 어느 직장에서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일반적
훈련(general training)을 실시함으로써 직업훈련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업내직업훈련 기준을 자율화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인력을 기업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고용보험제도에 흡수․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訓練誘因政策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업내직업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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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별기업단위에서 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중소기업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상당부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주요 공공직업훈련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개발센터를 활성화하여
사업내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해 주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및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失職者 生活安定事業은 실직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求職活動手當(실업급여)과 직업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職業訓鍊手當,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재취직수당 및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훈련연장급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구직활동수당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으로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실직근로자에게 구직활동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 동안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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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수당 외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인력난이 현저히 심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는
특정직종훈련장려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용보험사업의 기본구도와 사업의 개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각각 [그림 2-1] 및
[그림 2-2]와 같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제안은 필자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1)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보고서 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2-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도

[그림 2-2]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개요

주석 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연구(종합편)』, 1993.

第3章
雇傭保險制度 導入과 退職金制度
第 1 節 退職金制度의 意義

1. 退職金制度의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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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하는 金錢給付로 정의할 수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退職一時金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각각 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및 私立學校
敎員年金法에 의하여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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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995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의 기능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되며, 법정퇴직금제도의 존속여부 및 관련 사회보험제도와의 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2. 우리나라 退職金制度의 變遷過程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3년의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의 퇴직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의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차등화하였는바, 근속연수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 1년당 30일의 임금을,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1년당 60일의 임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의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용이 아닌 임의적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61년 12월 4일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제정 당시의 임의적용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强制適用으로 바뀌면서
퇴직금의 法定支給率도 1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30일분의 平均賃金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975년 4월 28일의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강제적용대상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1987년 12월 28일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10인 이상 사업체로, 1989년 3월 29일의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退職金制度의 法的 性格과 機能
가. 퇴직금제도의 법적 성격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功勞補償說, 社會保障設, 賃金後佛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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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로보상설에 따르면 퇴직금의 지급은 사용자의 任意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공로보상설은 퇴직금제도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이 慣行에 의하여 퇴직금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일본에서 초창기에 주장된
견해로서 퇴직금의 請求權性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사회보장설
社會保障說 또는 生活保障說은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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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여러 가지 요소가
퇴직금제도의 현실적인 산정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원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와 기업의 社會性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賃金後佛說로부터 분화되어 주장된 것이라고 하여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있어서 법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2)
실제로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도화된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불관습이 그 관습 발생
당초에는 어떤 근거에서 출발하였든지 간에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당면할 생활상의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 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그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의
지불을 제도화한 사실은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는 까닭이다. 퇴직금의 성질에 대해서는 학자와
실무자들 사이에 임금후불설과 공로보상설의 상반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퇴직금이 퇴직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만은

3)

틀림없는 사실" 이라고 하여 퇴직금제도를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설에 따르게 되면 수혜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 의하여 생활을 보장함에
충분한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이 요구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퇴직금 수준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보장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4)

3)임금후불설
이 설은 노동조합측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견해이며 학계의 多數說로서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부분이 축적되어 그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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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성의 인정에 있어서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정도에 있어
5)
일반임금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퇴적사유와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도 임금후불설을 취하는데 大法院은 일찍이 "……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對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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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퇴직금제도의 기능
퇴직금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분류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朴晟洙(1985)는
퇴직금의 기능으로서 인사관리기능, 노사관계의 안정화기능, 생활보장기능, 금융 및
6)
자본축적기능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經營管理的
機能과 所得保障的 機能으로 나누어 설명 하고자 한다.

1) 경영관리적 기능
퇴직금은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勞使關係安定機能, 人事管理機能, 資本蓄積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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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을 없애고 노사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누진세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퇴직금을 통한 장기근속의 장려와 근로자의 기업에의 定着性을
높이고, 고령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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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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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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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되고는 있으나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老齡年金의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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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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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석 1) 金亨培, 『勞動基準法』, 박영사, 1989, 213쪽.
주석 2) 李哲源, 「退職金制度에 관한 硏究」, 「勞動法의 諸問題」, 佳山 金政善 博士 華申論
文集, 1983, 241~243쪽.
주석 3) 金潤煥, 『勞動者年金制度에 관한 硏究』, 勞動問題硏究所 論集 第三輯, 高大勞硏, 1972,
47~48쪽.
주석 4) 李奎昌, 『우리나라 退職金制度의 社會的 意義와 方向』, 上場協, 秋季號, 1980, 20~24쪽.
주석 5) 金亨培, 『勞動基準法』, 박영사, 1990, 214쪽; 金政善․金裕盛, 『勞動法』, 방송통신대
출판부, 1987.
주석 6) 박성수, 『한국기업 퇴직금의 연금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11~13쪽.
주석 7) 韓國人口保健硏究院, 『法定退職金制度의 改善을 위한 基礎硏究』, 1989. 12, 90∼97쪽.

第 2 節 우리나라의 退職金制度 支給實態
1. 適用對象
우리나라는 수차례에 걸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1961년 12월 4일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1975년에는 퇴직금 적용사업장 규모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1988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1989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退職金의 需給要件
근로 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퇴직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로부터 起算되며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勞動部의 해석이다.(1982. 4.
8. 근기 1455-9822; 1984. 1. 19. 근기 1451-1384; 1984. 4. 6. 근기 1451-9018: 1984. 5. 28. 근기
1451-12306; 1984. 6. 8. 근기 1451-13022).
한편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인지 기업 사정에 의한 퇴직인지의 여부는 퇴직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退職金의 水準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賃金總額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의
法定下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勞使合意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30일분이상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기업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37.2%가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여
법정하한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퇴직금누진율 적용기업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그리고 업종별로는 금융․부동산업에서,
조직형태별로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확대추세에 있다.
<표 3-1>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누진율 적용기업(1991)

<표 3-2> 퇴직금 지급기준으로서의 누진율 적용기업의 추이

4. 退職金差等制度의 禁止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 또는 직위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退職金差等制度는 1980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신설에 의하여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5. 退職金에 대한 稅制
퇴직금에 관련된 稅制는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와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
근로자의 退職所得은 소득세법상의 綜合所得과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所得控除額을 滅한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70조). 즉,

나.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나 當期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서 확정할 수 없는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그 사업연도분을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法人稅法과 所得稅法에서는 退職給與充當金이 필요경비로 계상
할 때에는 소정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소득세법 제33조 및 법인세법 제 13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계산에는 제한이 있어서 당해 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6. 退職金 積立 現況

퇴직금의 적립형태를 보면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액 社內留保하는 기업은 19%이며
사내유보와 사외적립의 파급형태가 73%이고 전액 社外留保를 하고 있는 기업은 8%로 나타나고
있다. 1982년의 조사에서는 전액 사외유보8.9%, 혼합형태 21.1%, 미설정기업 21.2%, 전액
사내유보 48.4%로 나타난 것(閔載成․朴宰用, 1984)과 비교하면 퇴직금 지급의 보장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퇴직금 적립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말
일시퇴직시 퇴직금 지급액은 연간인건비의 50.5%, 연간매출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퇴직급여 설정액은 연간인건비의 16%를, 연간퇴직금 지급액은 연간인건비의 7.4%를
차지하여 퇴직금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중
상당부분은 사내유보되고 있는데 사내유보액 중 運轉資金으로 부분은 사내유보액 전체의 4.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현황

<표 3-4> 퇴직금과 기업경영

第 3 節 日本의 退職金制度
1. 退職金制度의 發展過程
미국, 영국 등 서구국가가 초기부터 企業年金을 발전시킨 것과는 달리 일본은 1920년대
이전까지는 소수의 기업에서만 퇴직금제도가 운영되다가 1923년에 제정된 工場法에서 종업원에
대한 解雇手當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전까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던 退職一時金制度는 1936년「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은
수급권이 공적으로 보장되는 법정퇴직금제도로 발전하였으나 1941년 「노동자 연금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법정퇴직금제도가 任意規定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1944년「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하여 公的年金制度가 탄생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임의규정마저도 삭제됨으로써 퇴직금제도는
노사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厚生年金保險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극심한 인플레와 정부의 임시조치에 의한
급여수준 동결로 소득보장대책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終戰後 불황으로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근로자들은 때마침 활성화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퇴직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은 기업 독자적인 퇴직일시금제도를 부활하여 1950년대에는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퇴직금제도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을 확보해 주기 위해
1959년에는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가 도입되어 퇴직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또한 1950년대에는 퇴직일시금제도의 부활과 더불어 企業年金制度(퇴직연금제도)가 등장하였다.
1952∼55년 기간 동안 약 50여 개의 기업연금이 등장하였고 1961년에는 500여 개로 급속히
증가하였다.1)이와 같이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자 1962년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업연금에 면세혜택을 주는 適格企業年金制度가 도입되었고 이를 계기로 기업연금제도는
급격히 확산되었다. 기업연금은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5∼20년의 장기간의 근속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사용자가 선호하였다.
1962년 적격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기업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들은
厚生年金保險과 企業年金의 조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후생년금보험과 기업년금은
소득보장의 목적과 방법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양자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따라
1965년에는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하여 厚生年金基金을 창설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퇴직급여제도는 1920년대의 任意制度에서 1930년대에는 法定强制制度, 다시
1940년대 이후에는 임의제도로 변천하였고, 1950년대 이후에는 임의적인 퇴직일시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2. 退職金制度의 實態
가.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1989년 12월말 현재 일본 노동성이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6,000개를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제도가 있는 기업은 88.9%이고, 이 중 퇴직일시금제도만 있는
기업은 49.3%이며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기업은 50.7%(퇴직연금제도만 있는 기업 11.3%, 양자를
병용하는 기업 39.3%)로 나타났다.
나. 퇴직일시금제도
일본의 퇴직일시금은 노사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퇴직금의 수준도 다양하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퇴직시 임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표 3-6>에서 보듯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이 1989년 현재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급의 일부만을 주는 기업도 34.9%나 되고 있다.
퇴직금 수급에 필요한 최저근속연수는 퇴직사유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보다 퇴직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최저근속연수가 약간 길며, 3년 이상의 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다. 퇴직연금제도
<표 3-5>에서 1989년 현재 일본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30인 이상 사업장의
50.7%임을 보았는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연금지급 형태별로 보면 적격연금을
채택한 기업이 80.7%이고 적격연금만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도 65.1%를 차지하고 있다(표 3-8
참조).
<표 3-5> 일본기업의 퇴직금제도 운용현황

<표 3-6> 일본기업의 퇴직일시금 산정기준별 분포

<표 3-7> 일본기업의 퇴직일시금 수급에 필요한 최저근속연수별 분포

적격연금의 수급요건으로는 <표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과 근속연수를 모두 요건으로 하는
기업이 60.7% 근속연수만을 요건으로 하는 기업이 32.8%, 연령만을 요건으로 하는 기업이
5.6%이며, 연령은 정년퇴직연령인 55세와 60세에 집중되어 있고 근속연수는 20년을 요건으로
하는 기업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있다.
또한 1989년 현재 적격연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는 기업은 11.1%이고 제한이 있는 기업이
88.9%이며, 지급기간에 제한이 있는 기업 중 지급기간이 10년인 기업의 비중이90.2%로서 가장
높다(표 3-10 참조)

<표 3-8> 일본기업의 퇴직연금제도의 지불준비형태

<표 3-9> 일본기업의 적격연금의 수급자격연령 및 근속연수(1989)

<표 3-10> 일본기업의 적격연금의 지급기간

주석 1) 박경숙, 「공적연금과 사적퇴직급여의 연계 : 퇴직준비금 전환에 따른 과제와 대책」,
1992(미출판 논문).

第4 節 雇傭保險制度의 導入과 退職金制度
1. 退職金制度의 發展方向에 대한 論議
원래 퇴직금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團體協約 등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社會保障制度가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法定退職金制度를 유지해오고 있다. 사실 퇴직금제도는 公的年金이 성숙되지 않았고
失業給與制度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미약하나마 근로자의 실업수당 기능과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해온 유일한 제도였다. 그러나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國民年金制度의 도입으로
노령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이르면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고용보험이 도입된다면 퇴직금의 실업수당적 기능도 사실상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閔載成․朴宰用(1984),
申守植(1985), 閔載成․金元植(1990) 등이 제시한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은 현행 퇴직금제도가
급여수준이 낮아 노후생활대책으로는 미흡하고 지급보장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며
누적퇴직급여충당금 규모의 확대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연금제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三層保障論(three-tiered system 또는 three-layers
system)에 입각하고 있다. 즉 소득보장은 公的年金과 雇傭保險등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國家保障(제1층),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퇴직금․기업연금 등 기업이 주축이 되는
企業保障(제2층)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자기책임하에 저축․보험 등의 수단에 의한
.1)
個人保障(제3층)의․3者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3층 보장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申守植, 1983).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근로자 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퇴직금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1941년 勞動者 年金保障法이 제정되면서 법정퇴직금제도가 임의제도로 바뀌게 되었고
1944년 厚生年金保險法이 제정되면서 임의규정마저 삭제되고 퇴직금제도는 노사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노사자율에 따른 퇴직일시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가
병존하여 발전하면서 사회보험인 公的年金과 雇傭保險制度를 보완하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유일한 제도였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퇴직금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측면보다는 주로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자측의 반발을 줄이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용자측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는 모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을 국민연금에 흡수․통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측에서는 국민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수급권이 20년 후에야 발생할 것을 감안할 대 법정퇴직금제도는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經濟企劃院은 법정퇴직금 가운데 국민연금적 성격 부분은 국민연금에
흡수하고 고용보험적 성격 부분은 계속 존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오정수, 1987;
申守植,1985). 이와 같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노․사․정간의 논쟁은 결국
退職金轉換金이라는 새로운 방안으로 귀착되어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보수월액의 2%를,
그리고 1998년부터는 표준보수월액의 3%를 법정퇴직금 대신 국민연금갹출료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퇴직금준비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갹출료로 전환하는 것은 외국에서 볼 수 없는
공적연금과 사적퇴직급여간의 調整形式이다. 그러나 퇴직일시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의
기능적 차이 및 역할분담에 대한 분명한 이해없이 단지 갹출면에서의 조정만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실제 제도시행과정에서의 문제는 물론 두 제도간의 합리적인 조화와 발전의
측면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퇴직금제도를 企業年金化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5년에도 못 미치고 있고 퇴직일시금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
높지 않아 기업연금제도가 自生的으로 발전해 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雇傭保險制度의 導入과 退職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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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퇴직금의 노령연금적인 성격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임금총액의 8.3%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3%는 노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로 전환하되 1993∼97년에는 2%만 전환하고 1998년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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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여 노사자율에 의해 私的退職給與 또는 기업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案(제1안), ② 법정퇴직금제도는 현행대로 두고 상호 연계없이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案(제2안), ③ 법정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퇴직금전환금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갹출료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案(제3안)
등으로 구분해 불 수 있을 것이다.
第 1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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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외에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名文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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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이 엄격할 경우 많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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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갹출료로 전환하는 것인데,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노사간의
국민연금갹출료의 조정도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제1안은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가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公的保險과
私的保險의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第2案: 우리나라의 學說과 判例가 賃金後拂說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이 노령연금적
성격과 실업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법정퇴직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갹출료로 전환하거나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인
減俸이고 기득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직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퇴직자는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옮기고 있는데 이들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되는 법정퇴직금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는
실업급여적 성격을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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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案: 법적 강제성을 가진 퇴직일시금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양제도가 모두
실시되면 법정퇴직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임의제도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법적 강제성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법정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갹출료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법정퇴직금으로 적립하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연금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표준보수월액의 3%(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2%)를 국민연금갹출료로 전환한 선례가 있으므로(국민연금법 제7조)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동시에 퇴직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퇴직금은 실업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전환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제도 도입
자체에 거부감이 강한데, 고용보험제도라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give-and-take 방식은 노사의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켜주어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사용자측의 거부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논리도 제3안의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退職事由와 관계없이 지급되는데 반하여 고용보험에서는
非自發的 失業者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퇴직근로자의 상당부분은 실업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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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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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방향은 장기적으로는 강제적 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2008년부터이고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퇴직근로자의
일부만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제1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강화된 노동운동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퇴직금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많지만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도 退職金滯拂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임의제도로의 전환은 곧 퇴직금제도의 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임의제도하에서도 퇴직금이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면 사용자측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이 거부감을 보일 것이다. 또한 제2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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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의 방향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제3안과 같은 折衷案을 채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제3안을 채택할 경우에도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노사간의 고용보험료 부담문제, 기존의 퇴직금에 대한 평가문제 등 세제문제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993년부터 퇴직금의 일부가
국민연금갹출료로 전환되므로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에는 이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1안을 채택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금지급 보장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와 같은 制度的
補完裝置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 1) 한국사회보장학회,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상호보완 및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1988.
11. 23∼27쪽.

第4章
職業訓鍊分擔金 및 職業訓鍊促進基金과의 關係
第1節 우리나라의 事業內職業訓鍊制度

1. 事業內職業訓鍊의 意義 및 特徵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형태는 그 실시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대별된다.
여기에서 公共職業訓鍊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산업별 공통수요직종, 수출 전직종, 첨단 및 신수요직종
등에 관련된 직업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事業內職業訓鍊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서, 주로

당해 사업체의 자체수요직종에 관련된 단능공 및 준다능공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認定職業訓鍊은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 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서, 공공 및 사업내직업훈련으로 양성하기 곤란한 직종(예컨데 도배, 미용 등)에
관련된 직업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형태의 직업훈련 중 특히 사업내직업훈련은 고용 및 인정직업훈련에 비해 몇
가지의 利點을 지니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업내직업훈련은 사업체내의 기존시설, 장비, 재료를 활용하고 생산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훈련교사로 채용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技能人力을 스스로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직업훈련과는 달리 현장적응력이 빠르고 양성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업내직업훈련은 自社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기술지식 및
태도를 습득시켜 기능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무엇보다도 기업고유의 特殊技能(firm specific
skill)의 습득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바, 일반적인 기능습득에 중점을 두는
공공직업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 OJT는 그
목적달성에 장시간을 요하는 반면 집체훈련을 통한 사업내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그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내직업훈련이 지닌 이점으로 인해 선진산업국의 기업들은 일찍부터 자신이
필요로하는 인력을 자체훈련으로 양성한다는 것이 거의 모든 기업주들에게 당연한 논리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나라도〈표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전체
기능인력양성인원의 약 2분의 1을 사업내직업훈련이 담당하고 있는바,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내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부제도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기업 내에서 수시로
변동해

<표4-1> 직업훈련종류별 기능인력 양성실적

가는 기능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직업훈련을
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誘因制度를 강화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훈련체제로 정착시킴으로써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事業內職業訓鍊 義務制度의 背景 및 變遷

우리나라는 1967년 1월 16일 職業訓鍊法을 제정․공포하여 종전까지 근로기준법,
산업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분산적으로 실시되던 직업훈련을 일원화하여 직업훈련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정당시의 직업훈련법에 의하면 공공․사업내․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은 되어 있으나
사업주의 훈련실시의무는 없었다. 단지 사업내직업훈련을 행하는자의 신청에 의해 그
사업내직업훈련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직업훈련으로 간주할 구 있었으며, 훈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훈련을 행하도록 造成․勸告 할 뿐 이었다.
직업훈련법에서는 사업주의 직업훈련실시의무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주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인력은 스스로 양성하리라는 일종의 기대와 신뢰가 잠재하여 있었다. 환언하면, 정부는
정부주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의 직업훈련은 권고사항으로 하여 기업이 자체
필요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는 임의직업훈련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훈련실시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他社나 공공직업훈련에서 양성해 놓은 기능인력 또는
기존의 기능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웃하는 등 인력수급상의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여기에서
기능인 스카웃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無技能者를 채용하여 기능을 습득시켜 놓으면 대기업에서 스카웃해 가는 바람에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더구나 기능인들은 돈만 조금 더 주면 철새처럼 직장을 옮겨다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에 기능인들 스스로가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경제발전을 위한 공업화추진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소홀히 함에 따라
기능인력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한 시도로서 1974년 12월 26일에 직업훈련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일정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技能者로
양성토록 하는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제도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당시의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자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의 6개 사업에 속하며 상시근로자가 200인 이상이거나 고용근로자의
연간연인원이 6만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였다.
훈련인원은 상시근로자구의 100분의 15이상이거나 전년도 고용근로자의 연간 연인원의
2,000분의 1이상으로 하였다. 직업훈련분담금제도는 아직 없었고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 및
훈련인원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였다.
경제성장에 가속이 붙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연 15%를 상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70년대 중반부터 기능․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6년
12월 31일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전의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폐합하고 새로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훈련의
실시 또는 직업훈련분담금납부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업훈련실시 의무사업주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특별조치법에서와 마찬가지로 6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 였다. 기능사 기초훈련의 의무인원은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청장이 매년 기능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策定告示하는 비율에 해당기업의 전년도 상시고용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978년 11.6%에서 1979년에는 6.5%로 급격히 떨어지고, 실업률도
3.2%에서 3.8%로 증가하고 1980년에는 5.2%까지 증가했다. 그러므로 직업안정의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기본법을 개정하여 기능사 기초훈련에 한정된 사업내직업훈련에 전직훈련의무를
추가하였다.
총훈련의무인원은 기초훈련에다가 전직훈련인원을 합한 것이며, 총의무인원의 산정은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청장이
산업별로 매년 1월중에 책정․고시하는 비율에 의했다.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1981년 12월 31일에는 직업훈련 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기능사 기초훈련 및 전직훈련과정에 국한되었던 사업주의 직업훈련 실시의무에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훈련의무를 추가하였다.
훈련의무인원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매년 산업별 직업훈련과정별로 책정․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인원으로

하였다. 상시고용근로자의 산출방법도 '전년도고용연근로자수÷동기간내의 가동일수'로 하던
것을 1983년 시행령 개정에 의해 '전년도고용월별상시연근로자수의 합÷전년도 가동월수'로
변경하였다.
폐업이나 휴업 및 신규사업의 경우 훈련의무인원의 조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고, 또한
야간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취학조치했을 때 훈련인원의 감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①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사업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고용근로자를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공업계, 상업계)에 취학하게 한 경우에 당해 훈련년도에 그가 실시해야 할
훈련의무인원에서 그 졸업인원을 감하고, ②자기의 비용으로 당해 사업체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그가 설립한 학교에 취학하게 하여 졸업한 자를 고용할 경우 그 고용인원을
훈련의무인원에서 감면하는 것이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사업내직업훈련이 점차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사업내직업훈련제도의 일부 형식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기업의 실수요와 연계한 훈련이 되도록
하여 기업주의 훈련내실화는 물론 훈련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986년 5월 9일에 직업훈련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훈련의무 부과기금을
변경하였다. 즉 사업의 내용․규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이전까지는
일정훈련인원에 대해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산업별․규모별로
산출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에 사용토록 하였다. 또한 훈련과정에
있어서도 이전까지는 기능사 및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훈련과정에 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훈련과정에 제한을 주지 아니하였다.
개정제도에서의 의무비용은 '의무비용=근로자임금총액×훈련비율'이라는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이후 1991년 1월14일에는 직업훈련법을 다시 개정하여 첫째, 직업훈련과정을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 및 재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무능력향상훈련체제로 개편하였고
둘째, 직업훈련의 방법에 있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체훈련․현장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으로 개편하였으며 셋째, 인력수급상 직업훈련이 특히 필요한 산업은
사업내직업훈련의 우선적 실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분담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1991년 6월 27일에는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의 의무사업주를
종래의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 확대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배경과 변천과정을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표4-2>와 같다.

3. 事業內職業訓鍊의 運營實態
지금까지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하여 양성된 기능인력의 수와 훈련실시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표4-3>과 같다.
<표4-3>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은 초기에 비해 점차 증가되어
1976년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점차 침체되어 1986년 이후는
매우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의무비율과 양상인원을 동시에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4-1]과 같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의무비율이 훈련실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내직업훈련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훈련실시기업의 비중도 감소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업내직업훈련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 스스로 양성한다

<표4-2>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변천 현황

<표4-3>연도별 사업내직업훈련의무비율 및 양성실적

[그림4-1]의무비율과 양성실적의 비교

는 사업내훈련의 기본취지가 사업주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내직업훈련은 정부의
강요에 마지못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가 훈련을 실시하는 비율과 분담금납부로 대신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표4-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1977년의 경우 총의무대상업체 중 훈련실시업체와 분담금납부업체의 비율이
66.5 대 33.5이었으나, 1982년에는 45.8 대 54.2로, 그리고 1987년에는 그 비율이 15.5 대 84.5에

이르렀다. 최근인 1992년에도 훈련실시업체의 비율은 총의무대상업체의 16.1%에 지나지 않았고,
분담금 납부업체의 비율은 83.9%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훈련실시업체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업내직업훈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일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체에 대한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은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만큼 높은 수준의 기능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 과 사업내직업훈련을
수료한 근로자가 오래 근속하지 않고 곧 이직한다는 것도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표4-5
참조).
따라서 사업내직업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동직업훈련원을 설치하고 기업실정에 맞도록 훈련기간 및 훈련과정 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사업내훈련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자체양성하여 확보하기보다는
사업내훈련을 소홀히 한채 영세중소기업 혹은 동일업종업체에서 스카웃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73.8%나 되고 있어 사업내직업훈련의 부진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표4-6>에서 알 수 있다.

<표4-4> 연도별 사업내직업훈련의무 대상업체

<표4-5>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애로사항

<표4-6> 기업의 기능직근로자 충원방법

第2節 職業訓鍊分擔金制度

1. 職業訓鍊分擔金의 意義 및 實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 실시 이후 직업훈련분담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1987년 이전까지는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실시의무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대신에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직업훈련실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였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①당초
분담금납부신고를 한 경우, ②매년 1월중에 훈련계획을 작성하였으나 훈련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③훈련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④승인을 취소 당한 경우 등 네 가지 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훈련의무사업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실제 훈련을 시킬 수 없어서
분담금을 납부하여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추세가 상당히 높아졌다. 여기에서 훈련의무 대상업체란
1975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1977년 4월부터는 200인 이상, 1989년 7월부터는 다시
200인 이상, 그리고 1992년부터는 150인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1986년 5월 직업훈련의무 부과기준을 인원기준에서 비용기준으로 변경한 이후의
분담금의 의미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관련 사업의 비용이 의무비용
총액에서 비달 될 때 국가에 자진 신고․납부해야하는 차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무비용이
2억원인 A사업체에서 기업에 필요로하는 양성훈련비용에 1억원을 투자하고 1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A사업체의 분담금액은 의무비용과 훈련비용의 차액인 9천만원이 된다. 혹은 당해 연도
기업의 사정상 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비용 2억원이 분담금이된다.
직업훈련 분담금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훈련의무비용을 직업훈련 실시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인 분담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직업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의무제도의 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감소하고 직업훈련을 직점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표4-4>에서 본 바와 같이 훈련실시업체의
비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직업훈련의무제도 및
직업훈련분담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직업훈련분담금과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직업훈련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운영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職業訓鍊促進基金의 運用實態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액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촉진시킬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훈련촉진기금이다. 먼저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재원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4-7>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수입은 크게 분담금 수입,
기금운영수입,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입의 대부분은 역시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다. 분담금 수입중 가산금이란 앞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인력수급상 직업훈련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된 산업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 추가로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977년
이후부터 1991년까지 직업훈련분담금 징수액은 총 2,21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1988년 이후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년간의 징수액이 전체 징수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수지 현황을 보면 <표4-8>과 같다.
1977년부터 1991년까지의 총수입액은 2,216억원에 달하며, 이 기간동안의 지출은 총 1,118억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91년말 현재 1,098억원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직업훈련촉진기금은 직업훈련을 촉진시킬 각종 사업의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종 사업이란 ①국가인력수급상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훈련수당 및 재해위로금,
②직업훈련보조금(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비,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비, 기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비),
③직업훈련 부대사업
<표 4-7> 연도별․재원별 수입현황

및 직업훈련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직업훈련 교재의 개발․편찬 및 보급, 직업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기능장려사업, 직업훈련시설지원, 직업훈련
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 ④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출연금, ⑤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금의 관리에 부수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먼저 직업훈련기금의 항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표 4-9>와 같다. 표에서 보면, 촉진기금의 지출은
직업훈련시설 지원비가 전체 지출액의 54.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본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기능인력

<표 4-8> 연도별 직업훈련촉진기금 수지현황

<표 4-9> 직업훈련촉진기금 항목별 지출액(1977∼91)

양성사업비가 30.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훈련기준 및 교재개발비, 촉진기금
관리운영비(2.93%)의 순이며, 직업훈련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1.4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들 지출내용의 하나하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기능인력
양성사업비를 보면 <표 4-10>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능인력사업비에서는 1983년부터
시작된 출연금(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약 5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위탁훈련비로서 46.15%이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내훈련 보조금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0> 기능인력양성사업비의 지출 현황

다음으로 직업훈련기준 및 교재개발비를 살펴보면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재개발에는
1978년부터, 그리고 기준개발에는 1980년부터 촉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하였다.
교재개발과 기준개발에 지출된 비용의 비율은 약 8대 2로서 교재개발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직업훈련시설지원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훈련시설지원비에서는 1991년에 지출된 출연금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간에 걸쳐 중소기업 기능인력공급 및 비진학청소년 기능습득기회
확대를 위한 10개소의 전문공동직업훈련원 건립비에 사용되었다. 앞으로 훈련원에서는 3개월
내지 2년의 훈련기간을 통하

<표 4-11> 직업훈련기준 및 교재개발비

<표 4-12> 직업훈련시설 지원비

여 6개 분야 42개 직종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특히 해당지역 사업장과 관련되는
직종으로 계열화시킴과 아울러 첨단산업 및 기능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에 주력할 계획 아래
1987년부터 시작된 융자금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15.5%). 이 융자금의 목적은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시설확충에 있다. 현재 융자대상은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원이며 융자범위는 직업훈련원 건립비 및 장비구입비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융자조건은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은 직업훈련시설 지원비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 중의 상당부분이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
건립비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교육 및 홍보사업비를 보면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훈련 홍보 및
사업체 기술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 홍보(직업훈련세미나 개최, 직업훈련 시범대회
개최, 직업훈련 홍보자료 발간), 직업훈련원 업무종사자 교육, 직업훈련원 기술지도,
산학협동훈련 현장훈련지도, 직업훈련원 안내실 운영(시청각기자재 대여 등 상담실 운영),
이동훈련원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1983년에는 각각 2억
2,900만원과 1억

<표 4-13> 직업훈련교육 및 홍보사업비

6,900만원에 달했으나 그 이후 지출이 저조하다가 홍보사업은 1991년부터, 사업체 기술지원은
1988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교사양성비로 지출된 비용이 1991년까지는
全無한데 1992년의 경우는 기능인력양성사업에 직업훈련교사 양성비를 포함시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8개 工科 240명에 대해 39억 6,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다.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정예의 교사가 선결요건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第 3 節 外國의 職業訓練制度
직업훈련분담금과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미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국의 직업훈련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용보험에 관계없이 분담금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제도를 고용보험에
흡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英 國

영국의 사업내직업훈련은 훈련기업이 추가교육기관과의 긴밀한 産學協同體制하에 의무교육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기능공 또는 기술공을 양성하는 영국의 전통적인
훈련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기능공과정의 훈련기간은 2.5∼3.5년으로 처음 6개월 내지
1년간은 훈련생이 택한 훈련분야에 대해 폭넓은 기초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후반 2년간은
생산현장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공과정은 기초훈련․일반훈련 및
전문훈련의 3단계 훈련으로 대략 3∼4년간 실시하고 있는데, 1년간의 기초훈련은 기능공과정과
비슷하나 주로 기초기능습득과 설계작업, 공정관리 및 생산관리능력을 배양하며 2단계
일반훈련은 산업체에서 설계능력, 제조공정, 판매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을 향상하고, 3단계
전문훈련은 훈련생이 종사하는 전문분야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1911년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사업내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산업훈련위원회(ITB:Industry Training Board)이다. 이는
1964년 산업훈련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훈련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1964년
설립 당시에는 총 28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공업, 의류, 건설, 해저석유, 플라스틱, 도로수송 및
호텔요식업 등 7개의 위원회만이 존속하고 있다. 고용주, 노동조합 및 교육계 인사 11∼31명으로
구성되는 동 직종별 산업훈련위원회는 현재 전체 근로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500만명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① 훈련기준의 설정과 훈련시설의 설치 및 제공, ② 훈련과목, 훈련기준,
훈련평가 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권고, ③ 직업훈련분담금 부과 및 훈련실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대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1992).
영국 정부는 또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촉진․지원할 목적으로 1964년부터 산업훈련법에 의거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7개의 ITB가

<표 4-14> 영국의 산업위원회별 직업훈련분담금 부과기준(1987)

<표 4-15> 영국의 직업훈련보조금 지급대상 및 내용(공업 ITB의 경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훈련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별로 모든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만 부과하고 있다. 분담금 부과비율은
雇傭省(Department of Employment)長官의 행정명령에 따라 ITB산하 기업별로 근로자의 전년도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下院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1987년의 경우 산업위원회별 분담금부과기준의 예를 보면 <표4-14>와 같다.
각 위원회가 징수한 분담금은 직업훈련국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흡수되어 ITB가 정한 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보조금(Training
Grant)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의 규모는 각 산업위원회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참고로 공업 ITB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15>와 같다.

2. 프랑스
현재 프랑스의 직업훈련제도는 雇用主組合(employers organization)과 勞動組合(trade unions)
사이에 1970년 7월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1971년 7월에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고용주, 근로자가 참여한 입체적인 체제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휴가권을 부여받고 기업주는 종업원의 직업훈련실시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생활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과정을 마련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프랑스는 일찍이 1905년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랑스
직업훈련제도의 특징은 職業訓練稅制度와 職業訓練休暇制度 등 두가지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인 이상의 모든 기업체는 사업장 총임금의 0.5%의 금액에
해당되는 徒弟訓練과 1.2%에 해당되는 금액의 繼續訓練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들이 이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繼續訓練의 재원은
총임금의 1.2%에 해당하는 훈련세(Training Tax)로 충당하는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훈련비용, 훈련형태, 훈련기간, 훈련직종 등 훈련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조성수․정택수, 1990).
프랑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를 가지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그것은 ① 고용주가 보내는 지원자, ② 훈련휴가를 득한자, ③ 임금직 구직자, ④ 비임금직
구직자(농업, 가게주인 등), ⑤ 국가고용자(공무원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모든 훈련생은 어떠한 훈련주제를 선택하든 훈련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훈련휴가의 연기가 가능하며, 종업원은 훈련휴가기간동안 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훈련휴가비용은 훈련세 중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基金化되고 이
기금은 훈련휴가의 재원을 관리하는 훈련보증기금과 개인훈련휴가 노사조정관리기금으로
나누어진다(신명훈, 1991).
프랑스의 사업내직업훈련을 보면 회사는 1.2%의 훈련세의 사용방법으로 ①자사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외부훈련기관(상공회의소, 업종별․산업별협회, 사설훈련원 또는 회사, 개인
또는 다른 협회)과 교육훈련 계약을 맺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직업훈련에
대하여 회사에서 사용한 기금내역을 살펴보면<표4-16>과 같다. 그리고 <표 4-16>에서 알 수
있듯이 기금활용 중 훈련생 임금이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외부훈련(19%),
내부훈련(16%)의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실시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17>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회사는
기업내훈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 이유는 자체훈련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회사
고유의 기술을 훈련내용으로 선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내직업훈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내지 이점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4-16> 프랑스의 직업훈련에 대한 회사의 기금사용 현황

<표 4-17> 프랑스의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의 분포

3. 日 本
일본 노동성에서 30인 이상 고용업체 4,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내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약 70%가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표 4-18 참조).
사업내직업훈련이 이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기업 스스로 필요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기업주의 經營哲學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정책도 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1947년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처럼 사업내직업훈련에 관한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3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실업급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중 노․사가 4분의 3을 부담하고
정부가 그 나머지를 부담하며, 취직촉진을 위한 급여는 전액 노사가 부담하고, 3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雇傭安定事業이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能力開發事業이란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雇傭福祉事業이란 직업생활상 환경의 정비개선, 취직의 원조,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특히 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가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자기의 적성 및 희망에 따라 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종합적인 시책을 행하는 것으로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

<표 4-18> 일본의 사업내직업훈련 실시 현황(1989)

로 생각된다.
능력개발사업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째로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원조로 이는 민간의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촉진․진흥시키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원조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지역직업훈련센터의
설치, ② 중소기업단체 능력개발추진사업 조성금, ③ 인정훈련 조성사업비 보조금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生涯職業能力開發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제도로서 여기에는 생애능력개발급부금,
중소기업사업 전환 등 능력개발급부금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으로서 이는 주로 雇傭促進事業團에서 담당하고 있다. 넷째는 직장적응훈련의
실시로서 정년퇴직 예정자 및 일정의 구직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도 능력개발사업으로 재취직촉진강습급으로 인정직업훈련시설에의
파견 장려, 직업기능개발협회 등의 조성, 직업안정촉진강습, 기능재개발 적응강습, 고연령근로자
등의 수강장려금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수행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고용보험사업 예산액 1조 8,687억엔 중 실업급여에 1조 3,884억엔(65.5%)을
지출하였고, 3사업에 4,803억엔(34.5%)을 지출하였다. 특히 3사업에 지출된 액수만을 별도로
분석해 보면 고용안정사업에 2,449억엔(51.0%), 능력개발사업에 1,215억엔(25.3%),
고용복지사업에 1,139억엔(23.7%)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柳吉相, 1992).
일본에서는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①직업훈련수강자에 대한 지원과 ②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직업훈련 수강자에 대한 지원
구직자가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수강 기간중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일본은 직업훈련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두고 있다.
먼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직업훈련을 수강하여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부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는 기간중 소정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인 기본수당과 더불어 기능습득수당으로서 수강수당(590엔/日), 통근수당, 기숙수당
등이 지급되고 인력부족 직종의 훈련수강시에는 특정직종수강수당(2,000엔/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자가 소정의 급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의해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훈련연장급여제도를 두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 제 24조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①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최고 90일까지 실업급여의 기본수당이 지급되고, ②
공공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훈련종료시까지(그 기간이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실업급여의 기본수당이 지급되며, ③ 직업훈련 수강종료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훈련종료후 30일까지 실업급여의 기본수당이 지급되어 소정 실업급여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에도 중․고령실업자, 실업대책사업소개대상자, 광역직업소개
명령지역의 구직자, 45세 이상의 구직자, 離農轉職者, 母子家庭의 母, 특정기업 이직자,
특정불황업종 이직자 등이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都道府縣으로부터
平均月額 128,990엔의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탄광 이직자, 주일미군부대 이직자 및 오끼나와
실업자가 공공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평균월액 128,990엔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이들이 받는 훈련수당(월평균 128,990엔)은 훈련기간중 하루 평균 3,550엔(1급지 3,890엔, 2급지
3,560엔, 3급지 3,180엔)의 기본수당과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대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의
수강수당, 통근수당, 특정직종수강수당 및 기숙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지원제도
일본에서는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유인제도로서 교과목, 훈련기간, 훈련설비 등에 대하여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都道府縣 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직업훈련시설 중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집합적인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에 대해서는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비의
3분의 2, 시설․설비비의 3분의1 내지 3분의 2를 국가 및 都道府縣이 보조해 주는 등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생애능력개발급부금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없이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生涯能力開發給付金制度가 있다. 생애능력개발급부금제도는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단계적․체계적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능력개발급부금, 자기계발급부금, 기능평가촉진급부금 등 세
가지 급부금이 있다.
(가) 능력개발급부금
능력개발급부금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내 또는 기업외의 교육훈련시설에
파견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된다. 능력개발

1)

<표 4-19> 중소기업사주 등이 행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급부금의 조성대상사업주는 다음의 ①과 ②에서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이다.
①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계획(이하 사업 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있는 사업주일 것.
②①의 계획에 의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업주일
것.

(1) 45세 이상의 근로자
㉠ 배치전환, 出向 등에 따라 새로운 직무를 맡는 데 필요한 직업훈련
㉡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
㉢ 기술진보 등에 대한 적응성을 증대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직업훈련
㉣ 정년퇴직후의 재취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직업훈련
㉤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직업훈련
(2)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근로자
(1)의 ㉠, ㉡ 또는 ㉢의 직업훈련
(3)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근로자
(1)의 ㉠의 직업훈련 중 훈련시간․교과 등이 단기과정 및 직업전환과정의 능력 재개발훈련의
기준에 적합한 것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1)의 ㉡또는 ㉣의 직업훈련
(4)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며 (1)의 ㉡또는 ㉢의 직업훈련
즉 능력개발급부금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35세 이상 재직근로자의 매우 한정된 직업훈련에 대해
지급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세 이상 재직근로자의 한정된 직업훈련에 대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능력개발급부금의 조성내용은 <표 4-20>과 같으며, 自社內에서의 집합훈련의 운영비 및
외부훈련시설에의 위탁교육훈련비에 국한되며, 현장훈련(JOT)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능력개발급부금의 예산은 1991년도에 12,162백만엔, 1992년도에는 12,761백만엔 이었다.
<표 4-20> 능력개발급부금의 지급액

(나) 자기계발조성급부금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업외부의 교육훈련시설에서
행하는 교육훈련 등의 수강을 원조하기 위하여 有給敎育訓練休暇를 부여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조성대상사업주는 다음의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이다.
①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내직업능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사업주일 것.
② ①의 계획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의 (1) 또는
(2)의 원조를 행하는 사업주일 것.

(1) 유급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교육훈련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유급교육훈련휴가의
日數가 원칙적으로 1코스에 10근로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
㉠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훈련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 고등하교,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교육
㉢ 각종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
㉣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40세 이상에 한함)

(2) 유급교육훈련휴가의 부여 이외의 경우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업주일 것
㉠ 기업 외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을 수강하게 하는 사업주일 것.
㉡ 해당수강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원조하는 사업주일 것.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의 조성내용은 <표 4-21>과 같으며, 자기계발급부금의 예산은 1991년도에
6억 6,377만엔, 1992년도에 5억 4.707만엔 이었다.

(다) 기능평가촉진급부금
기능평가촉진급부금은 사업내직업능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기능심사인정규정 또는 가내
검정인정규정에 따라 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인정기능심사 또는 인정사내검정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중소기업사업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대하여 지급되며, 지급액은 <표 4-22>와 같다.
기능평가촉진급부금을 위한 예산은 1991년도에 1,000만엔 이었고, 1992년도에는 1,100만엔
이었다.
<표 4-21>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의 지급액

<표 4-22> 기능평가촉진급부금의 지급액

4. 獨 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은 기업과 학교가 상호 연계되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二元化制度(dual
system)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훈련주체가 되어 훈련생을

모집하며 대개 주 4일은 사내 현장실기훈련을 실시하고 주 1일은 時間別 職業學校에서
이론교육을 받게 한다. 이러한 이원화제도하의 직업훈련에는 평균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를 마친 훈련생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專門技能工으로 대우를 받는다. 또한 직업훈련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聯邦政府는 훈련직종, 훈련내용, 교사, 설비 등에 관한 기본 요건만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주정부 및 산별단체, 개별기업에 위임되어 있다(한국무역협회, 1992).
이원화제도의 훈련비용은 기업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능공 1인당
양성비용은 직업학교의 교육기간 3~3.5년간에 약 10만마르크(DM)가 소요되고 있다. 직업학교의
교육훈련비는 연방정부(교사급여), 주정부(시설 및 장비비) 및 지방자치단체(경상운영비)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기업체의 훈련원은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훈련비용 전액을 기업자체
부담으로 운영하여 기업별 평균임금의 2.4%를 훈련비로 투자하며, 훈련생에게는
기업별․학력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월 900~1,200마르크를 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원의 훈련비용은 주정부와 상공회의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최수길, 1992).
독일의 기업들은 이러한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독일 전체의 훈련실시비율(훈련생수/근로자수)은 1975년의 2.3%에서 1990년에는 5.5%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아무런 법적인 의무 없이 직업훈련을 통하여 대량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기업이 인력양성의 주체라는 책임의식뿐만 아니라 自社에서 훈련시킨 기능인이
自社의 일을 더 잘 알고 직업훈련에 투자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과
국가, 더 나아가 청소년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주들의 투철한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1927년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의 관계에 중요하게 관련된 기구는 聯邦雇傭廳(Federal Employment Institute)이다. 이
조직은 1952년 5월 1일에 설립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는 1952년 3월에 제정된 「職業紹介 및
失業保險에 관한 聯邦機構의 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27년
창설된「國立職業紹介 및 失業保險廳」의 조직과 기능을 이어받아 발족한 것이다(이상조, 1988)
聯邦雇傭廳에서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훈련의 촉진, 신체장애자에 대한
산업재활 및 직업재활, 고용기회의 확보 및 창출, 실업급여 및 파산보상금의 지급, 직업 및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등으로 대별된다.
연방고용청의 조직은 크게 自治機構와 執行機構로 나눌 수 있다. 자치기구라함은 雇傭促進法의
규정범위내에서 연방고용청의 자체규정의 제정, 사업 및 예산의 결정, 각종 급여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결정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자치기구는 연방고용청 본부에 이사회와
행정평의회가 있고 지방고용청 및 지역고용사무소에는 각각 해당 운영위원회가 있다. 자치기구의
위원은 명예직으로서 기업주와 근로자, 공익단체 등에서 선발된 同數의 代表로 구성된다.
연방고용청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직업훈련의 촉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방고용청의 職業訓鍊促進事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양성훈련, 추가훈련(향상훈련) 및
재훈련(전직훈련), 직업훈련시설 등을 각각 촉진하는 것이다. 연방고용청의 직업훈련촉진사업은
연방고용청 자체가 훈련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위한 각종 급여금의 지급 등
장려책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성훈련의 促進策은 주로 훈련보조금을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훈련생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훈련비와 생계비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액은 당해 훈련생과 배우자의 수입, 부모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다만 훈련생이 이전에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1년 이상
연방고용청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수입에 관계없이 훈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훈련과 재훈련의 촉진 목적은 직업상의 융통성(향상 및 전직)의 제고, 승진의 촉구, 자격있는
인력의 부족현상 방지 및 실업방지 등에 있다. 이에 대한 보조금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훈련후 취업해야 하고 同 취업의 결과로서 연방고용청에 갹출금을 납부한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同 훈련생이 노동시장의 실정에 비추어 유용한 경우에 지급된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 내지
취미활동의 훈련과정은 연방고용청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보조금은 생계비와 훈련비로 구분되는데 생계비 보조금은 각 훈련생이 훈련받기 이전에 취업시
받던 稅後報酬의 68%(실업급여와 같은 수준)을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에는
70%를 지급한다. 또한 새로 入職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지급한다. 훈련보조비에는
교재대, 교통비, 작업복대와 의료․재해․연금 등 보험료가 포함되며, 특히 원거리 훈련생에게는
주택 및 추가생계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한다. 아울러 기업주에게는 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직업훈련 시설의 촉진책은 훈련원을 갖고 있는 公益性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데 연방고용청은
훈련원의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또는 대부금의 형식으로 지원한다.
사내훈련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최근의 연방고용청의 예산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표 4-23>과 같다.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지출액 중 실업급여 지출액과 훈련부문 지출액의 비율이
1983년의 경우 각각 52.4%와 10.6%였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실업급여 지출비율은 줄어든 반면
훈련부문 지출액은 증가되어 1992년에는 각각 30.3%와 21.9%로까지 변화되었다.

<표 4-23> 중소기업사업주1) 등이 행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5. 外國制度의 示唆點
이상에서 외국의 職業訓鍊分擔金制度를 고용보험의 실시에 관계없이 고수하고 있는 국가와
고용보험에 흡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들 국가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난 1964년 이후 職業訓鍊分擔金制度(Training
Levy)를 운영해 되고 있으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인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7개의
産業訓練委員會(ITB)가 각기 해당부문별로 분담금의 징수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은 훈련보조금(Training Grant)으로 지출되고 있다.
아울러 즉 영국에서는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간섭 없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분담금제도의 운영과 이 기금의 대부분이 다시
훈련보조금으로 환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훈련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민간조직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는 10인 이상의 모든 기업체로 하여금 사업장 임금지불총액의 0.5%에
해당하는 徒弟訓練과 訓練稅(Training Tax)에 해당하는 1.2% 금액의 계속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내직업훈련실시 의무제도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구속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義務費用의 차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직업훈련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동 기간동안 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훈련생에게 훈련에 관한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의 경우는 사업주가 임금총액의 0.35%를 고용보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이는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즉 사업주가 일단 일정금액을
고용보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다시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誘因策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3사업의 각종 급부금이 기업주에게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비용부담과 수혜의 조화를
이루면서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운용되기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의 경우는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주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수의 기업주들이
자체의 인력양성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러한 책임을 정부의 간섭과 규제 등의 탓으로 돌리며
기능인 스카웃에 더 큰 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기업들은 직업훈련을
기업의 장래를 위한 투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당연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은 우리가
깊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외국의 직업훈련제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상호 비교해 보면 <표 4-24>와 같다.

<표 4-24> 사업내직업훈련에 관한 외국제도의 비교

第4節 雇傭保險制度 導入과 職業訓鍊分擔金制度의 調整

1. 우리나라 職業訓鍊의 發展方向
우리나라의 職業訓鍊은 초기산업화과정에서 많은 技能工을 배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며 개발도상국의 성공사례로서 널리 국제적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공공직업훈련원 및 공업고등학교를 통한 정부주도적인 기능인력 양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産業構造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주도적인 기능인력 양성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그 동안 기능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정부주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서 민간기업의 自發性과
創意性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직업훈련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 결과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기능인력양성에 관하여 정부에 의존하는 타성을 낳게 하였으며, 사업내직업훈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창의로운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훈련으로 정착되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우수한 직업훈련교사양성 및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이 우리나라 직업훈련체계의 주류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은 기초훈련 내지 양성훈련 위주였고 재직근로자의 기능수준 향상을
위한 향상훈련․재훈련 또는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필요한 전직훈련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하였다. 원래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내에서 수시로 변동해 가는 기능소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향상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데 최대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함으로써 훈련내용이 기초훈련
또는 양성에 치중되어 왔는바, 그 결과 필요한 인력 이상을 양성하여 다른 기업을 위해 제공해
주는 기업이 많았으며 이것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불만요인이 됨으로써
훈련실시보다는 직업훈련분담금을 선호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적으로 해왔을 기업까지도 직업훈련의무제도하에서
훈련실시기업이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업내훈련제도의 기본정신을 흐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직업훈련대상이 신규 학졸자에 집중됨으로써 여성인력, 중고령인력,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限界勞動力에 대한 훈련이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할 것인바, 이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그 동안 정부는 기능인력의 양성에만 치중하였지 양성된 인력의 適所就業과 취업된
기능인력의 動機誘發을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향상,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인력의 배분․활용․보존의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여 왔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職業安定機能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제도를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력의 형성․배분․ 황용․보존의 흐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가 미흡하여 평생 직업능력의 개발측면에서 上位의 技術이나
技能習得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학력위주의 채용관행과 더불어 대학입시의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 따라서 재직근로자가 계속하여 상위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의 장기 발전방향에 입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기능인력의
양성은 공업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맡도록 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양성․향상․재훈련, 실직자에 대한 전직훈련 등에 特化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 이후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 소위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80년대 중반 이후 종료되고 경제발전에 따른
학력수준의 향상으로 18세 이상 24세 미만의 양성훈련대상 자원이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도 공공직업훈련생의 70~80%가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의 위탁훈련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90년대 중반에는 양성훈련대상자원이 거의 고갈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4-25). 따라서 양성훈련은 단계적으로 교육기관에 특화 시키고 공공직업훈련원 중 2년제
課程은 직업훈련단기대학교 또는 기능대학 등으로 개칭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향상․재훈련에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내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내직업훈련이 지금까지와 같이 義務訓練制度에 이끌려

타율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타성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화하면서 직업훈련을 성실히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재정을 통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사업내 직업훈련이 자율적인 훈련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실시에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직업훈련에 관한 각종 정보
및 교재의 보급, 직업훈련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혜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技能開發센터를 대폭
擴充하여 공공직업훈련이 직업훈련의 직접적인 실시와 사업내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개발센터의 活性化를 통한 민간직업훈련의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4-25> 우리나라의 양성훈련대상 인력자원의 추정

2. 雇傭保險制度의 導入과 職業訓鍊分擔金 및 職業訓鍊促進基金과의 關係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할 경우 能力開發事業의 일환으로 직업훈련과의 연계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행 사업내직업훈련제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및 직업훈련촉진기금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안 :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직업훈련 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고용보험상의 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의무제도와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의무를 계속 유지하며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면제
제2안 :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자발적인 훈련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사용자부담 고용보험료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보험료 징수후 훈련실시기업에 대해
장려금 지급
제3안 : 기본적으로 제2안과 동일하나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되 일정규모 이사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발적인 훈련실시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사용자부담 고용보험료에서 공제하거나 보험료징수 후 훈련실시기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
이하에서는 상기 세 가지 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第 1 案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계없이 현행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고수하고 그 결과
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1안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업 스스로 양성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는 다소 있었다 할지라도 동 제도로 인하여 自意든 他意든 많은
기업이 현재 어떠한 형태든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은 크게 위축되리라는 우려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인력양성에 대한 기업주들의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독일과 일본의 경우
기업주들은 강제적인 '義務' 에 의해서 자체의 인력양성에 적극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독일의 경우는 훈련생이 훈련을 마친 후 자기회사에 남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결국 독일의
기술력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업주들의 인식이 성숙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인 인력양성에 관한 의식은 차치하고, 직업훈련이 의무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소수의 기업이 마지못해 單純工 위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분담금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더구나 자기 회사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필요인력을 스카웃함으로써 부족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주들의
의식수준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주들의 자발적인
인력양생에 기대를 걸고 의무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義務制度를 고수한다고 할 경우 그에 따르는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본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는 그 출발이 기업의 인력양성에 대한 무관심과 지나친 정부의존의
是正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력양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제도를 계속 고수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깊숙한 관여는 필연적으로 되고, 기업은 계곡 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 他律的이 될 소지가 있음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의 의무제도
하에서는 현재 사업내직업훈련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계속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업훈련 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계속 존속시키고 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 의무대상사업장의 노사는 많은 불만을
표시하게 될 것이며 사업내직업훈련제도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의무훈련제도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자율적인 직업훈련제도로 이원화되어 정부의 직업훈련정책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도 직업훈련의무사업장인가의 여부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발생할 수 있다.
나. 第2案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사업내직업훈련의무를 폐지하고 따라서 직업훈련 분담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도 폐지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사용자 부담 고용보험료에서 공제하거나 직업훈련 실기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제2안의 논거로는 사업내직업훈련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업훈련의무제도는 기업에 부담만 줄 뿐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업주들이 앞서 언급된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도외시한 채 업체에서 느끼는 부담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분담금을 인력양성에 대한 촉진적 요소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라고 간주하는 측면이 짙다.
아울러 의무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도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겠다는 기업주와 실시여건이
원만한 대기업에서는 직업훈련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마지못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의무제도의 유무에 관계없이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은 계속 잘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계속 被動的일 것이라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정부에서 주도해 온 사업내직업훈련을 궁극적 목표인
민간주도와 자율적 실시라는 측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의무제도의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의무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재 기업주들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기업이 기능인력 양성은 소홀히 한 채 다른 기업으로부터 인력을 스카웃하여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될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크게 감소하여 단기적으로는
사업내직업훈련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다. 第3案
제3안은 기본적으로는 제2안과 같으나 제2안이 사업내직업훈련을 전면 자율화하는 것이라면
제3안은 단계적인 자율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1993년 현재 기업규모별 사업내직업훈련
실시 현황을 보면 근로자 3,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전체 훈련인원의 83%를 훈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자율화하고 직업훈련이 자율화된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서의 직업훈련 정착과정을 보아가면서 전면적인 자율화의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제3안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사업내직업훈련의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직업훈련분담금 및
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의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직업훈련을 기업 스스로 성실히 실시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3안은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훈련인센티브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풍토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직업훈련의무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업이 직업훈련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직업훈련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으로부터 인력을 스카웃하려는 풍토가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고용보험료에 직업훈련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직업훈련에 관련된 부분을 반납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의 채택이 市場經濟原理에 비추어 볼 때도 합리적인 제도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라. 結語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내직업훈련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내직업훈련의 성격을 살펴본 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직업훈련은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이나 기능이 어느 기업에서나
동일하게 유용하여 훈련 후 어떤 기업에서 일하든지 생산성 향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반적
훈련(general training)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나 기능이 훈련을 실시하는 당해
기업에서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다른 기업에서는 이용가치가 없게 되는 기업특수적
훈련(firm specific training)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훈련은 훈련생에게 어느 기업에서나 공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시키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옮기게 되더라도 더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 훈련을 시킨 기업이 훈련으로 인하여 향상된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을 인상시켜 주지 않으면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반적 훈련을 시킨 기업의 입장에서는 훈련생을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으로 인하여 향상된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을 인상시켜 주어야
하므로 일반적 훈련의 혜택은 모두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반면에 기업특수적 훈련은 훈련을 시키는 기업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시키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오직 훈련을 시키는 기업에서만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가 훈련 후 다른 기업으로 옮기더라도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훈련을
시킨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업훈련을 시키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미 직업훈련을 받아 생산성이 높아진 근로자에게 생산성
향상분의 일부를 임금인상으로 반영함으로써 훈련을 이수한 숙련된 기능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된다. 즉 기업특수적 훈련으로 인한 편익은 결국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며 훈련 후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반적 훈련과 기업특수적 훈련의 효과를 그립으로 보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에서 (a)는 일반적 훈련의 효과를, 그리고 (b)는 기업특수적 훈련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훈련을 받기 전 근로자는 자기의 한계생산물가치(VMPu)에 상응하는 Wu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a)에서 일반적 훈련기간중 근로자는 자기의 생산성(VMPo)에 상응하는 Wo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Wo가 Wu 보다 작은 것은 근로자의 훈련비용 부담이 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훈련은 다른 기업에서도 활용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되므로 훈련후의 임금(Wt)은 훈련후의 생산성에 상응하는 VMPt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b)에서는 기업특수적 훈련을 받는 기간중 생산성은 훈련 전보다 저하되지만 기업특수적 훈련은
다른 기업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그림 4-2] 일반적 훈련과 기업특수적 훈련의 효과

지식과 기능을 배우게 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훈련기간중에도 훈련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즉 Wo는 WMPo보다 크다. 직업훈련후 근로자의 생산성은
VMPt 수준으로 향상되지만 기업특수적 훈련의 성격상 임금은 생산성(VMPt)보다는 낮은 Wt에서
결정되므로 기업특수적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기업에 대하여 자기의 임금수준 이상으로 기여하게
된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특수적
훈련이 실시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훈련의 무제도하에서는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하게 되고 정부에서 정한 직업훈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훈련 실시로 인정받지 못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정부의 직업훈련 기준을 충실히 지키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기업특수적 훈련보다는 일반적 훈련에 더 가깝게 되고 그 결과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좋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이 직업훈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 훈련직종,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을
기업 스스로 선택하여 기업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측면과 우리나라 사업내직업훈련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및 우리나라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도 등을 감안할 때 위의 세 가지 대안 중 세 번째의 절충안을 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기업 스스로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고용보험제도내에 흡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고용보험료로서 사용자 부담으로 갹출한 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보험재정에서 직업훈련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고용보험제도를 직업훈련 유인제도로
활용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내직업훈련이 이제 자리잡히기 시작했음을 감안할 때 일시에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의무'만을 주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3안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 다음
고용보험제도의 정착과 사업내직업훈련 자율화의 정착정도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이 기업특수적 훈련 위주의 사업내직업훈련의 정착과 더불어 자율화에 다른
일시적인 직업훈련 양성인원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제3안과 같이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화하고 직업훈련분담금
및 촉진기금을 폐지할 경우 기존에 채택된 직업훈련촉진기금은 당연히 고용보험재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검토된 세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표로 제시해 보면 <표 4-26>과 같다.

<표 4-26> 각 안의 장단점 비교

第5章
解雇豫告制度 및 休業手當制度와의 關係
第1節 雇傭保險制度와 解雇豫告手當

1. 解雇豫告制度의 意義
市民法原理인 契約自由의 원칙에 충실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평등한 인격자이므로 서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는 사용자든 근로자든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전에 解止의 통고를 하면 이른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민법상의 고용관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든 근로자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통고만 하면 통고후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民法上의 解雇의 自由는 사용자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반면 經濟的 弱者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解雇와 근로자의
任意退職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에 대한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判例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大判 1989. 9. 26, 88다카5475)라고 判示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정신적 타격이 지대하게 될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규제하여야 근로자 보호에 대한 實效性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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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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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적이고 외연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를 했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2. 解雇豫告 違反의 法的 效力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서 규정하는 解雇의 豫告를 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법적
1)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설, 무효설 및 상대적 유효설이 대립하고 있다.
有效說은 근로기준법 제27의 2는 團束規定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의 예고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의 제재는 받을지언정 私法上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無效說은
근로기준법 제27의 2는 效力規定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당연 무효로 해고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相對的 無效說은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해고는
즉시해고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지만 그 후 예고기간이 경과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의 2의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정하여야 하므로 단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68. 11. 26, 서고67누162)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무효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해석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해고하기 위해서는 예고수당의 지급을
즉시해고의 요건으로 보아 그것을 지급하지 아니한 즉시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인가 혹은
즉시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것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고 해고 자체는 유효인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생각컨대 근기법 제27조의 2 제1항 본문 전단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후단은 이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액인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 의하여 형사상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의 예고나 해고수당의 지급제도가 실질적으로 상호 대체적인

돌연한 해고로 인한 생활상의 불의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2 제1항 본문 전후단의 규정방식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예고수당은 해고예고가 결여되어 있을 때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며 이 의무는 동법 제110조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간접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한다면 예고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단순한(무효에 불과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동법 제27조 2에 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즉시해고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과하여진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인 것이지 해고의 요건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유효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 810-807, 1963, 11.13).

3. 解雇豫告期間
가. 해고예고기간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함으로써(근로기준법 제27조2)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예고기간의 연장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해고예고를 한
당일은 계산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되어(민법 제157조)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종료되기(민법 제159조) 때문에 예고일과 해고의 효력발생일 사이에 적어도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30일은 근로일이 아니고 曆日이기 때문에 이 30일 중에 휴일․휴무일 등이
있더라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계산에 따라 근로자를 예컨대 6월 30일부터 해고(이
날의 종료로 해고의 효력 발생)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5월 31일에는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한다.2)
나. 해고예고기간중의 고용관계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래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된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근로자는 노무제공의 의무와 동시에 임금청구권이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 즉시해고와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1) 즉시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단서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기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즉시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둘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 이 중 後者의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2
제2항).
2)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은 제27조의 2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호와 사용자의 부담완화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29조는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4. 解雇豫告手當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쳐서 해고를 하여야 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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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고 社會立法에 의한 통제상의 손해액이라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30일분의 통상임금"이라고 그 금액이 法定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손해액의 법정'만으로
해고수당의 金錢補償的 性格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민법상의
금전적 보상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민법상의 청구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의 지급을 해고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감독행정과 벌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社會法의 일환으로서의 해고예고수당제도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다3)

5. 雇傭保險制度와 解雇豫告手當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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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의 同時受給 문제에 대해서는 肯定說과 否定說이
대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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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否定說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의 감소로 발생하는 생활의 궁핍을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해고예고수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二重給與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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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상당수의 주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전직장에서의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4)
캐나다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은 실업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실업보험법에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정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이중수급을 금지하고 있다.5)
일본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별개로 취급하여 고용보험법상에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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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다수 국가가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고 해고예고수당이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의 궁핍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실업급여의 목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적인
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해고수당의 금액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의 지급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후 적어도 1개월 동안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합할 경우 실업발생전
임금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실업급여 지급의 근본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법을 제정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하여 해고예고수당만을 받게 하고 해고예고수당의 수급이 종료된 시점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석 1) 加藤俊平, 「解雇豫告, ジコリスト」, 『노동법の爭點』, 1979. 224∼225쪽.
주석 2) 林鍾律 「解雇의 法理」, 『法學』, 제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法學硏究所, 1971;
沼田稻次郞, 『노동법사전』, 노동순보사(株), 1979, 12. 617쪽.
주석 3) 林鍾律, 앞의 논문, 78쪽.
주석 4) 朴英凡, 『美國의 失業保險制度』,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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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5) Blaustein, Saul J. and Craig, Isabel, An International Review of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s, The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January 1977. p.53.

第2節 休業手當制度의 關係

1. 休業手當制度의 意義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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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어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받는 수당이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경영상의 원인으로
발생되고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은 임금의 지불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 그러나 휴업기간중에는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2)
있다.
2. 休業手當의 要件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의 귀책사유(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되는 사유)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휴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기된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예컨대 공장의
멸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의 감소,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정지의 경우를 비롯하여
하도급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휴업, 配給流通機構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도 사용자의
효력범위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63. 12. 12, 63다540). 그러나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내에서
休業支拂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범위 이하의 휴업지불을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지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문제된다. 문언상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휴업사유가 부득이하고 휴업수당의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同條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3) 동조의 단서규정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지급의무의 경감 내지 면제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불가항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立證責任은 책임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大判 1970. 2. 24, 69다1568).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大判 1968. 9.17 68누151).

3. 休業手當의 金額
가. 휴업수당의 수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그
수준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상적 기본임금의 100분의 70보다는 많은 금액이 될
것이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은
자유이다.
나. 휴업기간중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

4. 日本에 있어서의 休業手當과 雇傭保險制度의 關係
가. 휴업수당과 실업급여
일본의 경우 휴업수당은 노동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휴업수당의 금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舊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같다. 일본에서는 실업급여의 수준이 임금계층에 따라 하후상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업발생전 임금의 60∼80%로 되어 있는바, 실업수당의 금액이 고임금계층에
대한 실업급여율인 임금의 60%로 되어 있어 휴업수당액과 실업급여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실업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의 청구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의 동시수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一時歸休制와 休業手當

1) 일시귀휴제의 의의

일본의 일시귀휴제란 불황․조업단축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근로자를
일정기간 휴업시키는 제도이다. 일시귀휴제는 一時解雇(lay-off)와 자주 혼용되기도 하지만
일시해고는 장래 경기가 회복되면 재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일시해고하는 제도이다.
일시귀휴제에 있어서는 고용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데 반하여 일시해고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불황기의 고용조정방법으로서 미국에서는 일시해고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오히려 일시귀휴제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해고는 우선적으로 파트타임근로자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행해진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불황기의 고용대책으로서 일시귀휴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며,
일시귀휴중에는 고용관계가 일단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일시해고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의무는 거의 그대로 존속한다.
2) 일시귀휴와 휴업수당
불황기의 조업단축 또는 휴업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불황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의
권고에 따른 조업단축 또는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시귀휴제에 대하여도 노동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서 일시귀휴기간중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일시귀휴와 고용조정조성금
雇傭調整造成金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부득이한 경우에 실업의 예방 및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교육훈련․出向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재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주 등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사유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부득이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불한 휴업수당의 2분의 1(중소기업 사업주는 3분의 2)의 금액을 최고 200일까지
고용조정조성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의 지급 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의 소위
3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고용조정조성금은 고용안정사업에 속한다. 고용조정조성금은
불황기에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일시귀휴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그
일부를 고용보험 재원으로 보조해 줌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효율적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노동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60%라고 하는 휴업수당의 최저기준을 초과하여 최근에는
80%에서 95%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평균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도 사용자의 실질부담은 50%를 넘지 않고 노동기준법상 본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보험에 의하여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조정을 원활히
해주고 있다.

5. 우리나라의 雇傭保險制度 導入과 休業手當
가. 실업급여와 휴업수당
休業手當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어 노무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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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가 없다.
미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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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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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휴업수당간에는 二重受給問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의 지급이 휴업수당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
나. 고용안정사업과 휴업수당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도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으로서 경기변동 또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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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사업활동의 축소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 실업의 예방 및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 재원에서 고용조정지원금으로 지원할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의
부담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1) 掛谷力太郞, 「休業手當」, 『현대노동법구좌』, 第11券, 종합노동연구소, 1983. 55쪽'
金洙福, 『改正勤勞基準法』, 박문각, 1990. 399쪽.
주석 2) 金亨培, 『勤勞基準法』, 박영사, 1990.
주석 3) 金亨培, 『勞動法』, 박영사, 1990. 257∼258쪽.

第6章
其他 關聯制度와의 關係
第 1 節 다른 社會保險制度와의 關係

1. 우리나라의 社會保險體系와 發展過程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험제도에는 醫療保險, 産災保險, 年金保險이 있다. 그 중에서 공무원 및
軍人年金制度는 1960년에 실시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1964년에
실시되었고 의료보험제도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가 7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8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농어촌 도시지역의 의료보험 확대 실시 등으로 사회보험제도가 크게 확충되었다.
이제 90년대 중반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이라는 4대 社會保險制度가 완비되게 된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산재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보상제도로서 1964년 7월 제도시행 당시에는 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의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나 19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건업을 추가하였고 상시
2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며, 1966년에는 상시 150인 이상 사업장, 1968년에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1972년에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1973년에는 상시 16인 이상 사업장, 1982년에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1988년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적용대상 사업에 있어서도 1969년에 건설업, 수도 및 위생설비업, 상업통신업,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1983년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과 중개업을 추가하였으며 1991년에는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을 추가하여 1993년말 현재는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醫療保險制度는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출발하였다. 실시 초기에는
의료시설의 부족과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임금소득계층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1979년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1981년 1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1982년 12월에는 16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1987년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1988년 1월에는 농어촌 지역에, 그리고 1987년 7월에는
도시지역에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1989년부터는 전국민 醫療保障體系가 달성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公的年金制度는 1960년부터 실시된 공무원연금제도를 효시로 하여 군인연금(1963년)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1975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國民年金制度는
1973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실시가 보류되어 오다가 1986년말에 국민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年金給與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1988년의
제도도입 당시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199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였다.

2. 適用範圍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피용자의 경우 1992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의료보험의 경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별도의 의료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경우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각각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입연급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지역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사회보험체계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제외에 있어서는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등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들은
고용관행상 임금 및 고용에 관한 자료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보험료 갹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고용이 불규칙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금융보험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바, 현재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산업은 산재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들 산업종사근로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의 당연적용대상과 같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 지가 매우 일천하여
현실적으로 보험료 징수 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적용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도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일반 피용자의 경우)

3. 保險料 및 給與算定基準이 되는 報酬
醫療保險은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하고, 國民年金은
국민의 노령․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年金給與를 실시하며, 産災保險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한다. 다만, 이들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계산을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사용하고 있고(의료보험법 제12조, 국민연금법 제75조),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20조).
현행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의 보험요율 및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비교하면 <표 6-2>와
같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요율 산정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월액은 보험료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근로자)에게 매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보수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서 기본급, 직책수당, 출납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판매수당, 교통비보조, 식비보조,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연장근무수당 등 여하한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무의 대가로 받는 것이면 모두
보수에 해당된다. 그러나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일․숙직수당,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및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시

<표 6-2> 현행 사회보험제도별 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등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평균보수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 가입자 전원의 표준보수월액 총액을 그 사업장 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4조, 제6조). 따라서 표준보수월액은 임금총액과는 다소 달라지게
되며 평균보수월액도 평균임금과는 다소 달라지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의료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보면 <표 6-3>과 같이 1등급 7만원부터 53등급
200만원까지로 보수등급별로 표준화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는 표준보수월액 상한을
200만원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는 상한액이 없이 월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인 경우 만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표준보수월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개념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고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서 임금총액 또는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관리․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상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과
같이 임금등급별로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시행령상의 표준보수월액표는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로서 그대로
활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월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보수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준은 자연적으로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다.

4. 財源調達
의료보험의 재원조달방식은 보험료에 의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각 의료보험조합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사가 50%씩 부담하고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50%, 학교 30%, 국고 20%씩 부담하여, 지역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는
전액 피보험자 부담이고 국고에서는

<표 6-3>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관리운영비 전액 및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총소요금액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의
3∼8% 범위내에서 조합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비에 대한 비용부담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노사가 50%씩 부담하는 갹출료로
충당하고 관리운영비는 국고로 충당하며,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갹출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연금갹출료의 구체적인 부담방법은 <표 6-4>와 같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20조). 즉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부담한다. 그런데 보험요율은 法定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도마다 사업종류별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保險收支를 감안하여 이를
數等級으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5. 管理運營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업의 관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은
부담과 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원, 소득파악률, 의료이용률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組合
또는 公團을 구성하여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직장근로자는
사업장별․지역별로 조합을 설립하고,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지역 근로자는 공단을
설립하며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는 각각 시․군․구별로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한다. 그러나 연금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갹출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민연금사업의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업무의 세부적인 집행도 노동부
노동보험국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업무는 기본정책뿐만 아니라
세부집행에 대해서까지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표 6-4> 국민연금갹출료의 부담방법

6. 旣存 社會保險制度와 雇傭保險制度의 關係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므로 이들과
고용보험제도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할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임금, 고용기간
등 관련자료를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로서 국민연금제도상의 표준보수월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의
징수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갹출료와 함께 징수하여 계정을 달리 함으로써 관리운영비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는 일본의 경우 1984년 7월까지는
임금총액개념을 사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기준을 사용할 경우 실업급여 수준이 과세후 임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며 상여금 등은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실업금여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1984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요율 산정 기준은 임금총액으로
하되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독일은
고용보혐요율 산정 기준을 임금총액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실업발생전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등 초과근무수당, 휴가비,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 갹출료를
공제한 純所得(Pauschalisiertes Nettoarbeitsentgelt)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요율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기준을 총액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율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요율 및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개념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미 국민연금제도의 틀
속에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되어 있고 국민연금법시행령상의 표준보수월액표가 임금계층별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제도상의 표준보수월액표를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산재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보험료 징수는
임금총액으로, 급여지급기준은 평균임금(평균임금의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과거 12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으로 하여 산재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것이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시행령상에는 임금계층별로 보수월액을 5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 보수월액의
평균임금액을 표준보수월액으로 산정한 '等級別 標準報酬月額'이 결정되어 있다. 표준보수월액은
제1등급의 7만원을 하한으로 하고 제53등급의 2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상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준으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의 임금상승으로 하위등급은 최저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법상의 返還一時金과 실업급여의 관계에 대해서
중복수급의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의 급여는 크게 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반환일시금은 ①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②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③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④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에 그동안 불입했던 금액에 일정률의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에서 반환일시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첫째,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고 둘째, 국민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거나 미약하고 셋째, 적용범위가 한정적인 초기에는 생애기간을 통한 가입기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
여기서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그 결과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와의 중복문제이다.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실업 등에 의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과 실업급여의 이중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실업급여의
최장지급기간을 210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와 반환일시금제도간의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는 60세 이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의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석 1) 민재성外,『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1.

第 2 節 失業者雇傭促進訓練制度와의 關係

1. 失業者雇傭促進訓練制度의 目的 및 沿革
失業者雇傭促進訓練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 및 중․고령자 등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고용의 촉진을 기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인력난 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지침 제1조).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985년 노동부 업무보고시 실업 등에 따른 遊休人力의 재활용체제를
구축하라는 大統領의 指示와 1986년 노동부 업무보고시 轉職訓練 등을 통하여 실직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 직업안정법 제17조의 5에 근거한 失業對策事業 및
동법 제2조의 1에 근거한 職業輔導事業의 일환으로 1986년부터 실시되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轉職訓練은 1986년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실시된 바 있었다. 1980년에는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자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자등을 대상으로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야간과정의 전직훈련을 실시하였고, 1982년에도 영세민에 대한 전직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이들 훈련에 있어서는 훈련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훈련생 모집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수료후 취업알선의 미흡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6년부터 시작된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은 1980년과 1982년에 시행된 바 있었던 실업자
전직훈련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1985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업훈련에 대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훈련대상․훈련기간․훈련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1986년 시행 당시에는
실직자 전업촉진훈련이라 하였으나 1987년 1월부터는 실업자 전업촉진훈련으로, 1987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2. 訓練內容
가. 훈련의 종류와 기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제조업 및 건설부문에 대한 3월 또는 6월 과정의 정규직업훈련과정, 고령자
및 주부가 취업하기 용이한 직종에 대한 1월 이내의 단기적응훈련과정,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으로
구분된다(고용촉진훈련사업시행지침 제5조).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정규직업훈련과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단기적응훈련과정과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규직업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훈련대상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훈련대상은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 그동안 다소의 변경은 있었으나 기본적인
훈련대상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바, 1992년 2월 1일 개정된 현행 고용촉진훈련사업시행지침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규직업훈련과정의 훈련대상은 다음과 같다.

-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자(해외취업 귀국자 포함)
-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중․고령자 또는 비진학청소년으로서 통․반장이 추천한 자
- 고교졸업 예정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타 실직자,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 장병 등 훈련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자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희망직종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실제 훈련생의 선발은 등록된 훈련희망자 중에서 훈련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일 이전 1년 이내의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용촉진훈련사업시행지침 제12조 제1항).
고용촉진사업의 실제 훈련실적을 보면 훈련인원이 1988년 이후 1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훈련희망자는 1만 5천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훈련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훈련희망
등록자의 약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는 중도탈락되어 실제 수료인원은
훈련위탁인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훈련수료후 실제 취업된 인원은 수료인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표 6-5 참조). 따라서 실제 위탁인원 중 훈련을 수료하여 취업한 인원은 훈련위탁
인원의 약 60%에 그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위탁된 인원 <표 6-5>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모집 및 수료 현황

자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20∼29세가 약 35%를
차지하여 전체 훈련생의 대부분이 젊은 연령계층이며 40세 이상의 연령계층은 5% 이하에 그치고
있다. 훈련대상자의 학력별 분포에 있어서는 고졸 또는 고교중퇴자가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중도탈락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탈락사유와 그 시기를 보면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곤란으로 인한 탈락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도취업 등에 의한 기타
탈락사유와 퇴교로 인한 탈락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기별로 보면 훈련초반의 탈락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훈련생의 취업은 주로 훈련기관의 취업알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기관 소재지에 취업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자영업을 영위하는 비율도
1990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6-6>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위탁인원의 특성별 분포

<표 6-7>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수료인원의 특성별 분포

<표 6-8>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취업 및 탈락자 분석

다.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훈련은 취업이 용이하도록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는 훈련 위주로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3월 또는 6월 과정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직종은 훈련을
이수한 후 취업이 용이하고 자영이 가능한 직종과 향후 성장잠재력이 있는 직종으로서 당해
지역의 구인․구직상황, 직업훈련기관의 수용능력 및 훈련생의 훈련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 훈련직종은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정비분야에 대한 훈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굴삭기 운전과 지게차 운전 등 일부직종이 위탁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 훈련기관
고용촉진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훈련은 인정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표 6-10 참조).
마.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
훈련수강료는 훈련생 1인당 월 5만원을 위탁한 훈련기관에 월별로 지급하고,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훈련생의 연령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바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액의 변화추이는 <표 6-11>과 같다. 훈련수당은 50%이상 출석하여 훈련을 받은
훈련생에 한하여 그 출석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3. 失業者雇傭促進訓練과 類似訓練制度와의 調整
실업자고용촉진훈련사업 이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및 농어민 직업훈련제도가
있는바, 이들은 훈련대상 및 목적이 유사하나 주관부처 및 훈련비용 지원액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관련 각종 직업훈련사업은 주관부처
<표 6-9> 고용촉진훈련 직종별 현황(1992)

<표 6-10>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관별 실시 현황 및 훈련직종수

<표 6-11>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의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 변화추이

가 상이하여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처별
분산실시로 인한 직업훈련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생에 대한 부처별 훈련지원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훈련지원금이 적은 훈련은 기피하는
등 훈련대상자 선정 및 사업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露呈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하여 고용촉진관련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노동부가 주관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실업자고용촉진훈련,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비진학 청소년 직업훈련 등

일반회계사업의 직업훈련은 노동부 예산으로 통합․이체하고, 농어민 직업훈련, 무직청소년
직업훈련 등 基金支援事業은 주무부처가 노동부와 협의하여 예산집행을 하도록 고용촉진관련
훈련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용촉진관련 훈련사업의 운영방향에 있어서도
정규훈련은 청소년,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능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으로서
생산직종 중심으로 3월∼1년의 훈련과정으로 하고 단기훈련은 주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즉시
취업가능한 직종의 단기훈련으로서 서비스관련직종 중심으로 1주∼3월의 훈련과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4. 失業者雇傭促進訓練과 雇傭保險制度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등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실업자 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등 고용촉진관련 훈련사업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능력개발사업의 일부로 통합․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급여의 지급 이외에 능력개발사업과 직업안정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雇傭促進訓練事業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제도의 체계내에서도 현재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일정기간 근무한 실업자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훈련수당 대신 실업급여의 지급과
고용보험제도에서 정한 훈련촉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이외의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현재의 훈련수당 및 훈련수강료에 상당하는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
<표 6-12> 저소득층 및 농어민을 위한 각종 직업훈련사업 비교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5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중의 하나로서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표 6-13> 고용촉진관련 훈련사업의 훈련대상자별 경비지원 현황

및 수료생을 훈련대상별로 보면 <표 6-5>와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곤궁자가 전체
위탁인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휴․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자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자와 갱생보호자 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훈련대상
第3節 高齡者 및 障碍者 雇傭促進制度와의 關係
1. 高齡者雇傭促進制度와 雇傭保險制度
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소득증가 등에 힘입어 출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표
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975년에는 3.4%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에는 5.0%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7.0%에 도달하며 2020년에는 12.5%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는 高齡化社會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4> 인구노령화 추이(1975∼2020)

한 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국가를 老齡人口國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14%로 倍加되는
데 소요되는 倍加年數가 <표 6-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14%로 되는 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0년, 독일은 45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 및 고령자 고용실태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기업에서 55세
停年制를 채택하고 있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들의 고용촉진문제가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의 고령화는 정부에서 지출하는 社會保障費用을 증대시키고,
가계측면에서도 醫療費의 支出을 증대시키게 만든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雇傭政策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고령자의 증가는 이들의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경제발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표 6-15> 주요국의 인구노령화율 배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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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主的인 福祉를
도모하고 90년대에 들어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의 단순인력의 구인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31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이 5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5세 이상을
취업촉진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國際勞動機構에서는 연령 때문에 고용과 직업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모든 근로자를
고령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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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산업체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과 사업주의 고령자의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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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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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9월에 고령자 적합직종 중에서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선권장 7개 직종을 중점 지도하여
고령자의 채용을 확산시켜 나가며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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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및 제19조, 동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7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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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고용비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4년 동안의 고령자 고용추이를 보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16 참조).

<표 6-16>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 고용추이(1988∼92)

한편 고령자 고용비율별 분포를 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권장하는 기준고용률 3%를 넘는
사업장은 22.9%에 지나지 않으며 고령자 고용비율이 1% 미만인 사업장이 48.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17 참조).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황을 <표 6-1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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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표 6-17> 고령자 고용비율별 사업체분포(1992. 7. 1 기준)

<표 6-18>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추이

<표 6-19>5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1990)

<표 6-20>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제도 실태(1992. 7. 1 현재)

자는 2,745천명으로 55세 이상 인구 5,350천명의 46.2%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고령인력은
농림․어업부문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9 참조).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 현황은 1990년 현재 64%의 기업에서 55세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20 참조).
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
일본은 1975년 실업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한 이후 고용보험사업 중 직업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성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 고용비율이 6%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연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61세 이상까지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연령자고용확보조성금을 지급하며,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년퇴직자를 퇴직 당시의 사업주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퇴직금 등 고용촉진조성금을 지급하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유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업주에게는 고연령자고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며, 1년 이내에 정년 등에 따라 60세 이상의
연령에 퇴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고령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공공직업훈련을 수강하게
하고, 훈련기간중의 임금을 지불한 사업주에게는 정년퇴직예정자 등 재취직원조촉진조성금을
1)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내에서의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성제도와 병행하여
1986년에는 「고연령자 등 고용안정법」을 제정함으로써 고연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의 결과 일본 기업의 정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표 6-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년에는 55세 정년자를 채택하는 기업이
52.0%이었으나 1988년에는 23.6%로 감소한 반면, 60세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1974년의
32.4%에서 1988년에는 55.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일단 퇴직이나 정년후의
고령자들이 취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원천적으로 정년제도를 연장함으로써 고용이 곧 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근무연장제도나 재고용제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표 6-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년퇴직 대상자에 대한 근무연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21.9%에 이르고 있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이 41.6%에 이르고 있으며, 양 제도를
병용하는 기업도 10.0%에 이르

<표 6-21> 일본기업의 정년제 변화추이

<표 6-22> 일본의 정년퇴직자에 대한 산업별 근무연장제도 및 재고용제도 현황

고 있어 정년퇴직자에 대한 근무연장제도 또는 재고용제도를 두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고령자고용촉진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추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00년대에는 고령자의 고용촉진문제가 고용정책에 있어서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자 고용실태는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사용자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의무도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고령자강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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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에 대한 유인제도가 없이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내에 포함하게 되면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상호 연계하에 운영되게 될 것이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고령자고용촉진의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이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障碍人雇傭促進制度와 雇傭保險制度
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과 경제활동상황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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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世界保健機構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을 10%로 추정한바 있고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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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21%로서 장애인 총수는
1991년말 현재 95만 6천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장애원인별로는 90% 이상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출생후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전체의 약 48%인 45만
8천명이고, 시각장애인이 19.5%인 18만 6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주거형태별로는
시설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97%인 19천명이고, 대부분은 在家障碍人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23 참조).
한편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계층에 속하는 88만명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43만 6천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44만 4천명으로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5%에 지나지 않아 이들은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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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취업자비율은 67.3%이고 실업자
비율이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외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1) 개요
구미제국에서 傷痍軍警을 제외한 일반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제도가 실시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당시의 장애인 고용대책은 주로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훈련과 직업소개에 한정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선진각국은 장애인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용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徵兵制度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던
정신장애인의 실태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종전까지 주로 신체장애인에게 한정되었던
장애인 고용대책이 정신장애인 등에게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2)
계기로 하여 선진제국에서는 장애인 고용대책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제도는 1983년의 직업재활 및 고용장애인에 대한 ILO協約(제159호)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바,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표 6-23>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표 6-24>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1992년말 현재)

촉진제도의 유형을 보면, 크게 일정비율의 장애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할당고용제도(quata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장애인에 대한 할당고용제도는 없으나
장애자의 능력개발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나라로 대별될 수 있다.

2) 할당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정부, 공공단체 및 민간기업이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할당고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도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로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있으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운영하는 나라로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있다.
독일은 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총수의 6%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10%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근로자 2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1.5∼1.9%로 차등화되어 있다(표 6-25 참조). 독일과 프랑스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여타국가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장애인의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의 원인과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능력의 감퇴 정도에 따라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상당부분 상실한 경우는 모두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할당고용제도에 의하지 아니한 장애인고용촉진제도
自由主義的인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市場主義的 經濟原理에 입각해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일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상인과 마찬가지의 균등한 고용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표 6-25> 각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스웨덴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률은 제정하지 않고 장애인 및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당국이 사업주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자발적인 협조하에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된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을 첫해에는 75%, 둘째 해에는 50%, 3∼4년째에는 25%를
국가에서 보조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많은 制約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고용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 및
공개채용인원의 각각 2%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총수의 2%(기준고용률)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법 제34조, 35조)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초과고용하는 장애인수에 비례하여 사업주에게 雇傭支援金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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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장애인고용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障碍人雇傭促進公團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운영,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障碍人雇傭促進基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도급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의 기준고용률은 동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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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수를 근로자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의무대상 사업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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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5천원, 1993년도분의 경우 월 69천원) 이하로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월단위로 산정하여 연간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992년 7월 31일 현재 장애인고용지원금 지급 사업체는
142개 업체로서 3억 8,300만원이 지급되었다(표 6-26 참조).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일정기준(1991년의 경우
2% 이상, 단 최저 3인 이상이어야 함)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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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합계액을 지급하고 있다.
1992년 7월 31일 현재 1991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8개 업체에 8,300만원이 지급되었다(표
6-27 참조).
한편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직업사회적응 및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7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장애인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상시 10인 이상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도록 하여(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간한 법률 제53조) 장애인의
직업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표 6-26>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1992. 12. 31 현재)

<표 6-27> 장애인고용의무대상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1992. 6. 현재)

라.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1992년 6월 현재 장애인고용의무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이행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의무대상사업체
2,220개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수는 8,648명으로서 고용의무인원인 33,559명의
25.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27 참조). 또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7,136명으로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82.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청각․언어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현황을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300∼499인 사업장은 업종별 적용제외자를 뺀 적용대상 근로자수의
0.55%인 데 반하여 3,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근로자수의 0.29%로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무대상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표 6-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220개소 중
제조업 1,001개소(45.1%), 건설업 568개소(25.6%)로서 전체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적용대상 근로자수에 있어서도 제조업 1,191천명(55.1%), 건설업 328천명(15.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별 장애인고용자수에 있어서는 제조업 5,489(63.5%), 운수업 569명(6.8%), 건설업
477명(5.5%), 교육업 436명(5.0%), 금융업 426명(4.9%) 순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을 행하고 있는바, 1992년 상반기 중의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표 6-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求人이 4,310명이고 求職이 2,756명으로서 구인인원이
구직인원에 비해 1.5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애인이 아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직업지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1992년 상반기중의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2,472명인 데 이 중 실제
취업이 된 장애인은 715명으로 취업률은 25.9%를 나타내고 있어 취업알선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2년도 상반기중의 장애인 취업알선 상황을 보면 <표 6-2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학력별로는 고졸수준이, 기능정도별로는
미숙련기능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18∼30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다.
취업이 결정된 장애인의 임금수준도 40만원 이상은 전체 취업자의 26.7%인 191명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20∼40만원의 저임금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장애인고용촉진제도와 고용보험제도
일본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표 6-28> 업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1992. 6. 현재)

<표 6-29>1992년도 상반기중 장애인 취업알선 현황

제2항에 규정된 신체장애인을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근로자로 고용하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고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을 장애인을 상용근로자로 고용한 후 1년간 지불한 임금의
4분의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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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일본과 같이
장애인을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1991년도분의 경우 장애인고용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월 6만원이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인당 월 3만원으로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은 낮은편이지만 지급기간의 제한이 없이 매년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1년 동안만
지급되는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과 구별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은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재원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이 비록 낮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진기금도 조성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유인제도를 중복적으로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내에서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을 포함할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장려금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금액에
있어서는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석 1)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내에서의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성제도에 대해서는 柳吉相,
『日本의 雇傭保險制度 硏究』, 1992. 182∼186쪽을 참고할 것.
주석 2) 松井亮輔, 「各國의 障碍人 一般雇用」, 법무부 법무자료 제22집 『障碍人 福祉法制』,
208∼245쪽에서 재인용.

第4節 其他 各種 基金과의 關係
1.우리나라의 各種 基金 現況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
있는바, 이는 豫算會計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이 관리하는 '政府管理基金'과
정부관리기금 외의 기금인 '民間管理基金'으로 구분할 수 있다.(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1992년 현재 정부관리기금은 총 44개로서 미조성기금 6개를 제외한 38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1993년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신규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1993년에는 44개 정부관리기금 중
39개가 조성되고 5개 기금이 미조성될 것으로 있다. 한편 민간관리기금은 1992년 현재 51개가
있는바, 이 중 42개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9개는 미조성상태에 있다(표 6-30 참조).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36개 기금별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표 6-31>에 나타나 있다. 1993년도 정부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36조
5,108억원으로서 1993년도 일반회계예산 38조 500억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에 이르고 있다.
또한 42개 민간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표 6-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에 5조
2,452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정부관리기금 및 민간관리기금은 그 운용규모의

방대성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지대함으로 인하여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1년도 12월 31일「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정부관리기금과 공공성이 큰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 6-30> 우리나라의 각종 기금 현황
(1) 정부관리기금 현황

(2) 민간관리기금 현황

<표 6-31> 정부관리기금의 기금별 조성규모(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기금)

<표 6-32> 민간관리기금의 기금별 조성 및 운용 현황

<표 6-32>의 계속

2. 各種 基金과 雇傭保險制度와의 關係
39개 政府管理基金과 42개 民間管理基金 중 성격상 고용보험제도와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기금의 성격상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거론되는 기금으로서는 정부관리기금으로서 석탄산업육성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이 있고, 민간기금으로서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석유사업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이 있고, 민간기금으로서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석탄산업안전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아직 기금조성은 되지 않고 있지만 민간관리기금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기금과 기능장려기금은 고용보험제도와 다소의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직업훈련촉진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고용보험제도와 관련을 가질 수 잇는 여타 基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석탄산업육성기금은 석탄산업법 제28조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서 석탄의 정부 비축과 夏季貯炭을
통하여 비상시 및 월동기 석탄수급 안정을 기하고 석탄산업 시설의 개선 및 공해방지시설자금
지원 등으로 석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석탄산업법 제28조).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에는 특정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은 포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석탄산업육성기금은 고용보험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동 기금에서는 비경제성 탄광의 폐광에 따른
소요비용의 지원 등 석탄산업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에서 斜陽産業의
고용조정지원을 위하여 整理解雇의 대상이 되는 잉여인력을 교육훈련시켜 다른 부문에
배치전환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양산업의 정리
자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고용보험사업의 범위를 넘는 일반 산업정책의 소관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석유사업기금도 고용보험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기금인 석탄산업안정기금은 석탄산업법 제29조에 의하여 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폐탄광에 대한 정비사업,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역시 고용보험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금,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중소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며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도 고용보험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각종 기금 중 직업훈련촉진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기금은 없다. 따라서 이들 기금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일반 산업정책을 위한 기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각종
기금에 대한 정비 또는 통폐합 문제는 고용보험제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기금조성은 되고 있지 않지만 민간관리기금으로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14조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기금과 기능장려법 제16조에 의한 기능장려기금은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기금은 한국산업인력관리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직업훈련교사양성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대한 出捐金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14조). 그런데 고용보험제도내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직업훈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직업훈련사업은 고용보험제도의 체계내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고용보험재정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기금의
별도 설치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능장려의 일환으로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기능장려기금도 아직까지
기능장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제도의 능력개발사업에서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誘因制度를 실시하게 될 경우 기능장려사업과
고용보험사업이 상호 연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능장려기금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없이 고용보험제도내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第7章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에서 실시할 고용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된 雇傭保險硏究企劃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고용보험법(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다.
본 연구는 이미 1992년말에 1차 완료되어 정부에 제출된 바 있고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도
필자의 견해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안)에 이미 상당 부분 수용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제6장까지 다룬 관련제도와의 조정방안에 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退職金制度와의 關係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社會保險制度가 시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兩者의 기능을 보완하는 중요한 法定 勤勞福祉制度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88년부터 國民年金制度가 시행되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고
1995년부터 雇傭保險制度가 시행되게 되면 퇴직금의 失業給與的 성격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법정퇴직금제도와의 조정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사회보험제도가 완비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법정퇴직금제도를 任意制度로 전환하여 기업의
실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기업연금제도 또는 퇴직일시금제도 등으로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年金受惠는 시행후 20년이 경과한 2008년부터 발생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제도의 임의제도로의 전환은 곧 퇴직금제도의 소멸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법정퇴직금제도가 우리나라 근로복지제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바로 임의제도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정퇴직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갹출료로 전환한 先例대로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동시에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적립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職業訓鍊分擔金 및 職業訓鍊促進基金과의 關係
우리나라에 시행할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급여 외에도 근로자의 생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의 밀접한 연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업내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사업내직업훈련제도의 변화와 직업훈련분담금 및 촉진기금과의 관계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직업훈련분담금제도와 직업훈련분담금을 主財源으로 하는 직업훈련촉진기금은 우리나라
사업내직업훈련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내직업훈련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의무제도가
있었기에 많은 기업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업훈련의무제도는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여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사업내직업훈련을 경직화시킴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에게는 準租稅的인 것으로 인식되어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사업내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내훈련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기업
스스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각종 지원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화하고 현행 직업훈련분담금 상당액을 고용보험료에 포함하여 갹출한 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내직업훈련을 자율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직업훈련실시기업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분간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병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解雇豫告手當과의 關係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解雇豫告手當은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의 입법취지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의 궁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의 취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실업급여와의
중복수급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각국의 立法例가 다양하여 法論理的으로도 의견이 대립될 수
있으므로 결국 고용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의 동시수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적어도 1개월간은 실업발생전의 임금
수준을 상회하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종료일로부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발생하도록 고용보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4. 休業手當制度와의 關係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중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신청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와 휴업수당간에는
이중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고용보험제도와 휴업수당과는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으로서 경기변동 또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근로자를 일시휴업하도록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서도 일시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고용보험재정에서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조정조성금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경기침체 등에 의한 실업의 발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경기가 회복되면 휴업중인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도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재정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제도는 기업의 휴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휴업수당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5. 다른 社會保險制度와의 關係
현행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제도가 있는바, 이들은
고용보험제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적용대상과 고용보험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원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와 새로 도입할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동일하게 될
경우 피보험자의 임금, 고용기간 등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 관리,
보험급여수준의 결정 등에 활용할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별로 관리운영기구가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직을
통폐합하여 별도의 社會保險廳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가 수반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사회보험청의 신설이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료산정 및
실업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표준보수월액의 개념을
사용하거나 산재보험 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임금총액개념을 원용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민연금법상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실업급여수준
결정의 기초로 삼을 경우 실업급여수준의 최고한도를 자연스럽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失業者雇傭促進訓練制度와의 關係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자 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능력개발사업의 일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는 훈련대상자의 일부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자고용촉진훈련사업에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지급과
고용보험제도에서 정한 훈련촉진수당을 지급받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7. 高齡者 및 障碍人 雇傭促進制度와의 關係
우리나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해 볼 때 고령자 및 장애인과 같은 정상적인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근로자의 고용을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들 한계근로자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義務雇傭制度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직업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되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와 사회정책적인 고려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제도를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할 경우 현행 고령자 및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되게 된다. 그러나 이미 障碍人雇傭促進 公團이 설치․운영중에
있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조성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誘因制度를 고용보험제도내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8. 기타 各種 基金과의 關係
우리나라에는 특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9개 政府管理基金과 42개
民間管理基金이 설치․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직업훈련촉진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기금조성은 되고 있지 않지만 민간관리기금으로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기금과 기능장려기금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보험제도내에
흡수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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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硏究企劃團 設置經緯 및 構成現況

1. 設置 經緯
․1991. 8. 23: 經濟長官會議에서 第7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期間 後半期中 雇傭保險制度 導入
決定
․1992. 3. 9: 人力政策審議委員會에서 韓國勞動硏究院(KLI)에 雇傭保險硏究企劃團 設置 計劃
報告(經濟企劃院, 勞動部)에 따라 設置議決
․1992. 5. 18: 雇傭保險硏究企劃團 發足

2. 設置目的
․ 우리 나라에 導入할 雇傭保險制度 模型開發 및 關聯硏究 遂行

3. 構成現況

․團長: KLI 원장
․委員: 26명(KLI 6명, 大學敎授 13명, 他出捐機關 4명, 其他 3명)
․硏究班 構成: 模型開發硏究班 등 4個 硏究班과 總括調整班

4. 運營
․各 硏究課題別로 硏究責任者를 選定하여 硏究課題 遂行
․硏究內容에 대해서는 企劃團의 座長․幹事 會議, 各班別 會議 및 全體會議에서의 討論을 거쳐
意見收斂
․勞․使․政 代表는 諮問委員으로 企劃團 會議에 參席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意見 開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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