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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社會保障制度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社會保險은 크게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제도를,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를,
그리고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하였지만 고용보험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주로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최근에 소위 3D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직근로자가 부족한 반면
대졸자의 취업난이 병존하고 있고 또한 고급인력의 공급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遊休勞動力으로 활용되지 못하던
가정주부들의 취업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직장알선망 및 전문직업교육의 부재로
이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경제는 國際化 및 開放化로 분업이 더욱
촉진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構造的 失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斜陽産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생성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들이 실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외에도 시장경제에서의 경기변동에 의한
실업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기․재정․통화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업이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1995년 6월을 목표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적합한 고용보험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필요한
제반연구를 수행하도록 1992년 5월 18일 雇傭保險硏究企劃團을 韓國勞動硏究院에 설치하였다.
한편 고용보험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의 대표적인 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日本 및 美國制度에 관한 연구에 이어 獨逸雇傭保險制度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독일의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보험의 차원을 넘어서 근로자의 능력개발, 고용․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복리증진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고용보험제도의 변천과정,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적합한 고용보험제도
모형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國銀經濟硏究所의 金相鎬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저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특히 독일 연방고용청의 Friedrich
Buttler 교수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柳吉相 박사는 연구수행과정 동안
필요한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건대의 金元植 교수 및 노동부의 張信喆 사무관은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또한 열의를 가지고 자료정리를 해 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문희 연구조원과 朴贊暎
팀장을 비롯한 出版팀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著者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1993년 9月
雇傭保險硏究企劃團
團長金大模

第1章
序論
社會保險은 社會保障制度의 한 부문으로서 주로 保險原則에 입각하고 있으며 年金保險,
醫療保險, 雇傭保險 및 産災保險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1964년에
産災保險制度를, 1977년에 醫療保險制度를, 그리고 1988년에 國民年金制度를 각각 도입하여
福祉國家를 향한 기본틀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실업률을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서 실업이 별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雇傭保險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雇傭保險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1) 그러나 資本主義 市場經濟에서의 실업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기․재정․통화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실업을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國際化로 빠른 속도의 産業構造變化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UR 협상의 결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構造的 失業은 점차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최근에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근로자들의 向上敎育 및 再敎育을 포함한 職業敎育을 촉진하고, 직장알선을 주선하며,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대체하는 現金給付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생계의 압박없이 본인이 취득한 기술수준에 맞는 직장을 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교육수준 이하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勞動力 配分의 효율성을 높이며
직업교육 촉진 및 직장알선과 함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1995년 중반을 목표로 雇傭保險制度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고용보험을 실업후의 단순한 현금급부 지급에 국한하지 않고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일환으로 실업의 예방 및 직업교육 촉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를 소개 및 분석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의 설정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20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독일 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천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독일
경제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제3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社會保險을 도입한 독일의
社會保障制度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고용보험에만 관심이 있는 독자는 제3장을 생략하고 읽을 수도 있음).
제4장에서는 20세기초에 독일에서 고용보험이 도입된 배경 및 도입 초의 재정위기 문제를
다루어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1969년에 제정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골자로 한 雇傭促進法이 제정된
배경 및 이의 勞動市場政策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현행 독일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聯邦雇傭廳의 조직 및 직원을 중심으로 연방고용청의
제반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루었으며, 제8장에서는 統獨의 역사적 사건에 직면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였나를 고찰함으로써 장래의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을 유도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독일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을 요약한 후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기본도입방향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주석1) 독일어의 Arbeitslosenversicherung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실업보험이지만, 독일제도는
1927년 제도도입 당시에는 실업 후의 現金給付 지급위주의 事後的 구제차원에서 출발하여
1969년의 雇傭促進法(Arbeitsförderungsgesetz) 도입을 계기로 실업의 예방 및 직업교육 촉진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현행 독일제도는 失業保險보다는 雇傭保險으로
번역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法律制定을 번역할 때는 실업보험으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적용되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雇傭保險으로 칭하도록 하겠다.

第2章
獨逸의 經濟發展과 勞動市場
第 1 節 20世紀의 獨逸經濟 發展過程

20세기의 獨逸經濟 發展過程을 바이마르공화국 시기(1918∼33), 나치정권 시기(1933∼45),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1981년
11월) 독일에서는 지금까지의 君主制 대신 議會民主主義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마르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 초창기에는 무엇보다도 퇴역한 군인들이 사회로 돌아오고
군비수요가 줄어들어서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패전으로 인한 승전국에 대한 배상 및
기타 규제들로 독일 경제는 마비되었고, 독일 초유의 높은 物價上昇이 이에 더해졌다.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다음의 숫자가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19년에 70%, 1920년에 244%, 1921년에 65%, 1922년에 2,420%, 그리고
1923년에 180만%에 달했고, 가장 높은 화폐가치의 하락이 있었던 1923년 10월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32,400%이었으며,1) 이것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서술은 여기서
생략하겠다. 1924년에 물가불안정이 어느 정도 제거된 후 1927∼28년에는 비교적 높은 純投資에
힘입어 국민순생산액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회복은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타격을 받아서 국민순생산액은 1932년까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다(표 4-2 참조).
1933년 초에 나치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雇傭創出策을
사용하였으며, 이의 결과 국민순생산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실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정부수요 증대를 통한 실업제거정책에서 1933년에만 민간부문에서의 지출이
군사부문의 지출보다 많았을 뿐, 그 이후에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1932∼39년 8월까지
이루어진 고용창출 목적의 지출에서 군사부문에 사용된 비용은 민간부문에 비해 7배
이상이었다.2)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1934년에만도 실업자수는 200만명 이상
감소하였으며, 1938년에는 실업률이 단지 1.3%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비교적 높은 실업률과 비교할 때 나치정부 고용창출책의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점령군 통치기간중인 1948년 6월에 소련군이 통치하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貨幣改革(Währungsreform)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물가안정의 기반을 잡았다. 이는 서독
특유의 社會的 市場經濟(Soziale Marktwirtschaft)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
경제제도의 특징은 一次的 所得分配는 시장의 價格機構에 맡기어 효율성을 높이려 하지만,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의 단점인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경제체제이다. 즉 시장경제제도내에서 사회정책을 강조하는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서독은 이같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 물가안정에 기반을 둔 成長政策을 추구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서독의
경제정책에서 화폐가치의 안정은 그 기본을 이루고 있고, 이를 위해 中央銀行(Bundesbank)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물가안정을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제1차 세계대전후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물가상승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한편 서독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투자였다. 순투자율은 1950년, 1955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및 1980년에 각각

3)

16.5%, 20.5%, 20.5%, 21%, 18.4%, 10.4% 및 12.8%이였으며, 경상가격 GNP 성장률의 평균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및 80년대에 각각 11.9%, 8.4%, 8.1% 및 5.1%였다(표 2-1 참조). 즉
이같은 순투자율에 힘입어 GNP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이는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낮아지고
있다. GNP를 지출면에서 보면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지만,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특히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절정에 달했는 데, 1983년에 보수적인 基民黨(CDU)이 정권을 잡은 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설비투자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수출은 1980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입을 초과하였다.
즉 지속적인 높은 수출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평균은 1951∼60년, 1961∼70년, 1971∼80년 및 1981∼90년에 각각 1.7%, 1.4%, 4.9% 및 2.1%에
4)
불과해 貨幣價値가 매우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 > GNP 성장률 및 지출구성비 추이(1951∼90)

주석1) Vahlens Groβes Wirtschaftslexikon(1987, p. 854); Lampert(1985, p. 77).
주석2) Lampert(1985, p. 85).
주석3) Lampert(1985, p. 91).
주석4) Zahlen zu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2, p. 56).

第 2 節 獨逸 勞動市場의 變化推移
就業率은 전체 인구에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를 20세기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0년에는 57.9%까지 달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는 주로 40∼50%
사이에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50년대에 취업률이
증가한 것은 여성해방의 물결을 타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여성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높은

경제성장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미숙련 노동자도 취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에는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0년대 초의 수준에
달하였다. 이러한 취업률 감소의 추세는 70년대 이후 계속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1972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조기퇴직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노동시장 상태의 악화로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다시 역전되어 1989년 이후 好景氣의 지속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률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취업률은 어떤 일정한 추세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 시대의 사회상황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40∼50%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률 변화가 불규칙성을 나타내는 데 비해 전체 취업자 중에서 被傭者의 比重을
나타내는 被傭者率은 1950년에는 68.4%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8년에는
87.6%에 달하였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표 2-3>을 살펴보면 1960년 이후 自營者 및
家族從事者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종사자 비율의 하락이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종사자의 변화추이는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자영자 및
가족종사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주로 자영자에 속하는 농민 및 수공업자가 줄어들며,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던 가족종사자들이 다른 부문으로 전업하기 때문이다. 자영자 및 가족종사자
비율의 감소는 피용자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사무직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사무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1960년의
23.5%에서 1990년에는 42.2%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31.1%에서 58.6%로 급상승하였다. 공무원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는 반대로 勞動者5)의 비율은 1960년의 48.1%에서 1990년에는
38.7%로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노동자에서 사무직근로자로 雇傭構造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70년에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주로 독신여성의 증가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용할 수 있는 半日制가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 표 2-2 > 고용형태 및 실업률의 추이(1900∼90)

< 표 2-3 > 직업별 고용구조

1)

앞에서 살펴본 직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이다.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종사자는 19세기 중반에는 54.6%에 달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988년에는 4.9%가 되었으며 이 수준에서 정체하는 경향이 있다(표 2-4 및 표 2-5 참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서독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어서 이를 수입해야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최근까지는 농업․임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수준의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야는 肯定的인 外部效果(positive externalities)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이 다른 분야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독일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離農現象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임업 종사자 비율이 일정 수준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정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비율이 독일의 경우처럼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표 2-4>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Ⅰ(1849∼1954)

제조업부문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세기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에
48.9%로 절정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의 경우 40.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은 19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8년의 경우 55.0%에 달하고 있다(표

2-5 참조). 이러한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계속 勞動者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사무직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평균 근무시간은 1900년도의 60시간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1990년에는 39.7시간까지
단축되었다.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한 예외로서 평균근무시간이 증가한
연도가 여러번 있는데 이러한 기간은 대부분 경기침체와 관련된 해이다. 즉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취업자들이 근무시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노동조합은 고용주단체와의 최근의
임금협상에서 근무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현상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56년의 경우 여자의 시간당 평균 총임금은 남자의 59%에 불과했지만 이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1990년의 경우 73%로 증가했다. 또한 남녀를 모두 포함한 시간당 평균
총임금은 같은 기간에 10배 이상 상승했는데 비해 주당 평균 총임금은 단지 8.5배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 차이는 근무시간의 단축에 기인한다(표 2-6 참조).
<표 2-5>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Ⅱ(1960∼88)

<표 2-6> 평균근무시간 및 임금의 변화추이(1900∼90)

주석1) 독일어에서 노동자(Arbeiter)라 함은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지칭한다.

第3章 獨逸 社會保障制度에서의 雇傭保險의 位置와 役割
第1節 獨逸의 社會保障制度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保險原則을 기반으로 하는 社會保險(Sozialversicherung)과 시장을
통한 분배결과를 사회형평의 원칙에 따라 교정하는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부분으로 양분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年金保險, 醫療保險, 雇傭保險 및 産災保險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띤 것으로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 18세까지 지불하는
아동수당, 빈민구제를 위한 사회부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부조, 저소득자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 그리고 피용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질병시 고용주가 처음 6주간
報酬를 지불하는 임금계속지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3-1 참조).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을 위해 수행한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社會報告書(Sozialbericht)가
있으며 이는 1969년부터 일반적으로 2∼3년 간격으로 聯邦勞動社會省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이
사회보고서 중에서 社會豫算(Sozialbudget)은 각 제도별 또는 분야별로 지출된 비용을 상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社會報告書」(1990)를 살펴보면 1960년 이후의 사회보장제도 규모의
변

<표 3-1> 서독의 제도별 사회예산

화를 알 수 있다. 전체 사회예산이 GNP에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도에 22.75%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는 32.22%까지 상승한 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지출의 GNP에 대한 비율은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보장망의 구축은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서 사회안정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주가 연금,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갹출료의 절반을,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상승을 유발시켜
1)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주석 1) 기업이 이러한 부담을 소비자나 부품 납부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는 각 제품의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다(재정학의 조세전가 이론).

第2節 社會保險으로서의 雇傭保險
독일의 社會保險은 세계 최초로서 1881년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皇帝勅書(Kaiserliche
Botschaft)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한편으로는
채찍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政策을 통해 노동자를 구슬러서 저지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황제로 하여금 연설문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 결과 1883년에 산업노동자의 대부분을 당연
가입대상으로 하는 公的醫療保險制度가 도입되었고, 1884년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광산, 공장 및
조선소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公的産災保險制度가 도입되었다. 또한 노후
생계대책으로서 1889년에 「질병 및 노령보험」(Invaliditäts-und Alterssicherung)을 도입함으로써
1)
16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와 연 2,000M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무직근로자가 당연 가입대상자가
되었고, 1911년에는 사무직근로자를 위해 독립된 연금기구가 설치되었으며, 1923년에 광부를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늘날의 3부분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되었다.2) 한편
무엇보다도 경기변동에 의한 실업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서
1927년에 「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유로는 첫째, 고용보험은 여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실직 때의 임금보상을 통해서 피용자가
실업이 된 즉시 취업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줄여서 피용자와 고용주간의 근로계약 체결조건에
영향을 주며 둘째,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안정적이며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발생의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의 정도는 또한 정부의 경기․재정․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험사고 발행률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으로 인한 소득원 상실의 위험성을
保險原則에 따라 산출한 후 이 위험성을 갹출료 납부를 통하여 제거하려고 한다는 의미의
보험으로 고용보험을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만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겠다.
독일의 社會保險制度는 하나의 法律에 의해 일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여러 法律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예를 들면 직업 및 지역별(이는 의료보험의 경우)로 機構가
분리되어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지만(단, 고용보험만은 뉘른베르크(Nürnberg)에 있는
연방고용청에 의해 일괄되게 관장되고 있음) 오랜 역사를 통해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성으로는 自治運營(Selbstverwaltung)을 들 수 있으며 각 제도의
관장기구는 일반적으로 同數의 被保險者와 雇用主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단, 고용보험은 여기에
3분의 1의 정부대표가 참여). 한편 이 자치운영의 원칙은 고용보험의 경우 입법부가 실업수당
지급기간 및 갹출요율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고용촉진법 제106조 및 174조), 聯邦勞動社會省
장관이 施行規則(Verordnung)을 통해서 실업수당, 실업부조, 직업교육시 현금급부, 조업단축수당
및 악천후수당 수준을 매년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구체적인 예로는
연방고용청이 1991년에 발행한 Arbeitsförderungsgesetz, Textausgabe p.301 참조). 醵出料는

<표 3-2> 사회보험 갹출요율, 標準所得年額 上限線 및 任意加入 所得下限線(1891∼1991)

일반적으로 고용주 및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단,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은 주로 갹출료에 의해서 운영되며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사회보험기구에
일임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적자발생시 최후에는
연방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1990년의 경우 연금제도,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GNP에 대한 비율은 각각 9.1%, 5.6%,
2.1% 및 0.6%로서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보험의 GNP에 대한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統獨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뚜렷하다. 한편 <표 3-2>는 사회보험 갹출요율 및 標準所得年額 上限線 등의 장기적 추이를
상세히 나타내 주고 있다.
주석 1)독일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화폐단위가 사용되었는데 1873년 7월 9일부터는
Mark(마르크)가 통용되었고, 1924년 8월 30일부터는 RM(라이히스 마르크)가 추가로
도입되었으며, 1948년 6월 21일에는 서독지역에서의 화폐개혁으로 서독지역에서는 DM(데
마르크)가, 그리고 1948년 6월 23일에는 동독지역에서의 화폐개혁으로 동독지역에서는
M(마르크)가 각각 법정화폐가 되었다.
주석 2) Frerich(1990, pp. 80∼90).

第3節 社會保險과 所得再分配
私保險의 경우에는 갹출료가 피보험자의 개인적 위험 정도에 따라 각각 달리 결정되는 데 비해
社會保險의 경우에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한 갹출요율이 적용되어서 같은 소득수준의
근로자는 동일한 금액의 갹출료를 납부한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연령, 성별 또는 기혼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갹출요율이 적용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고소득자의
실직가능성은 저소득자의 실직가능성보다 낮지만 역시 동일한 갹출요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社會保險을 통해 被保險者간에 所得再分配가 이루어진다. 즉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젊은
계층에서 늙은 계층으로,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단지 피보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고(즉 자영자와 같이 당연 가입대상자가
아닌 고소득자의 경우 이 재분배과정에서 제외됨), 또한 갹출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한계선인
標準所得月額의 상한선이 존재해서 소득재분배는 피보험자내에서도 제한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대상자가 아직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미래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정부에서 공공투자 목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피보험자에게서 당연 가입대상이 아닌 고소득층의 자영자에게로
1)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각 社會保險 관장기구는 특별한 경우에 피보험자 대신 갹출료를 다른 사회보험 관장기구에
납부하기 때문에 관장기구간에도 갹출료 납부로 인한 청산이 필요하다.
-연방고용청은 실직 때의 현금급부 수령자나 개별근로자 직업교육 촉진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의료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 갹출료를 납부하는데, 이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마지막 총임금을 기준으로, 그리고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수령하고 있는 금액을
2)
기준으로 계산된다.
-연금공단은 의료보험에 연금 수령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갹출료의 절반을 납부한다(1983년
이전에는 연금공단이 이 갹출료를 모두 부담해 주었지만 연금공단의 재정악화로 1983년부터 연금
수령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1989년 이후로는 연금 수령자가 이 갹출료의
절반을 직접 부담함).
-의료보험공단은 질병수당 수령자를 위해 연금공단과 연방고용청에 갹출료의 절반을 직접
부담한다.
-산재보험공단은 부상수당 수령자의 연방고용청 갹출료 중 50%를 부담한다.3)
이러한 독일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점차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社會保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社會保險의 도입․확대를 통한 社會保障網의 구축은 특히 서민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제거하며 소득재분배를 촉진시켜서 사회안정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갹출료 부담을 통한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기업의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주석 1)이러한 정부차용의 규모가 커질 경우 이는 연금재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하겠다.
주석 2)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6장 제5절 참조.
주석 3)Frerich(1990, p.324).

第4章
1)
雇傭保險制度의 導入과 財政危機
第1節 導入背景
여타 사회보험에서처럼 고용보험도 노동조합의 自助機構(Selbsthilfeeinrichtung)에서 유래된다.
이는 相扶相助精神(Solidarität)에 입각해서 근로자가 실직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서로 도우며 이를 통해 임금협상에서 근로자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1879년에 獨逸書籍出班聯盟(Deutscher Buchdrucker-Verband)이 실업자 지원을 시작했으며, 장기간
회원으로 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실업에 처할 때 제한된 기간 동안 지역연맹금고(Örtliche
Verbandskasse)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다른 노동조합들도 점차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실업대비책은 점차 확산되어 이미 1903년에 조합원으로부터
걷어들인 재원으로 1백3십만 M을 실업자 생계비보조로 지출하였으며, 이것은 1915년에는
2천5십만 M에 달했다. 한편 自治機構인 市가 빈민구제가 아닌 보험형태로 실업자를 최초로
지원한 것은 Köln이며 1896년에 겨울철 실업자를 위한 保險金庫를 설치했다.2)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1918년 11월) 많은 퇴역 군인, 전쟁특수의 감소 및 이를 민간수요로
전환하는 데의 어려움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실업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은 점차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 구제라는 명목으로 최고 26주간 지원하였으며 이의 행정은 地方自治團體가
맡았다. 한편 이들의 실업이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되자 지금까지는 帝國政府(6분의 3),
州政府(6분의 2) 및 地方自治團體(6분의 1)가 실업자 구제의 모든 재원을 충당했지만, 1923년에는
여기에 미래의 실업급부 수령 대상자들로부터 임금에 비례한 갹출료징수(피용자 및
고용주로부터)를 시작해서 1924년에는 임금의 3%에 해당하는 갹출료를 징수했다. 갹출료 징수의
결과 收入面에서는 빈민구제적 성격 대신 保險的 要素가 점차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보조가 있었지만 재정이 주로 미래의 실업급부 수령 대상자에 의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支出面에서는 아직 빈민구제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는 수급요건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25∼26년에는 원래 무기한으로 지급되던
실업급부를 39주로 제한했다. 한편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실업시의 현금급부
이외에 조업단축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1926년부터는 실업이 연금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실업기간 동안 연금갹출료를 실업자 대신 부담하는 제도의 도입이었다. 특히 1926년에는
경기침체로 실업이 증가하여 700백만 RM의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실업으로
최장수급기간이 초과되어 어려움에 처하는 실업자가 증가하여서 이들을
貧民救濟(Armenfürsorge)라는 명칭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했다.3) 이에
따라 1926년에 오늘날의 失業扶助와 유사한 非常貧民救濟策(Krisenfürsorge)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장기간의 실업으로 실업수당 최장지급기간이 초과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되었다. 이의 재정은 처음에는 4분의 3을 주정부가, 그리고 4분의 1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다. 한편 이미 1918년 11월 15일에 同數의 勞․使․政 대표로 구성되는
자치운영의 직장알선기구를 설치할 것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였다.4) 또한 1920년에는 직장알선을
위한 帝國官廳이 설치되었고, 1922년에는 22개의 주단위의 사무소와 869개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여기서의 직장알선은 무료 및 중립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5)

1927년 들어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었고 1927년 10월 1일에 「職場斡旋 및 失業保險에 관한
法律」(Gesetz ü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이 제정되어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는 勞動者와 사무직근로자를 포함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사회보험으로서 약 1,7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대상이었고 지금까지 존재하던 직장알선과
실업보험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였다. 또한 이의 관장을 위해 독립된 自治機構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직장알선 분야에서는 동수의 勞․使․政 대표로, 그리고 실업보험 분야에서는 동수의
고용주와 피용자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 제도의 주된 사업은 직장알선 및 실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었으며,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은 비록 시작단계에 있었지만 전체적
업무구조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雇傭促進法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이의 재정은
6)
고용주와 피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갹출료와 연방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졌다.
주석 1) 이 章은 Adamy and Steffen(1982, pp. 276∼291) 참조.
주석 2) Frerich(1990. pp.92∼93).
주석 3) Adamy and Steffen(1982, p. 277).
주석 4)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stellt sich vor(1989, p.7).
주석 5) Frerich(1990, p.93).
주석 6) Frerich(1990, p.94)와 Adamy and Steffen(1982, p.278).

第2節 失業給付
실업수당의 수급요건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즉 지난 12개월 중 최소한 26주 이상 갹출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되었을 때 이들 모두에게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실업수당은 3∼7일간의 대기기간 후 최고 26주 동안 지급되었다. 실업수당 계산의 기준으로서
실직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이 사용되었고, 임금수준에 따라 11개의 상이한 비율이
적용되었으며(최저임금자에게는 75%, 최고임금자에게는 35%), 이에 추가적으로 부양가족당 5%
1)
만큼 적용비율이 증가되었다(단, 이는 최고 80%까지만 가산 가능). 이러한 直接的 現金給付
이외에도 의료보험과 연금을 위한 갹출료가 지불되었다. 한편 지금까지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에서 전액 보조되었지만 이는 융자로 대체되어서 고용보험은 3%의 갹출요율로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또한 최장지급기간이 경과된 장기실직자의 경제적 생활은
이미 존재하던 非常貧民救濟(Krisenfursorge)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했다. 비상빈민구제의 재정은
제국 정부에서 5분의 4를, 지방자치단체에서 5분의 1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의 지급대상은 모든
분야의 근로자가 아니라 몇몇 직업분야로만 국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출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한편 <표 4-1>은 1927년의 실업관련정책을 요약하고 있다.
주석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amy and Steffen(1982, p.278)의 <표 1> 참조.

第3節 導入初期의 財政危機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탄생한 바이마르공화국 시기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사상 유래없는
물가상승을 겪었던 1919∼23년, 소위 20년대의 황금기(Goldene 20er Jahre)라고 불리는
1)
1924∼28년, 그리고 세계경제 대공황 기간인 1929∼33년의 세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24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독일 경제는 점차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대공황의 여파는 독일에도 영향을 미쳐 그 이후 나치정권이
1933년에 들어설 때까지 실업자수는 증가했으며 국민순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표 4-2 참조).
또한 취업자 중 全日制 勤務者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표 4-3 참조). 나치정부가 1933년
권력을 장악한 후 실시한 대규모의 군비증강 및 사회간접자본(특히, 도로)투자로 실업자가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순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중요한
경제지표로서 국민순생산액을 살펴보면 이는 단지 1927∼28년에

<표 4-1> 1927년의 실업관련정책

만 1913년의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2 참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1927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1927년에 「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실시된 이후
예기치 않던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帝國雇傭廳(Reichsanstalt fü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은 수입을 늘리는 대신 지출은 억제하려는 많은 정책을 사용해야만 했다.
즉 기대하지 않았던 높은 실업률의 발생은 고용보험제도의 출발 및 정착을 어렵게 만

<표 4-2> 1913∼38년의 주요 경제지표

들었다. 한편 이러한 제도도입 초기의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 각 정권의 집권기간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이 어떻게 재정위기에
대처하였는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Müller 政權下(1928년 6월 28일∼1930년 3월 27일)
「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직후 季節的 失業은 경기침체에 의한 실업이나
構造的 失業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당사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계절적 실업이 특정 직종에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실업될 수 있는 위험이 이미 임금계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다루는 경기변동에 의한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의 위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1927년 12월에 帝國雇傭廳은 특정
직종에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지급대기기간의 연장, 전체 지급기간의 단축, 그리고 실업발생시
실업자의 고유직업과 무관한 직종에 근무해야 할 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지출을 줄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이지 못하자 1928년 말에 「특정직종에 일반적인 실업시의 특별빈민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들에게 다른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계절적 실업자는 그
직업에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단지 6주 동안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

<표 4-3> 노동조합원의 실업률과 취업률(1926∼32)

해 있을 경우에만 비상빈민구제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특별빈민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제국고용청은 위의 규정을 도입해서 재정이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재정상태를 향상시키려 했다. 한편 1929년 7월부터는 21세 미만의 청소년과 계절적 실업자를
아예 비상빈민구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국고용청이 의료보험공단에 지불하는 갹출료를
3분의 1만큼 삭감하였다. 또한 제국고용청은 自發的 失業의 경우 실업수당 지급을 2∼8주간
정지하였고 전체 지급기간을 이 기간만큼 단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국고용청은 수입증대를
위하여 1930년 1월 1일부터 갹출요율을 3%에서 3.5%로 인상하였다.

2. Brüning 政權下(1930년 3월 30일∼1932년 5월 30일)
제국고용청의 적자를 補塡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던 융자를 줄이고
帝國雇傭廳의 재정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갹출요율은 1930년 8월에 총임금의 4.5%로, 1930년 10월
6일에는 6.5%로 각각 인상되었다. 재정을 독립시키려는 이러한 경향은 제국고용청의 적자를
제국정부가 무제한으로 융자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1930년 말에 삭제함으로써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국고용청은 제국정부 예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재정을 운영해야만 했다. 한편
지급대기기간이 2주로 연장되었으며, 실업수당 수준은 이전처럼 실업전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갹출료 납부기간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만 피보험되었던 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수당 정지기간은 일괄적으로 6주로 되었으며,
부부 모두 실업수당 수령시에도 급부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失業手當과 非常貧民救濟金의 수준은
각각 5%씩 낮추어졌으며, 1931년 10월 5일에는 실업수당 최장지급기간이 26주에서 20주로
단축되었다.
이 기간에 취해진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들을 요약해 보면 고용보험이 社會保障制度로서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적 책임이 경시되고 고용보험에 私保險的 原則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보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 가능하다는 6.5%의 갹출요율에서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균형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즉 제한된 수입을 실업의 증가로 인해 더 많아진 실업자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지출삭감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수급요건의 강화, 지급기간의 단축 및 지급수준의 감소로
구체화되었다.

3. Papen 政權下(1932년 6월 2일∼1932년 12월 2일)
1932년 5월 14일의 법률개정으로 지금까지 형식으로 유지되어 오던 보험원칙이 거의 삭제되었다.
이 개정은 제국정부에 다음의 세 가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첫째, 실업수당을 비상빈민구제금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둘째, 실업수당 수급요건에 경제적 어려움을 추가하며 셋째,
제국고용청의 갹출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다른 관련 실업제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수준은 20∼30%만큼 낮아졌고 수령기간도 6주로 단축되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비상빈민구제금에서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만 낮은 수준의
실업수당이 지급되었다. 즉 이미 Brüning 정권하에서 社會保險으로서의 雇傭保險이 그 기능을

상실한 후 이 기간에는 갹출료 납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私保險的 요소마저 잃게 되었다.
주석 1) Lampert(1985, p.77).

第4節 帝國雇傭廳의 政策評價
실업수당 최장지급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량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수는 증가하게 된다. 더구나 바이마르공화국 때의
제국고용청은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지급 요건을 강화해서 점점 더 많은 실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업수당 수령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의 미비로 아예
수급신청마저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의 결과 1928∼32년 사이 실업자수가 4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표 4-2 참조) 실업수당 수령자는 줄어들어 제국고용청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표 4-4 참조). 한편 <표 4-5>는 실업자를 위한 총지출 및
재원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 4-4> 고용보험의 재정상황(1927∼3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도입후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의한 재정위기를
帝國雇傭廳은 수입측면에서 갹출료 수입에만 의존하며 주로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27년에 도입된 「職場斡旋 및 失業保險에 관한 法律」의
保險的 要素를 대부분 제거했다.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에는 정부가 재정적 사회정책적 역할을
외면한 채 고용보험에 재정적 독립성을 부여하고 각 개인의 실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치제도의 몰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의 독일고용보험제도의 위기극복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에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많은 政策的 代案을
제공하며 고용보험의 公的인 성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마르공화국 때의 고용보험에
대한 고찰은 주로 대량실업에 의해 야기된 재정문제를 지출의 감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것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표 4-5> 실업자를 위한 지출의 재원구조(1927∼32)

第5章
雇傭促進法 制定과 效果分析
第1節 雇傭促進法 制定의 背景
나치시기인 1938년에 帝國雇傭廳 조직의 개편으로 제국고용청이 행정적으로 帝國勞動省에
완전히 예속된 후 1939년에는 고용보험에서 保險原則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대규모 고용창출책이 시행되었고 1952년 5월 1일에야 비로소 自治運營(동수의 勞․使․政
대표)의 제도가 재건되었으며 「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을 위한 聯邦廳」(Bundesanstalt fü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이 설립되었다. 1969년에 7월 1일부로 발효된
雇傭促進法(Arbeits für derungsgesetz)은 1927년에 제정된 「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였으며 고용촉진법 도입을 계기로 「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을 위한 연방청」이
聯邦雇傭廳(Bundesanstalt für Arbeit)으로 확대개편되었다.1)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社會的 市場經濟(Soziale Marktwirtschaft)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투자촉진책 등의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퇴역한 군인 및 이주민에 의해
야기된 대량실업을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전후의 기초소비재에 대한 폭발적 수요,
전쟁복구를 위한 설비투자 및 세계경제의 호황이 이에 기여했다. 서독은 1950년까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 고도성장을 구가하게 되었다. 즉 1950년대에 국민총생산액은
연평균 11.9%만큼 증가했고, 종전 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0∼68년에는 실업률이
2.1%내에 머무르게 되었다(표 2-1 및 2-2 참조).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경기침체기였던
1966∼67년에도 완전고용이 유지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에 흩어져 살던
게르만민족 후예들의 대량 이주로 1950∼68년에는 총취업자가 47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취업자수의 증가와 높은 고용수준은 聯邦雇傭廳의 재정상태를 향상시켰고, 이의 혜택은
被保險者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즉 갹출요율은 1932년부터 1949년 5월까지 6.5%의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인하되어 1961년에는 0%에 달했다. 戰後의 이러한 지속적인
국민총생산액, 평균소득 및 총취업자의 증가, 그리고 1956년 이후의 완전고용으로(이러한 상황은
다른 서부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했음) 서독인들은 큰 불황없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케인즈(Keynes) 이론에 입각한 총수요관리정책을 명문화한 「經濟安定 및 成長促進을
위한 法律」(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a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이 1967년 7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를 통해 경기침체에 의한 실업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또한 60년대 말에는
위의 법률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 경제목표인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및 지속적이고
적정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재정․노동시장정책적 제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후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나머지 중요한 요소인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즉 50년대
중반에 완전고용이 달성된 후 低賃金에 의존한 外延的 經濟成長의 단계는 끝났으며, 60년대 들어
취업자수의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제한된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확대
되었다. 또한 60년대 초 미국에 대한 상대적 기술낙후는 기술진보의 필요성을 절감시켰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고급인력이 필요했으며,2)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雇傭促進法이 제정되었다.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법률」이 경기안정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이라면 고용촉진법은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획기적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주석1) Pfuhlmann and Spiegl(1987, p. 11).
주석2) Bäcker 外(1989 Ⅰ, p. 247).

第2節 雇傭政策의 變化

1. 基本槪念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법률」과 고용촉진법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즉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전자에 입각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임무로 여겨지는 데 비해
고용촉진법의 주요과제는 경제성장 목표에 알맞는 고용구조가 생성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
경제성장에 수반되며 주로 피용자가 입게 되는 산업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데 있다. 미래전망이 좋고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에 대한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급인력이 부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向上敎育 및 再敎育의
촉진을 고용정책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만들었다(이러한 목표는 고용촉진법 제1∼2조에 주로
포함되어 있음). 즉 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것이 고용촉진법의 양적 목표인 데
비해서 고용구조의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 고용촉진법의 질적 목표이다.
고용촉진법 도입 당시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이었던 Hans Katzer의 고용촉진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1)
견해는 노동시장정책 변화의 일면을 잘 나타내준다.

- 실업후 임금보상으로부터 사전에 실업을 예방하는 정책으로(積極的 勞動市場政策)
- 단순 직장알선으로부터 예측적으로 '올바른' 직업선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의 단순 직장알선으로부터 평생에 걸친 직장․교육알선으로
- 연방고용청의 적립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고용창출 및 직장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적 투입으로
- 연방고용청의 서비스를 被保險者에게만 국한시킨데서 전국민으로의 확대로
이처럼 雇傭促進法이 예방적 특성을 강조한 것은 실업시의 임금보상, 직장알선 및 직업상담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방고용청의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은 고용보험이 狹義의 保險原則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연방고용청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2. 雇傭政策의 目標와 政策手段2)
雇傭促進法 제1∼2조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지역별 및 산업부문별 고용구조를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력의 부족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 근로자가 본인 교육수준 이하의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근로자의 직종간 이동이 보장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 기술진보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취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보상․제거하여야
한다.
- 장애자, 여성근로자, 노령근로자 및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의 취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현행 雇傭促進法을 50년대 초의 법규와 비교해 보면 연방고용청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向上敎育, 再敎育, 再活敎育 및 건설업 항시고용 촉진책은 전에는 없었으며, 새로운
직장에의 적응보조, 취업촉진 및 雇傭創出策은 이전에는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3) 특히
개인의 직업교육 촉진을 雇傭促進法에 독특한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첫째, 직업교육 촉진이
고용촉진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둘째, 직업교육 촉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졌으며, 셋째, 교육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생활비보조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고용청에 부과된 새로운 과제는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연구기관(勞動市場 및 職業硏究院: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이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의 임무는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연방고용청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勞動市場․社會政策的으로 새로운 것으로는 무엇보다도4)
첫째, 실업을 예방하며 성장을 촉진시키는 노동시장정책(산업구조변화 촉진: 특히, 향상교육 및
재교육)
둘째, 구조적 실업을 미리 예측하며 이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향상교육, 재교육 및
고용창출책을 통해 방지하거나 줄이려 하는 것
셋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사회정책적 목표의 달성(이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가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있음), 그리고
넷째, 노동시장의 현황 및 발전추이에 맞추어 노동시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직장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의 주된 목표는 직장알선을 통해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며 실업발생시 임금을 보상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雇傭促進法의 주된 과제는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을 통해서 構造的 失業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있으며, 이를 주로 향상교육
및 재교육의 개별근로자 직업 교육촉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구조적 실업은 斜陽産業에서

근로자가 방출되지만 이들이 팽창하는 산업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할 때 발생하며 그 이유로는
팽창하는 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거나 또는 방출된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이들이 팽창하는 산업에 흡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진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습득한 기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지식이 된다. 따라서 평생교육 및
직장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도 현재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표 5-1>은 각각의
실업에 대한 고용촉진법의 정책수단을 요약하고 있다.

<표 5-1> 실업의 종류 및 이에 대한 고용촉진법의 정책수단

주석1) Lampert(1989, p. 175).
주석2) 연방고용청의 정책수단은 第6章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주석3) Bosch(1986, p. 330).
주석4) Lampert(1989, p. 176).

第3節 經濟狀況의 變化와 雇傭促進法의 役割

1. 雇傭促進法 導入後의 經濟狀況
1차 석유파동 이후 勞動市場政策을 위한 경제적 제반여건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1950∼73년 사이
독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0%를 기록한 후 급격히 둔화되어 1974∼87년에는 단지
1.9%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1960∼74년에는 연평균 1.1%에 불과했으나 1975∼79년에는 4.4%,

그리고 1980∼90년에는 7.9%로 상승하였다(표 6-14 참조). 따라서 聯邦雇傭廳은 1975년 이후에
대규모 실업상태, 즉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상황에서 雇傭促進法을 적용해야만 했다.
1∼2차 석유파동, 인구구조의 변화 및 여성취업자 증가 등 쉽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수들에 의해
야기된 대량실업 때문에 연방고용청은 실업으로 인한 現金給付를 현저히 증가시켜야 했다. 이는
자동적으로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을 펼 수 있는 영역을 제한했으며 수급측면에서의 다양한 제약을
야기했다. 따라서 연방고용청은 본래의 과제인 고용구조 및 노동력 배분의 향상, 사회적 약자의
취업기회 증진, 그리고 구조적 실업의 예방 및 감소에 전념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경기․재정․통화정책의 과제인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데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만 했다.

2. 支出規模 및 構造의 變化
연방고용청의 지출은 지난 30년간 質的 및 量的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1960∼90년 동안
명목국민총생산액은 단지 8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연방고용청의 총지출액은 해당연도 물가를
기준으로 1961∼90년 동안 42배 이상 증가하였다.1) 이러한 지출액의 양적 팽창은 60년대 초에는
실업률이 1% 이하인 완전고용 상태에서 1차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이 4%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이어서 2차 석유파동을 거쳐 80년대에는 9% 수준으로 다시 상승한 데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30년간의 총지출액과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차
석유파동으로 1974∼75년에 실업률이 증가한 결과 연방고용청의 실업수당 및 조업단축수당을
위한 지출액이 급증하여 財政赤字가 발생하였다(부표 4 참조). 하지만 1976∼77년의 경우
실업률은 1975년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연방고용청의 총지출액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
1977년에는 財政黑字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로 실업수당과 조업단축수당을 위한 지출액의 감소에
기인한다. 즉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실업수당이나
조업단축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수는 전과 동일한 수급조건에서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재정상황은 향상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80년대 중반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1981∼85년 사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미 1983년에 聯邦雇傭廳의 총지출액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실업수당 지출액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1983년에 실업수당
수령자가 9% 이상 증가했는데도 실업수당 지출액이 5% 이상 감소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주로
갹출료 납부기간 대 실업수당 지급기간 비율을 2 대 1에서 3 대 1로 변경하여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84∼85년의 경우 실업률은 1983년의 수준이었지만
총지출액은 9% 이상 감소해서 연방고용청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약 32억 DM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수당 및 조업단축수당 수준의 下向調整 및 실업의 장기화로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4년의 경우 실업수당 및 조업단축수당 수령자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
43%만큼 감소했으며, 실제로 수령한 1인당 평균 실업수당액 역시 3%만큼 감소했다(표 6-6, 6-18
및 6-19 참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면 연방고용청의 실업 관련
지출액은 전과 동일한 수급조건하에서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연방고용청의
재정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절대적 지출규모에 관한 것 이외에도 연방고용청의 支出構造를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고용촉진법이 1969년에 도입될 때까지는 職業敎育促進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으며, 실업수당 및 건설업 항시고용촉진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촉진법 도입을 계기로 직업교육촉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971∼72년에는 총비용중 31%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부표 5 참조). 또한 고용촉진법 도입
초기에는 실업수당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즉 고용촉진법 도입으로 종전의
失業後 保障에서 失業前 保障으로 노동시장정책의 주된 목표가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1974∼77년의 경우 1차 석유파동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실업수당 및 조업단축수당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촉진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했다.
동일한 현상을 1982∼83년에도 관찰할 수 있다. 2차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여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실업수당 및 조업단축수당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했으며, 직업교육촉진의
비중은 감소했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높은 실업률이 존재할 때 더욱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노동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실업수당 지급이 최우선되는 현행의 재정방식에 기인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재활교육 및 고용창출책의
비중은 경기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 雇傭促進法의 雇傭政策的 役割分析
고용촉진법 제정이 완전고용을 다시 이룩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70년대의 기대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현될 수 없었다.
첫째, 고용촉진법은 본래 고용구조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취업기회 증진을 통해 높은
고용수준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경기침체, 성장둔화 및 인구구조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실업제거에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된 대량실업을 제거하는 데는
고용촉진법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경기․성장․재정․통화정책으로 노동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대량실업시 연방고용청의 수입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또한 이 줄어든 재원을 실업자의 임금을 보상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을 수행하는 데 限界가 있다.
향상교육, 재교육, 고용창출책 및 조업단축수당이 고용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가장 긍정적 평가는 연방고용청 산하 연구기관인 「勞動市場 및 職業硏究院」의
분석으로서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1973∼87년 사이 고용정책적 수단의 활용으로 잠재적 실업
2)
대상자를 17.9%만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構造的 失業이 아닌 한 雇傭促進法의 정책수단들이
고용수준을 이처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용창출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정책 수단들이 노동수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노동공급
구조와 특정 근로자계층의 임금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70년대 초에는 全日修業
참석자 중 단지 15%만이 실업자였는 데 비해 이것이 1980년대에는 약 80%로 증가한 것은
직업교육촉진책이 대량실업시 예방적 성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3) 한편 이는 1995년에
도입되는 고용보험에 대해 우리가 과대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석1) Arbeits- und Sozialstatistik, Hauptergebnisse(1991, pp. 86∼87)과 <부표 4> 참조..
주석2) Lampert(1989, p. 181)의 <표 2> 참조,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원」의 분석방법에 대한
비판으로는 Kasperek and Koop, 1991 논문을 참조.
주석3) Hofbauer(1985, p. 111).

第4節 雇傭促進法이 勞動市場政策에 미친 影響

1)

고용촉진법 제정이 노동시장 정책에 준 영향을 다음의 주요 목표들, 즉 완전고용, 노동력부족
방지, 근로자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촉진, 고용구조 향상과 노동력의 最適配分 促進,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그리고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시장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현행 재정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겠다.
1. 目標達成 分析
가. 완전고용
노동시장정책은 현행 고용촉진법의 財政方式과 정책수단으로는 構造的 原因에 기인하지 않는
大量失業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生産技術變化에 의한 실업이 발생할 때는
무엇보다도 개별근로자의 직업교육을 촉진하는 수단들이 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취업촉진, 지역간 이동촉진, 직장알선 및 직업상담은 경제전체
및 특정분야에 노동력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本人敎育水準 이하의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
고용촉진법의 완전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무엇보다도 經濟政策이 노동시장의 전반적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듯이 이 목표는 첫째 경제정책이 전반적인 직장부족을 방지할 수
있느냐와, 둘째 일반교육제도가 시장에서 수요되는 이상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고급인력의 공급(이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이 이에 대한
시장수요를 초과할 경우 다양한 교육수준의 근로자간에 경쟁이 벌어져 자기교육수준 이하의
직종에 취업하는 것(overqualified)을 방지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육정책을 勞動市場政策에 조화시켜야 하지만 현행의 市場經濟體制에서는 이것이
어려우며,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경우 연방고용청은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위와 같은 직종에 취업하는(overqualified)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 고용구조의 향상과 노동력의 최적배분 촉진
완전고용 달성과 본인교육수준 이하의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고용촉진법이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연방고용청은 직업적․질적․지역적 고용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용촉진법은 노동수단 구조와 공급
구조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직장알선, 직업상담,
직업교육촉진 및 고용창출책 등을 들 수 있다.
1969년에 제정된 고용촉진법은 개별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사회형평의 원칙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교육정책은 일반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에 치중해 있어서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의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별근로자의
직업교육촉진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같은
교육은 개별근로자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산업구조변화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정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평가는 높은 고용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실업이 존재할 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완전고용 상황에서도 構造的 失業이 존재해서 이를 向上敎育 및
再敎育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라.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고용촉진법이 사회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료 직장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며, 社會生活을
처음 시작할 때의 취업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실업시 임금보상을 통해 실업자의 경제적 상황
역시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를 포함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특별히 고려하는 것 역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용촉진법의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는 특히
실업률이 높을 때 사회안정에 기여하며,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공정한 출발조건을
보장하며, 또한 사회평화를 이룩하여 현재의 사회․경제체제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마. 노동시장연구 및 노동시장정책의 학문적 조명
이것은 고용촉진법이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 및 발전추이와
실업구조를 정규적으로 발표하며, 고용촉진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연구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노동시장정책은 지속적이며 질적 및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방고용청 소속의 「勞動市場 및
職業硏究院」은 이 임무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財政問題
가. 재정방법
고용촉진법의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연방고용청이 고용촉진법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주로 갹출료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원래 연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것을 연방고용청에 떠맡긴 업무, 특히 실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실업부조 및 직업양성교육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雇傭促進法 제정 당시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이었던 Hans Katzer 역시 직장알선, 직업상담
2)
및 직업양성교육의 재정을 갹출료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나. 정치권의 재량적 간섭
이는 위에 언급한 재정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치권이 연방고용청의 업무수행에
자주 임의로 간여해서 自治機構인 연방고용청의 역할을 제한해왔다는 것이다. 立法府의 이러한
법률개정을 통한 간섭은 물론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와 이로 인한 재정문제의 대두로 피할 수
없었지만, 이는 獨逸社會保險制度의 根本인 自治的 運營의 原則이 점차 무너져 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입법부의 간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연방고용청에 행정부가 맡아야 할 과제, 즉 非保險的 業務를 부담시킴으로써 고용주와
피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회정의의 원칙에 벗어난다(이는 제6장 제6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짐).
② 獨逸社會保險制度의 基本原則인 自治的 運營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입법부의 법률개정을 통한 간섭은 연방고용청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으며 그 정책수단들의 효율성을 감소시켰다. 즉 연방고용청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立法府가 장기적 측면에서 연방고용청의 재정문제를
해결하였더라면 연방고용청은 主要政策道具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독일 특유의 社會的 市場經濟制度가 70년대 중반 이후 풀지 못한 과제인 실업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독일의 고용촉진법은 外延的 經濟成長의 단계가 끝나고 고급인력의 活用을 통한 技術進步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産業構造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날 때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독일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과 유사하다. 고용촉진법의 효과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産業間 雇傭構造의 向上, 勞動力의
效率的 配分 및 社會政策的 目標達成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우리의
고용보험제도가(독일제도보다) 노동력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지않는 한 동제도의 도입이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대량실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부는 적절한 수준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비용조달에 참여해야 하며,
입법부는 고용보험 담당기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勞動市場政策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갹출요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실시가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법을 설계하여야 하겠다.
주석 1) Lampert(1989, pp. 183∼186).
주석 2) Lampert(1989, p. 185).

第6章
現行 獨逸雇傭保險制度의 內容
第1節 加入對象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직업양상교육에 참여하는 견습공을 포함한 모든
피용자가(농업근로자 포함) 당연가입대상자이며, 이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병역소집전에 피용자로서 근무했던 사람과 家內勤勞者(Heimarbeiter)1)도 포함된다. 또한
연방고용청에서 장려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당연가입대상이 된다.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당연가입대상자에서 벗어나는 취업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적인 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등), 둘째 취업활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행해지지 않는 근로자들이다. 이의 예로서는
①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연간 2개월(이는 주당 5일 이상 연달아 취업할 경우) 이하나 50일 이하(주당 5일 이하 근무할
경우) 취업하며 이것이 전체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근로자(따라서 일용근로자가
피보험되는지의 여부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간 근무기간으로 결정됨)
③ 취업능력이 현저히 감소해서 직장알선 대상자가 되지 않는 사람
④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들은 학기중에는 주 15시간 이내만
취업할 수 있음)
⑤ 65세 이상의 사람(이들은 연금보험의 대상자임)
⑥ 就業不能年金 수령자들이다.
한편 의료보험에서와는 달리 고소득의 피용자도 標準所得月額 上限線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갹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용촉진법 제168조∼169c조).
주석 1) 家內勤勞者는 本人의 작업장에서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근로자를 의미함(Sozialgesetzbuch
Ⅳ 제12조 2항).

第2節 雇傭保險制度의 基本構造와 事業內容
고용촉진법의 제반 수단들은 聯邦政府의 勞動市場政策의 핵심으로서 경제․사회정책의
범위내에서 높은 고용수준이 달성되고 유지되며 고용구조 향상을 통해서 經濟成長이 촉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용촉진법 제1조).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와 근로자에게 주는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는 데 고용촉진법의 주된 목적이 있다.
현행 고용촉진법은 원칙적으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 과거에 취업했던 근로자, 그리고
미래에 취업하려는 근로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실업시의 現金給付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정기간 갹출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로 한정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알선,
직장상담 및 직업상담은 전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연방고용청의 과제를 [그림 6-1]과 같이
분류하여 보았다. 이에 의하면 연방고용청의 과제는 직장알선, 직장상담 및 직업상담의 분야와
실업전 보장, 실업후 보장, 그리고 학문적인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의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9년에 제정된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이 중 실업전 보장인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에 연방고용청
정책의 중점이 주어져 있다. 또한 현행 독일제도에 의하면 고용보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연방고용청은 노동시장상황의 변화에

[그림 6-1] 연방고용청 과제의 요약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에
도입예정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미래에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第3節 職場斡旋, 職場相談 및 職業相談
1. 職場斡旋(Arbeitsvermittlung) 및 職場相談(Arbeitsberatung)
가. 개요
고용촉진법 의미에서의 직장알선은 노동관계가 성립되도록 구직자와 고용주를 만나게
주선하거나, 家內勤勞法(Heimarbeitsgesetz) 의미에서의 家內勤勞關係가 성립되도록 직장을
구하는 사람을 위탁자(Auftraggeber)나 중간상인(Zwischenmeister)과 만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용촉진법 제13조 제1항). 고용촉진법 제2조는 연방고용청이 고용촉진법의
제반수단을 동원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실업이나 본인교육수준의
이하의 직종에 취업하는 것 또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만약 발생했을 때에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고용청은 직장알선을 통해 피용자는 직장을, 그리고 고용주는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용촉진법 제14조 제1항). 한편 <표 6-1>은 연방고용청의 직장알선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연방고용청은 被傭者나 雇用主가 요구할 때 직장알선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의 상황, 각 직업의
변화과정,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연방고용청에 의한 지원 가능성, 그리고 취업촉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피용자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고용주가 피용자를 고용하는 데 대해 상담해야
한다(직장상담). 직장상담은 助言을 구하는 사람을 위주로, 즉 피용자의 경우 그들의 지식과
재능에 맞추어서, 그리고 고용주의 경우 기업의 利害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하지 않는 求職者의 직장알선 기간은 3개월이며, 그는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15조).

<표 6-1> 직장알선 상황(1980∼89)

나. 원칙
연방고용청의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은 中立的으로 이루어진다. 즉 특정 피용자나 고용주가
선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정당이나 노조 또는 종교집단 가입여부에 대한 질문은
직장알선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첫째, 기업이나 고용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求職者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정치단체, 노동조합 또는 유사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둘째, 만일 연방고용청의 위탁으로 노동조합 산하단체에 의해
직장알선이 이루어지며 노동조합의 규정에 의해 단지 회원에게만 직장알선이 가능할 경우
직장알선단체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질문해도 된다 셋째, 기업이나 고용의 특성상 이것이
정당화되거나, 또는 고용주가 求職者를 채용하려고 하며 특정집단의 가입여부를 채용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종교집단의 가입여부에 대한 질문이 허용된다. 한편 연방고용청은
피용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불리하게 표시하거나, 불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용촉진법
제20조). 피용자를 불리하게 표시하는 것은 외부에 대한 문서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문서에서도
금지되어 있다(예: black list).
독일에서는 勞使自律의 原則이 중시되어서 연방고용청은 항상 中立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파업하는 기업에 직장알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노동쟁의 발생 및 종료시
고용주는 이 기업을 관할하는 地域雇傭事務所에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이를
신고할 권한이 있다. 노동쟁의 발생이 신고되어 있을 때 노동쟁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직장알선은 단지 연방고용청이 노동쟁의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求職者와
雇用主가 이를 요구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17조). 또한 연방고용청의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단지 이의 비용이 평균 이상일 경우에만 연방고용청은
고용주로부터 평균비용 이상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이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촉진법 제21조 제1항). 한편 현행 제도에 의하면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 비용이
피용자와 고용주의 갹출료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보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직업알선 및 직업상담은 정부의 一般的 課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에
관한 基本原則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는 데 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職業相談(Berufsberatung)
가. 개요
고용촉진법 의미에서의 직업상담은 轉職을 포함한 직업선택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에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에 대한 계몽, 각각의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職業養成所(Berufliche Ausbildungsstelle)의 알선을 통하여 보완된다(고용촉진법 제25조 제1항).
연방고용청은 직장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직장생활중인 청소년과 성인들의 직업선택 및
직업적 장래에 관한 모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여기서 연방고용청은 노동시장과 직업의 현재 상황
및 변화과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방고용청은 학교교육에 관한 상담에도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26조).
나. 원칙
직업상담은 중립성과 무료를 원칙으로,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연방고용청은 직업상담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성격적 특성, 취향 및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직업적 적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의 동의하에 그를 심리학적이며 의학적으로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27조).
연방고용청은 직업선택이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직업상담을 하여야 한다. 한편 직업상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및 각
직업의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이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문제가 따른다. 최근
서독에서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80년 중반에는 90년대 초에 교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대학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연방고용청은 되도록 교직
분야로의 진학을 포기하도록 권하였다. 하지만 90년 초반에 실제로 발생한 것을 보면 교사에 대한
수요가 별로 감소하지도 않았으며, 연방고용청의 이러한 권고를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받아들여서 심한 교사부족으로 대학 졸업생 중 엄격한 의미에서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마저 짧은
기간의 연수과정 이수 후 교사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第4節 積極的 勞動市場政策
1. 職業敎育促進(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직업교육촉진은 고용촉진법의 핵심분야이며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된 정책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중시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전문지식수준이 근로자 개인에게는
취업가능성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生産性 및
經濟成長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촉진은 크게 개별근로자 촉진과
직업교육기관 촉진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개별근로자 촉진 수단은 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
재교육, 재활교육 및 새로운 직장에의 적응보조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교육촉진은 본래 민간부문의 과제이며 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촉진은
勞動市場․社會政策的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데 그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방고용청의 직업교육촉진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다.1) 직업교육의 종류로는 全日修業, 半日修業,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수업 및 통신수업이
있다. 연방고용청은 직업교육촉진이 노동시장청책상 바람직할 때만 이를 지원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장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학교 교육, 전문대학 교육, 대학교 교육 및 취업을
위한 면허증 취득 같은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촉진법 제34조). 개별근로자가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될 조건으로는 첫째, 신청자가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직종에 취업하거나
계속 근무할 계획이며, 둘째, 신청자의 적성이 목표로 하는 직업과 일치하며 성공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되며, 셋째, 이의 지원이 노동시장정책상 바람직할 때이다(고용촉진법
제36조). 한편 연방고용청(구체적으로 自治運營機關인 行政評議會)은 시행규정(Anordnung)의
制定을 통해서 직업교육촉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직업교육촉진의 종류 및 이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39조).
가. 직업양성교육(Berufliche Ausbildung) 촉진
1) 목적
직업양성교육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理論敎育과 주로 근로자의 직장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직장 밖의 교육장소(일반
정규학교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實技敎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二元的 構成) 이에 배분되는
교육시간은 實技敎育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직업양성교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직업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직업양성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양성하는 기업이 부담한다. 연방고용청에 의한 직업양성교육의 지원은 교육 참여자가
다른 방법으로(주로 부모의 도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을 경우
職業養成敎育扶助(Berufsausbildungsbeihilfe)의 지급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직업양성교육 참여자에게는 교육기간 동안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한 교육수당이 임금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에서는 1988년에 자동차 정비분야에 종사하는

3)

근로자에게 월 545 DM가 지급되었다. 직업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이 교육 참여를 위해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된다(고용촉진법 제40조 제1a항).
2) 참가대상 및 자격요건
現金給付인 職業養成敎育扶助는 원칙적으로 교육대상자가 부모와 떨어져 살며 부모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시간상 어려울 때 지급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敎育對象者가 18세 이상의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거나 또는 사회적 이유로 부모집에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활대상자의 경우에는 부모집에 거주해도 직업양성교육부조가 지급된다. 1년 이상
갹출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실업이 되었으며 1년 이내의 직업양성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에 참여할
경우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의 직업양성교육부조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받는 실업자가 이 교육에 참가하며 그가 받고 있는 현금급부의 금액이
직업양성교육부조보다 많을 때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의 금액이 대신 지급된다(고용촉진법
제40a조). 한편 연방고용청은 외국인이나 독일 장애자들이 직업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주에게도 직업양성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
대상자들이 직업양성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을 이수했을 때 연방고용청이 이들의 직업양성교육을
맡을 용의가 있는 기업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용촉진법 제40c조).
3) 급부
職業養成敎育扶助는 원칙적으로 補助形式으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융자형식으로 지급되며
생활비, 수업료, 교통비, 의료보험 갹출료 및 기타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비보조 액수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나이, 결혼여부와 거주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연방고용청은 이를
施行規定(Anordnung)을 통하여 결정한다(고용촉진법 제40조 제1항∼1b항). 1991년의 경우 이는
21세 미만에게는 710 DM, 21세 이상에게는 750 DM이며 거주비용이 200 DM 이상일 경우 최고 75
4)
DM의 보조금이 여기에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교통비 및 작업복 구입비가 지급된다. 한편 이
교육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교육기간 동안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전액 보조금 계산에 고려되며,
부모와 배우자가 취득하는 소득 역시 일정액수를 초과하면 이 계산에 고려된다.
4) 담당기관
연방고용청은 職業養成敎育, 向上敎育 및 再敎育을 지원하며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재량권을
가지고 이러한 수단들의 종류, 규모 및 실시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연방고용청은
민간기관이 향상교육과 재교육을 수행하도록 위탁하거나, 독자적으로 또는 이 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적당한 기관내에 적절한 교육이 민간부문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연방고용청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3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고용청은 이 교육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재정지원에 그치고 있다. 한편 <표
6-2>은 직업양성교육 참가자와 현금급부 수령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6-2> 직업양성교육 참가자와 이중현금급부 수령자(연평균, 1983∼89)

나. 향상교육(Berufliche Fortbildung) 촉진

1) 목적
向上敎育의 목적은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유지 및 확대하거나 이를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시키거나 승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미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했거나 적절한 직업경험이 있어야 한다(고용촉진법 제41조 제1항).
한편 향상교육 및 재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교육 대상자가 스스로
교육담당기관을 선정하고 연방고용청은 이를 단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만약 이 기관의 교육수준이 미흡할 경우 연방고용청이 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재정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는 연방고용청이 교육기관을
직접 선정한 후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며 연방고용청은 교육기관 선정시 교육조건을 제시함으로써
5)
교육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연방고용청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직업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2) 촉진되는 교육
향상교육 중 특별히 장려되는 것으로는
① 승진의 경우
② 지식과 능력을 변화된 직장상황에 맞게 적응시키는 경우
③ 여성의 취업이나 재취업의 경우
④ 직업교육 이수를 위한 졸업시험의 경우
⑤ 직업교육을 담당할 지도자 양성
⑥ 고령 실업자의 재취업의 경우이다(고용촉진법 제43조 제1항).
향상교육이 기업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과정 이수 후 職業敎育法(Berufsbil-dungsgesetz)이나
手工業施行令(Handwerksordnung)의미에서의 시험이 있거나, 또는 최소한 수업의 4분의 1 이상이
이론적 지식전달에 관한 것이어야 연방고용청에 의해 촉진된다(고용촉진법 제41조 제2a항).
향상교육이 주로 근로자가 속해 있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이는 특히 교육이 근로자가
속해 있는 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영될 때 해당됨)에는 특별한 노동시장정책적 이유가
없는한 연방고용청에 의해 촉진되지 않는다(고용촉진법 제43조 제2항). 향상교육은 교육기간이
최소한 2주 이상일 때에만(단, 촉진대상자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계속 받을 경우에는 4주 이상)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되며 全日修業 向上敎育의 最長支援期間은 2년이다. 한편
향상교육과정의 일부분을 반복해야 할 때는 그 원인이 교육 참가자에게 있지 않으며, 또한
반복과정이 6개월 이내일 때에만 지원된다(고용촉진법 제41조 제3∼4항).
3) 자격요건
향상교육이 연방고용청에 의해 장려되는 대상자는
①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한 6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② 6개월 이하의 全日修業이나 24개월 이하의 半日修業 또는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할 때는 위에서 각각 2년씩 단축된 기간의 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
③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로 취업에 필요할 때에는 직장 경험은 없어도 이미
직업양성교육을 마친 근로자, 또는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3년 이상의
직장경험이 있는 근로자이다.
이 자격요건에 필요한 직장경험 기간에는 실업기간도 포함된다. 한편 이미 연방고용청의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에 참여했던 근로자는 그 이후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만
다시 향상교육 참여시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42조). 연방고용청에 의한
향상교육의 현금급부인 생활비보조(Unterhaltsgeld)의 지급이나 융자는 지난 3년 중 최소한 2년
이상 갹출료를 납부했거나, 같은 기간 동안 최소한 156일 이상 실업수당을 수령했거나 또는
실업수당 수령후 실업부조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 3년 기간은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할
수 없었으며 생활비 조달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녀당 최대한 5년씩 연장된다.
또한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실업자가 향상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재취업하는 데
절대로 필요할 때에는 비록 위의 현금급부 수령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실업 때문에
받은 금액만큼의 현금급부 수령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실업 때문에 받은 금액만큼의
생활비보조가 지급된다. 만일 향상교육 참여가 취업에 필수적이며, 취업경험이 없어 이전에
갹출료를 납부하지 못했지만 교육 이수후 3년간 갹출료를 납부해야 하는 직종에 근무할 것을

약속한 때에도(예: 시장수요가 없는 학과의 대학 졸업생, 또는 직업양성교육 이수후 실업자)
연방고용청에 의해 향상교육이 지원되어 교육비용(생활비보조 제외)이 부담된다. 하지만 교육
이수후 4년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교육비용은 전액 연방고용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용촉진법 제46조).
4) 급부
급부는 全日修業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생활비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는 무엇보다도 수업료, 교재비,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의료보험․산재보험 갹출료와
거주비용이 포함된다(고용촉진법 제45조).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全日敎育 참가자에게만
보조형식으로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소득수준에서 부담하는 법적공제액만큼 감소된 임금(따라서 이는 개개인의 순소득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의 73%
② 그 이외에는 65%
생활비보조는 全日修業 참여가 다음과 같은 目的達成을 위해 꼭 필요할 때에만 지급된다.
① 실업자가 취업할 수 있거나
② 실업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는 해고가 발표되어 있거나 기업 도산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이
실업자가 되지 않거나
③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이를 마칠 수 있을 때이다.
위의 생활비보조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향상교육을 직장생활과 병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소득수준에서 부담하는 법적공제액만큼 감소된 임금의 58%를
융자할 수 있다. 全日敎育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보조 수령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서
일정액 수입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순소득이 주 30 DM 이상) 이는 생활비보조 계산에 전액
고려된다. 한편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현금급부인 생활비보조 지급이나 융자수준을
연방고용청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매년 施行規則(Rechtsverordnung)을 통해 정한다(고용촉진법
제44조).
5) 제재수단
생활비보조 수령자가 중대한 사유없이 向上敎育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본인 잘못으로 이
교육과정에서 제외될 경우 그는 지금까지 수령한 생활비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그가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 그가 연방고용청과
상담한 후 당연가입대상인 직장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예외이다(고용촉진법 제44조
제6항).
다. 재교육(Umschulung) 촉진
再敎育은 다른 적당한 직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직업적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내, 최대한 3년 이내이어야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된다. 재교육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현금급부 수준은 향상교육에서와 동일하며 재교육을 통해
취업중인 근로자가 가까운 미래에 실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면 재교육은 되도록 빨리
수행되어야 한다(고용촉진법 제47조). 하지만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을 이수한 후 적절한 기간내에
취업대상 분야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교육이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은 단지 중대한 개인적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고용촉진법 제47조). 한편 <표 6-3>은 향상교육 및 재교육
참가자의 교육현황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의 向上敎育 및 再敎育에 관한 제반 규정을 우리나라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도 고용보험에 의해 지원될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현금급부 수준을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라. 재활교육(Rehabilitation) 촉진
1) 대상 및 목적
연방고용청은 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및 산재공단과 같은 再活機關 등이 재활당사자의
책임기관이 아닐 경우 육체적․정신적 장애자의 재활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향상 및 재생시켜서 이들이 가능한 한 지속
<표 6-3> 향상교육․재교육 참가자 및 새로운 직장에의 적응보조를 받은 근로자수와 생활비보조

수령자수(1980∼89)

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再活敎育의 目的이 있다(고용촉진법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2) 급부의 종류 및 자격요건
급부는 비장애자에게도 제공되는 취업촉진과 장애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장알선, 직업상담, 직업교육촉진, 취업촉진 및 자영업 시작의 촉진 등 비장애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장애자에게도 제공된다(고용촉진법 제56조 제2항). 하지만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러 면에서 급부의 수급조건 및 규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全日修業의
향상교육 및 재교육의 경우 이것이 2년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된다(고용촉진법 제56조 제4항).
가) 직업교육촉진
장애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직업교육 촉진규정이 적용된다.
① 향상교육이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실시되고 어느 정도 정규학교 교육처럼 실시되어도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된다.
② 향상교육은 장애자의 경우 일반 정규학교에서 실시될 수도 있으며 향상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반 정규학교 교육이 필요할 경우 이 역시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된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단지 대학교육을 통해서만 장애자가 완전하고도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때는 향상 교육의 일부로서 대학교육 역시 지원될 수 있다.
③ 직업양성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의 교육도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되며 장애자를 위한
특수작업장에서의 교육(이상은 각각 2년 이내), 재교육 및 향상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의 교육 역시
지원된다.
④ 수업료, 교재비 및 작업복․공구구입비 등 재활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 역시 지불된다.
⑤ 연금․의료․산재보험 갹출료 역시 연방고용청이 부담한다.
⑥ 장애자의 성공적인 재활교육을 위해 절대로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교육기관도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된다(고용촉진법 제58∼61조에서 발췌).
나) 생계비보조
생계비보조는 재활교육 참여로 全日勤務를 할 수 없을 때 지급된다. 이의 수급조건으로는 지난
5년중 최소한 2년간 갹출료를 납부했거나, 최소한 156일간 실업수당 또는 실업수당 수령후
실업부조를 받았어야 한다. 이 5년의 기간은 주로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하여야 하는 장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계비보조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장애자를 보살피거나 본인도 장애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자가 마지막 취업했을 때 취득한 총임금의 80%만큼
지급되며(그 이외의 경우에는 70%), 만일 이것이 마지막 순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마지막 순임금이
이를 대신한다. 또한 생계비보조 수령에 필요한 위의 갹출료 납부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재활교육 시작 전까지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생계비보조가
지급된다. 장애자가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이를 수령한 지 이미 3년이
경과 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장애자가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나이와 능력에 맞게 취업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의 65%를 생계비보조로
받는다. 한편 생계비보조는 매년 公的年金 引上率에 맞추어서 조정된다(고용촉진법
제59∼59b조).
다) 고용주에 대한 급부
연방고용청은 장애자의 직업양성교육이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실시되지 않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내의 직업양성교육을 실시하려는 고용주에게 교육기간 동안
職業養成敎育補助(Ausbildungszuschuβ)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 금액은 고용주가
직업양성교육의 마지막 해에 지급하는 職業養成敎育手當(Ausbildungsvergutung)을 초과해서는안
된다(고용촉진법 제60조). 한편 <표 6-4>는 1981∼89년 사이 재활교육에 지출된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6-4> 재활교육에 지출된 비용(1981∼89)

마. 새로운 직장에의 적응보조(Einarbeitungszuschuβ)
과거 6개월 이상의 직장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직장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할 경우 연방고용청은 고용주에게 임금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연방고용청의 이러한 임금보조는 근로자가 이 과정을 통해 다른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職業知識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보조금은 최대한 1년간 지불되며
노사간에 단체적으로 체결된 임금이나 이것이 없을 경우 그 지역 통상임금의 50%까지 가능하다.
이 보조금의 액수와 지급기간은 근로자의 현재 근로능력과 해당 직장에서 요구되는 근로수준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능력의 차이가 없을 때와 지금까지 근무하던 고용주에게는 이것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보조금은 특히 자녀양육후 재취업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할 권한은 없고 다만 연방고용청은 이의 지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49조). 한편 <표 6-5>는 個別勤勞者 職業敎育促進의 成果分析을 나타내 준다.
바. 직업교육기관의 촉진(Institutionelle Forderung)
이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 및 직업에 맞는 교육기관을 창출하며 각 경제 분야와 지역에

있어서의 雇傭構造를 向上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연방고용청은 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 및
재교육에 필요한 건물의 건설․확장 및 시설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융자를 통해 달성될 수 없는 때는 이 비용이 보조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이 시설의
유지도 지원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다.
첫째 교육기관 당사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본인의 재원으로 공사비용에 참여하지 않거나, 둘째
다른 기관이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거나, 셋째 이 기관이 직업양성 학교의 직업양성교육에
사용되거나(이는 주정부가 담당), 또는 기업 및 단체의 이익이나 영리목적에 주로 사용될
경우이다(고용촉진법 제51∼52조).
<표 6-5> 개별근로자 직업교육촉진의 성과분서(1970∼90)

2. 就業 및 自營業 促進
가. 취업촉진

1) 대상 및 목적
연방고용청은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취업하거나 직업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실업을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雇用主와 被傭者에게 다양한
급부를 제공한다. 연방고용청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지역적 이동성을 촉진하며 취업 및
직업교육에 참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제거하려고 한다.
2) 피용자에 대한 급부6)
피용자에 대한 現金給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6개월 동안 200 DM까지 구직 및 직업교육 참여를 위한 지원에 수반되는 비용의 보조
② 여행비용에 대한 보조: 타지역에서의 취업 및 직업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여행비에 대한 보조이며 이에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가 포함되며, 교통비의 경우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가장 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 자가운전시에는
Km당 0.2 DM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식비와 숙박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일정한 액수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는 이와 같은 여행이 구직에 도움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③ 300 DM까지 작업복구입 및 500 DM까지 공구구입에 대한 보조: 단, 공구구입에 대한 보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준비해야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과도기보조(Uberbruckungsbeihilfe): 1회에 한해서 1,000 DM까지 융자되며 이를 통해 월급
수령시까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한다
⑤ 과도기 출퇴근 대한 보조: 이는 공공교통수단 이용시 가장 저렴한 비용의 2분의 1만큼,
자가운전시에는 Km당 0.1DM만큼 1년간 보조된다.
⑥ 별거보조(Trennungsbeihilfe): 타지역에서의 취업으로 가족구성원과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 2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그 액수는 임금수준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면 1991년 현재 주급이 810
DM 이하일 경우 첫해는 주당 63 DM, 둘째해는 31.5 DM이며, 주급이 390 DM 이하일 경우 첫해는
주당 161 DM, 둘째해는 주당 80.5 DM이 지급된다. 별거보조 수령자에게는 1년 동안 한 달에
한번씩 본인이 가족을 방문하거나 가족구성원 중의 하나가 근로자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가 지급된다.
⑦ 이사비용의 보조: 취업후 1년 이내에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이 보조되며 이에는 이사짐
운송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교통비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용자에 대한 다양한 현금급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러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연방고용청은
施行規定(Anordnung)의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급부의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53조
제3∼4항).
3) 고용주에 대한 급부
고령, 장기실업 또는 신체장애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의 취업이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들을 각각의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장기간
고용할 경우 연방고용청은 고용주에게 원칙적으로 6개월간,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간,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임금의 40%까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임금을 보조할 때에는 6개월 이후의 임금보조액은 최소한 전체 임금의 10%만큼 감액된다. 한편
연방고용청은 이러한 현금급부의 수급조건, 종류 및 규모를 施行規定의 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54조).
나. 자영업 촉진
이는 1986년에 새로 도입된 급부로서 최소한 4주 이상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한
실업자가 주 18시간 이상의 자영업을 시작하려 할 때 연방고용청은
過渡期手當(Uberbruckungsgeld)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건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자영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의견서 첨부이다. 이 보조의 상한선은 그가 지금까지 수령한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의 금액이며 최장 26주간 지급된다. 또한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받을
때 연방고용청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 당사자를 위해 납부했던 갹출료도 이 기간 동안
보조된다. 한편 연방고용청은 이의 세부사항을 施行規定의 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55a조).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및 자영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제도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제외하고
고용보험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이후에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現存하는 職場의 維持 및 職場創出 促進
가. 조업단축수당(Kurzarbeitergeld)
1) 목적
조업단축수당은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는 일시적 조업단축에 의해
상실되는 소득중의 일부를 보상하며(社會政策的 目標), 고용주에게는 이를 통해 현직장에
적응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데 (企業經營的 目標) 목적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극단이나
흥행업소처럼 非正規的으로 근무하는 분야도 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촉진법 제63조).
2) 자격요건
가) 기업
조업단축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 資格要件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업단축수당은 기업의 構造變化(betriebliche Strukturveranderung)를 포함한 經濟的
原因이나 불가피한 사태로 인해 조업단축이 피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되며, 이에는 무엇보다도
주문감소와 같은 경기침체, 자연재해, 또는 고용주 잘못에 기인하지 않는 行政機關 指示의
結果(정부의 구조조정 지시와 같은 특별한 조치)로 인한 조업단축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업단축이
기업조직 변경에 기인하거나(betriebsorganisatorische Grunde), 해당 산업이나 기업의 일반적인
현상일 때, 또는 계절적 수요 감소, 파업이나 날씨에 기인할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가피한 조업단축은 모든 가능한 경제적․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때이며
이 수단에는 적당한 재고축적 등이 포함된다. 조업단축은 일시적이며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즉 최소한 연속적으로 4주 동안 기업의 실제 종사자 3분의 1 이상이 정규노동시간의 10분의 1
이상을 감축해야 할 경우이다(단, 실제 종사자는 주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직업교육중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 이 규모 이하의 조업단축이 발생할 때는 조업단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企業內部的 手段의 동원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업단축수당
지급을 위한 조업단축의 上限線은 없다. 즉 일시적인 완전 조업중단의 경우에도 조업단축 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다(고용촉진법 제64조).
나) 개인
개인의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주업으로 해당기업에 종사하며, 조업단축수당이
지급된 후에도 이 기업에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연방고용청에 계속 갹출료를 납부하며,
조업단축의 결과 소득이 감소할 경우이다. 그러나 부업으로 또는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직업교육에 참여하여 생활비보조나 생계비보조를 수령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용촉진법 제65조 제1∼2항).
3) 급부
조업단축수당은 일단 지급이 시작되면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동안만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한달 이상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지급기간은 이 기간만큼 연장된다. 새로운 조업단축수당은
마지막 조업단축수당이 지급된 후 3개월이 자나고 지급조건이 새로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
한편 연방노동사회성장관은 조업단축수당 지급기간을 특정산업이나 특정지역에 예외상황이
존재할 때는 12개월로, 노동시장 전체에 예외상황이 발생한 때는 24개월로 각각 연장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67조). 조업단축수당은 근로자가 조업단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임금과 조업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근무시간(정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으로
계산되며, 그 수준은 1명 이사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는 피용자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소득수준에서 부담하는 法的 控除額만큼 감소된 임금의 68%, 그 이외에는 이의 63%이다.
조업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근무시간은 해당기업의 일반적인 주당 조업시간과(이 시간이
단체노사협정으로 합의된 근무시간보다 많을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됨) 조업단축 발생후의 실제
근무시간과의 차이로 계산되며, 휴일과 휴가기간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한 피용자가 자영업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 얻는 순수입의 50%는 조업단축수당 계산에 고려된다(고용촉진법 제68조). 한편
<표 6-6>은 조업단축수당 수령자 및 지출비를 나타내고 있다.
< 표 6-6> 조업단축수당 수령자 및 지출비(1981∼89)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불경기에 의한 주문감소의 경우에는 조업단축수당이 지급 되지만
해당산업이 사양산업에 속해 있어서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이것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의 구분은 쉽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남용은 국민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속한 산업조직 변화를 지연시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업단축수당을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 건설업 항시고용촉진책
1) 목적
이는 건설업 분야에서 겨울철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추위로 인한 실업을 가능한 한 줄이고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생산적인 겨울철 공사 촉진과 악천후수당이 있다(고용촉진법 제74조
제1∼2항).
2) 재정
행정사무비를 포함한 생산적인 겨울철공사 촉진의 비용은 이의 혜택을 받는 건설업체의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 총임금의 일부분(이는 1987년에 3%에서 2.1%로 떨어짐)을 납부금
형식으로 수령하여 충당하며 피용자는 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이 납부금 수준은 1980년
이후의 이 분야에서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고려하고 앞으로 필요한 지출을 예측함으로써
산출된다.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납부금 수준 및 현금급부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施行規則을
통해 정한다(고용촉진법 제186a조).
3) 생산적인 겨울철공사 촉진(Produktive Winterbauforderung)
가) 고용주 : 투자비용 및 추가비용의 보조
건설업과 조경업 등의 고용주가 겨울철 촉진기간(12월 1일∼3월 31일)에 공사를 할 경우에 이
공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계와 설비(예: 겨울철공사를 위한 대형천막)의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가 보조된다. 이들을 구매할때의 보조액은 적절한 구매가격의 30∼50%이며
이는 기계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추가융자도 가능하다.7) 하나의 기계나 설비를
구입하는 데 대한 융자금과 보조금의 합은 150,000 DM까지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중고품 구입도
가능하다. 기계와 설비를 악천후 기간(11월 1일∼3월 31일)에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 중 기계와
설비의 종류에 따라 각각 30∼50%가 보조되며 임대료 보조의 한도는 30,000 DM이다. 한편 20명
미만의 소기업에는 각각 10%만큼 높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기계와 설비의 구입 및 임대에
단지 적은 비용만이 소요될 때는 연방고용청에 의해 보조되지 않는다. 또한 12월 1일 ∼ 3월 31일
사이에 시행되는 공사에서 노동자, 건설현장, 건축물 등 건설자재가 추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 역시 보조된다. 이 인건비는 각 지역의 추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조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77∼79조 및 Ubersicht uber die Soziale Sicherheit,

1991, p. 330).
나) 피용자: 겨울철수당(Wintergeld)
겨울철 건설공사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11월 1일에서 3월 31일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때 지급되는 것으로 12월 1일에서 12월 24일 및 1월 2일 ∼ 3월 31일 사이의 추운 겨울에
이루어지는 노동에 일괄적으로 시간당2 DM씩 피용자에게 지급된다(고용촉진법 제80조).
4) 악천후사당(Schlechtwettergeld)
건설분야에 특수한 것으로서 악천후(악천후 기간은 11월 1일∼3월 31일)로 인한 공사 중단시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른 분야의 조업단축수당과 비슷하다. 이는
악천후로 인해 하루에 1시간 이상 조업이 단축될 때 지급되며, 조업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규정 및 급부수준은 조업단축수당에서와 동일하다. 한편
우리가 건설업 항시고용 촉진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 고용창출책(Arbitsbeschaffungsmaβnahmen)
1) 일반적 고용창출책(Allgemeine Maβnahmen zur Arbeitsbeschaffung)
가)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 것은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임금보조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에 융자가 추가될 수 있다.
나) 자격요건 및 지원되는 사업
이의 자격요건은 첫째 지난 1년중 최소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며, 둘째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하고 있거나, 또는 全日修業의 向上敎育이나 再敎育에 참여해서 생활비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장려되는 사업은 公共利益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또한 연방고용청에
의해 촉진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이 현재 실행되지 못하거나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실행되는
사업이어야 한다(사업의 附隨性). 여기서 선호되는 사업은 첫째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데, 특히 산업구조 변화나 기술 변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데
적당하거나, 둘째 산업구조를 향상시키거나, 셋째 장기 실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적합하거나, 넷째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사업을 확충하거나 자연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들이다. 한편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고용창출책이 지원되지 않지만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업자에게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용촉진법 제91조 및 제93조 제1항).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첫째 도시의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사업이다. 고용창출책에 고용된
사람 중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1988년의 경우 24.3%이었다. 둘째는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이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이 분야의 사업이 점차
資本集約的으로 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줄어들었으며, 또한 사업의 부수성 원칙이 이
분야에서 충족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88년의 경우 8.8%가 이 분야에
종사하였다. 셋째는 공공기관에 종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사업이다.
이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988년의 경우 이의 종사자는 15.0%에 불과했다. 넷째는
청소년 보조, 노인 보조 및 장애자 보조와 같은 사회사업분야이며 이 분야의 비중은 80년대 들어
급증해서 1988년의 경우 30.3%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그 이외의 기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8)
1988년의 경우 21.6%이었다. 한편 <표 6-7>은 일반적 고용창출책으로 지원된 근로자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6-7> 일반적 고용창출책으로 지원된 근로자수 및 비용(1981∼89)

다) 수행기관 및 급부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적인 법인체, 공익을 추구하는 民法上의
企業이나 團體,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경우 民法上의 私企業이나 團體가 될
수 있다. 연방고용청에 의함 임금보조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임금의 50∼75%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평균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고 취업하기 어려운 실업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90%까지 임금보조가 가능하다. 또한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 이외에도
수행기관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00%까지 보조할 수 있다. 한편 고용창출책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와 수행기관과의 관계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했거나
연방고용청에 개별근로자 촉진교육에 참가할 때에는 이러한 근로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92∼94조). 연방고용청은 施行規定(Anordnung)의 제정을 통해서 급부수준 및
촉진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95조 제2항).
2)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책
가) 목적
고령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은 일반적으로 젊은 실업자보다 어렵다. 따라서 연방고용청은
고용주에게 임금보조를 함으로써 고령실업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의 목적이 있다.
나) 자격요건
이의 촉진 대상은, 첫째 55세 이상이며, 둘째 지난 18개월 중 최소한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반적 고용창출책에 고용되어 있고, 셋째 기업의 현존하는 직장 이외의 곳에 추가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이다(즉 이 규정을 통해서 현존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 이들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려 함). 또한 이들을 촉진하는 것이 勞動市場政策的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고용촉진법의
다른 정책을 통해서 이들을 가까운 장래에 취업시킬 수 없을 때만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책이
지원된다(고용촉진법 제97조 제1항).
다) 급부
임금보조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임금(이것이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일반적 임금)의 50%이며
70%(公法的인 法人體가 고용주일 경우에는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임금보조 수준은
촉진기간 중 매년 10% 이상 감소하며 이것이 30%(公法的인 法人體가 고용주일 경우 40%)에
도달하는 해까지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책이 지원된다. 특별한 경우 특히 18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게는 70%(24개월 이상의 실업자에게는 75%)까지의 임금보조 및 최장 8년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표 6-8>은 고용창출책에 의한 임금보조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창출책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업의 부수성 원칙이 현실에서 항상 충족되고
있는가이다. 만약 이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용창출책은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되지 않아도
실시될 사업을 연방고용청이 단지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촉진책이 노동시장상황의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업의 부수성 원칙이 현실에서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회의가 독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아 우리는 고용보험제도 도입초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8> 고용창출책 임금보조 수준의 변화(1984∼88)

주석 1) Übersicht über die Soziale Sicherheit(1991, p. 312).
주석 2) Bäcker 外(1989 Ⅰ, p. 297).
주석 3) Bäcker 外(1989 Ⅰ, p. 300).
주석 4) Übersich über die Soziale Sicherheit(1991, p. 314).
주석 5) Richter(1991, p. 275).
주석 6) Ubersicht uber die Soziale Sicherheit(1991, pp. 321∼322).
주석 7) 각각 다른 보조비율이 적용되는 기계와 설비의 종류는 고용촉진법 제77조 제2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주석 8) Schickler(1989, pp. 54∼64).

第5節 消極的 勞動市場政策
1. 槪要
연방고용청은 消極的 勞動市場政策을 통해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며 이는 실업수당, 실업부조, 도산수당 및 정착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실업수당이며 도산수당 및 정착수당은 비중이 낮다. 현행
고용촉진법은 실업의 방지 및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업이 발생한 후의 보장책은
차선책이기 때문에 직장알선과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을 통한 실업방지가 달성되지 않을 때에만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고용촉진법은 실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업자는 주당
총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의 근로자이며, 정년퇴직을 앞두고 원만한 은퇴를 위해 종전과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서 18시간 미만의 취업을 하는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촉진법
제101∼102조). 연방고용청은 매달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실업률을 발표하는데 이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2. 失業手當(Arbeitslosengeld)
가. 지급요건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피용자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② 地域雇傭事務所에 본인 스스로 실업 사실을 알리고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하며(편지, 전화 및
제3자에 의한 고지는 인정되지 않음)
③ 연방고용청의 직장알선에 항상 응해야 한다. 즉 주당 18시간 이상 적절한(zumutbar) 일을 할 수
있고 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 재교육 및 재활교육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 매일 地域雇傭事務所를 방문하거나 지역고용사무소가
실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근무할 수 있는 상태(Verfügbarkeit)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근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신체적이나 법적인 제약으로 단지 제한된
취업만을 할 수 있거나 하여도 되도록 허용된 사람과, 직장생활에 대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
및 태도 때문에 피용자로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이다. 적절함(Zumutbarkeit)을
판단하는데는 실업자 본인과 연방고용청에 被保險된 모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히 실업자의 지금까지의 직장, 직업적 지식 및 능력, 개인적 및 가족적 관계,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상황, 그리고 실업기간이 포함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업후 처음 6개월 동안은
지금까지의 직업적 지식에 상당하는 직장만이 적절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보다 못한
직장도 적절한 범주내에 포함된다. 한편 새 직장에서의 업무가 과거의 직장에서와 다르거나, 새
직장이 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근로조건이 과거보다 못한 경우 등은 부적절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연방고용청의 Zumutbarkeits-Anordnung 참조).
④ 실업이 발생하기 전의 지난 3년중 360일(계절근로의 경우 180일) 이상 갹출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단, 병역의무의 복무기간 및 직업교육 참여로 연방고용청으로부터 생활비보조나
생계비보조를 받은 기간은 납부기간으로 인정된다(이상은 고용촉진법 제100조, 103∼105조,
107조 및 연방고용청의 Anwartschaftzeit-Verordnung 제1조 참조).
<표 6-9> 실업발생시 생계보장을 위한 주요 제도

나. 급부수준
양육자녀가 1명 이상일 때는 순소득의 68%, 그 외에는 순소득의 63%가 실업수당으로 지급되며
순소득 계산에는 실업직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주급이 사용된다. 순소득 계산에는
초과근무수당, 휴가비와 성탄절 보너스, 그리고 실직으로 인해 받는 특별상여금은 제외되며,
순소득은 각각의 실업자가 실제로 취득한 소득이 아니라 본인의 총소득에서 해당근로자의
가정상황(예: 자녀 2명의 맞벌이 근로자)을 고려해서 부과되는 세금과 사회보험 갹출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한 것이 일반화된 순소득(pauschalisiertes Nettoarbeitsentgelt)으로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계산에 사용된다(본 연구에서 실업급부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순소득은 일반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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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득을 의미함). 따라서 실제 실업수당 금액은 종전 임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한편 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雇用主와 被傭者가 짜고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조작하여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만약 실업자의
임금인상이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인상보다 높으며 실업자의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지난 1년 동안의 평균임금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했을 경우 실업전 1년간의
평균임금이 순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둘째,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 밑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의 계산에 실업자가 받았던 실제 임금이 아니라 유사한 근무를 하는 다른
피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이 기준이 된다. 한편 실업기간중 주 18시간 미만의 취업은
허용되며 이에 의한 소득이 주당 30 DM 이하일 때는 실업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것이 30
DM를 초과할 때는 이 초과분의 2분의 1만큼 실업수당이 줄어든다. 만약 부업으로 얻는 소득과 이
소득을 고려한 실업수당의 합이 실업수당 계산에 사용되는 순소득의 80%보다 많을 경우
실업수당은 부업을 통해 취득하는 소득 만큼 전액 삭감되어 지급된다(고용촉진법 제111∼112조,
제115조).
다. 지급기간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실업발생전 연방고용청에 갹출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이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곳에 종사한 기간과 실업자의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중(準據期間) 최소한 360일 이상 갹출료를 납부했거나 이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곳에 종사했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156일간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6주간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갹출료 납부기간 대 지급기간의 비율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2 대 1이다. 또한 지난 7년중(準據期間) 480일간 갹출료를 납부했을 경우 지급기간은 연령에
관계없이 208일로 늘어난다. 갹출료 납부기간 및 연령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표 6-10>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연방고용청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갹출료 납부기간 대
실업수당 지급기간의 비율을 3대 1로, 480일 이상 고용되었던 기간의 기준을 7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여 지출을 줄이려고 하였다. 한편 과거의 실업수당 청구권은 새로운 청구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과거의 청구권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던 과거의 기간은 새로운 청구권에 의한 기간에 합산된다(고용촉진법 제106조, 제125조).

<표 6-10> 갹출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기간1)

라.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
실업수당은 임금 대신에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이
계속 지불될 때는 이 기간 동안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이 중에서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실업과 동시에 해직으로 인한 휴가 및 휴가비가 지급될 경우 이 휴가기간 동안 실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해직으로 인한 임금보상이 지급되고 고용주에 의한 해직이
법정해고기간의 준수없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수당 지급은 법정해고기간(최고 12개월)만큼
정지된다. 그리고 직업교육 참여로 생활비보조를 받거나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을 경우 이 기간
동안에도 실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이상에서의 정지기간은 전체 지급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피용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본인 사유에 의한 이직, 단 법정해고기간 준수)
부당한 행위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과실에 의한 해고) 12주간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되며(1984년의 법률개정으로 1985년 1월부터 1995년까지 이는 8주에서 12주로 연장되었음)
전체 지급기간은 이 기간만큼 단축된다. 또한 적절한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참여(직업양성교육,
향상교육, 재교육 및 재활교육)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중에 포기하거나 본인 잘못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외될 경우 8주간 지급이 정지되며 이 기간만큼 지급기간이 단축된다. 두 번 8주
이상의 지급정지로 인한 지급기간 단축의 벌칙을 받으면 실업수당 수급자격이 상실되며, 남아
있는 지급기간도 무효가 된다. 또한 법정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피용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지급대기기간은 12개월까지 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117∼119a조).
연방고용청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항상 중립을 유지해야 하므로 노동쟁의 상태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쟁의기간중에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쟁의 종료시에는 지급 가능). 또한
실업자가 속해 있던 기업이 파업하고 있지 않더라도 첫째, 해당기업이 지역별뿐만 아니라
산업분야별로 현재 파업중인 분야에 속하거나, 둘째, 지역은 다르지만 산업분야(예:
자동차산업)가 동일하며, 두 지역의 요구조건이 비슷하며(同一하지 않아도 됨), 한 지역의
단체협약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될 때는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이는
조립생산품의 경우 효율적인 파업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만
파업함으로써 전부문 파업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위의 두
번째 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中立委員會(Neutralitäts-ausschuβ)에서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理事會의 노사대표 6명과 연방고용청 총재로 구성되며 연방고용청 총재가 위원장직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이나 고용주 단체가 中立委員會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聯邦社會法院(Bundessozialgericht)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이 모든 절차는 신속히
진행된다(고용촉진법 제116조, 제206a조).
연방고용청은 직장알선과 직업상담을 위해서, 그리고 실업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실업자가 地域雇傭事務所에 출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출두시간에
실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2주간, 그리고 새로 제시한 출두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출두할 때까지(하지만 최소한 4주 이상)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된다(고용촉진법 제120조,
제132조). 한편 1987년의 경우 적절한 직장알선을 거부해서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이
기간만큼 지급기간이 단축된 실업자는 전체 직장알선 실업대상자 중 0.2%에 불과하다(표 6-11
2)
참조).
마. 기타 규정
첫째, 독일의 경우 지급대기기간이 없어서 실업수당은 地域雇傭事務所에 실업사실을 신고한
날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실직할 경우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만일 공휴일 등으로 이를 즉시
알리지 못했지만 다시 근무하는 첫날에 이를 신고할 경우에 실업수당은 소급되어
지급된다(고용촉진법 제105조).
둘째,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고용주는 연방고용청이 작성하여 배분한 용지에 실업수당
지급결정에 중요한 내용 특히, ① 근로자가 행한 근무의 종류, ② 고용관계의 시작․종료․중단한
시기 및 이유, ③ 실업된 이후에 받게 될 임금이나 다른 급부의 내용(이것이 있을 경우)을 자세히
기입해야 한다. 한편 실업자는 이 용지를 거주지의 地域雇傭事務所에 제출하여 실업수당을
신청한다(고용촉진법 제133조).
셋째, 65세 이상의 연금수급 대상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연금수령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고용주분의 갹출료를 연방고용청에 납부해야
한다(연금수령자는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음). 이 규정은 단지 갹출료 때문에 고용주가 노령
근로자를 선호하여 노동시장의 경쟁조건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용촉진법 제100조 제2항).
넷째, 성공적으로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실업이 될 경우에는 실업자가 본인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 지역에서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절반을 실업수당으로 받으며, 이는
최소한 직업양성교육 중 생활비보조 형식으로 받았던 직업양성교육부조보다 많아야
한다(고용촉진법 제112조 제5항).

<표 6-11> 적절한 직장알선 거부로 인한 실업급부(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지급 정지(1974∼81)

다섯째,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갹출료는 연방고용청에서 전액 지급된다. 이 규정은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수령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여섯째, 1년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장기실업자 역시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수당을 수령한 지 1년이 경과한 후의 실업수당 계산에 사용되는 실업전 마지막 임금은
국민경제의 평균임금 인상률만큼 증가되어 실업수당 계산에 사용된다(고용촉진법 제112a조).
일곱째,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매년 施行規則의 제정을 통하여 실업수당 수준을
결정한다(고용촉진법 제111조 제2항).

3. 失業扶助(Arbeitslosenhilfe)
가. 개요
실업부조는 연방예산에 의해 조달되며 실업수당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생활보조적 측면이
강하다. 실업수당과의 차이로는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필수조건이며,
급부수준이 낮고 지급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나.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
실업부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피용자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본인이 지역고용사무소에 실업사실을 알리고 실업부조 지급을
신청하며, 직장알선에 항상 응해야 하며
② 실업수당 수령을 위한 갹출료 납부기간의 부족으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며
③ 실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④ 지난 12개월 중 최소한 1일 이상 실업수당을 받았거나(실업수당 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갹출료 납부기간의 부족으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12개월중 최소한 150일(5개월) 이상
갹출료를 납부했거나 이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곳에 종사했을 경우이다. 갹출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공무원, 판사 및 직업군인으로 종사한 기간과 실업수당에서처럼 의무적으로
군복무한 기간이다(고용촉진법 제134조).
실업부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가족의 생활비를 실업부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이며, 資産調査(Bedürftigkeitsprüfung)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측정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 금액이 일정액수 이상일 때는 실업부조 지급액에 고려된다. 실업부조
수급자격은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수령할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실업부조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한 무기한으로 지급된다. 다만 매년 연장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실업수당에서처럼 65세까지만 지급된다(고용촉진법 제135조, 제138조).
한편 <표 6-12>는 실업수당과 실업부조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다. 급부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일반화된 마지막 순소득의 58%가, 그 이외의 경우에는 56%가
실업부조로 지급되며 이의 계산에는 실업수당 계산에 사용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의 만료로 실업부조를 받을 경우에는 마지막 실업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임금이 실업부조 계산의 기준이 된다. 실업부조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은 실업수당의
경우와 동일하며,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매년 施行規則의 제정을 통해 급부수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136조). 한편 <표 6-13>은 연령 및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자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다.
4. 倒産手當(Konkursausfallgeld)
도산수당은 1974년 7월 17일의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이 도산했을 때
倒産節次(Konkursverfahren)가 시작되기 이전의 체불된 3개월간의 임금을 모든 피용자에게
지불함으로써 피용자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倒産手當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도산절차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피용자가 해당 地域雇傭事務所에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도산수당은
피용자의 순소득액만큼 지급되며, 연금,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갹출료는 각 해당기관에
별도로 지급된다.
<표 6-12> 실업수당과 실업부조의 주요 차이점

<표 6-13> 연령 및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자 구조(1983, 1985, 1987, 1989)

5. 定着手當(Eingliederungsgeld)
정착수당은 독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급부로서 실업에 처하거나 직업교육 참여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한 임금보상을 하는 대신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정착수당은 실업자,
직업교육 참여자 및 독일어 교육 참가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조건으로는 이주자의 본국에서 지난
1년간 최소한 5개월 이상 독일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12개월간 정착수당 수준은 이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州의 연금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70%가 이들의 假想賃金이 되며, 이중에서 세금과 사회보험에

대한 갹출료를 제외한 순임금의 63%가 지급된다(공용촉진법 제62a∼62d조).
한편 현재의 국내사정으로 볼 때 도입예정인 고용보험에서 실업부조, 도산수당 및 정착수당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주석 1) Bäker 外(1989 I, p.239).
주석 2) Bäcker 外(1989 I, p. 237).

第 6 節 財政調達方法 및 危機克服手段

1. 財政
가 재정방법
연방고용청의 재정은 주로 갹츌료와 연방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지며, 당해 연도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적립되는 기금에서의 이자수익은 적은 부분만을 차지한다(1986년의 경우 약
0.8%).1)갹출료는 원칙적으로 標準所得月額 上限線(1991년의 경우 월 6,500DM)까지의 피용자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피용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1991년 4월 1일부터 연금보험의
갹출료가 1% 감소함과 동시에 고용보험의 갹출료가 2.5% 증가하여 6.8%이었지만, 1992년에는
6.3%로 줄어들었음), 피용자의 총임금이 표준소득월액 상한선의 7분의 1이하일 때는 고용주
혼자서 갹출료를 부담하도록 외어 있다. 이 범주에는 직업양성교육에 참여중인 대부분의
견습공이 속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연방고용청에 갹출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이는 전액 연방정부가 부담하며, 의료보험으로부터 疾病手當을 수령하거나 산재보험으로부터
負傷手當을 수령하는 근로자에게는 각각의 보험공단이 고용보험 갹출료의 50%를 부담한다. 한편
갹출료와는 별도로 생산적인 겨울철공사 촉진과 도산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해당
고용주로부터 납부금 형식으로 수령하여 사용되고 있다(고용촉진법 제 167조, 제 186a조,
제186d조). 한편 모든 사회보험의 갹출료는 의료보험에서 일괄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행정비용은 각 사회보험이 부담한다(Sozialgesetzbuch Ⅳ 제28h조 및 28I조).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는 갹출료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방고용청의 중요한
재원이며(표 6-14 참조)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조된다.
① 연방정부가 실업부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며
② 연방정부가 연방고용청에 위탁한 勞動市場政策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③ 연방고용청에 제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연방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고용촉진법 제 187∼188조).
고용촉진법에 제220조에 의하면 연방고용청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는 이를 주로
재정악화시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적립금은 이자수익을 위해
사용되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연방고용청의 지출이 수입과
적립금의 합보다 많을 때는 연방정부는 적립금 액수만큼 융자를 해야 하며, 이 융자를 통해서도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만큼 연방정부는 보조를 해야 한다(고용촉진법 제187조).

한편 현행 독일고용보험 재정방식의 문제로는 다음을 들 수 있겠다. 1969년의 雇傭促進法 導入을
계기로 연방고용청의 서비스는 被保險者에게서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은
협의의 보험원칙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의 예로서는 전혀 취업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직장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며, 지금까지 자영업자나 공무원(이들은 被保險對象者가
아님)으로 종사하던 사람도 직장알선이나 향상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비용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갹출료보다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재정방식의 변화는 다음에서 다루어지는 70년대 중반 이후 자주 발생한
연방고용청의 재정위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나. 재정상태의 변화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社會的 市場經濟制度를 導入하고 적극적으로 成長政策을 추구해서
대규모 이주로 인한 대량실업을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좋은 노동시장
상황은 무엇보다도 갹출요율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었다. 즉 1949년에 6.5%에 달하던 갹출요율은
1964년에는 1.3%로 인하되었다. 또한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1961년 8월부터 1962년 3월까지는
갹출요율이 0%이었음에도 1961년의 경우 연방고용청의 적립금은 동년도 총지출액의 5배에
달했다. 50년대에 이어 60년대 들어 노동시장 상황은 더욱 호전되어 1967년까지 실업률은 1%
이내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이에 다라 연방고용청의 적립금은 계속 증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경기침체기인 1967∼68년의 경우에도 실업률은 2% 정도에 불과해서 완전고용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비록 지출이 수입을 약간 초과했지만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으로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종전의 갹출요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표 6-14 참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러한 좋은 노동시장 상황은 갹출요율 인하 및 연방고용청 적립금의 축적을 통해서
被保險者의 이익증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재정문제를 완화시키는 데도
이용되었다. 즉 연방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967∼80년까지 본래 연방정부의 과제인 실업수당
수령 후 지급하는 실업부조의 재정을 연방고용청에 부담시켰다. 이 때문에 연방고용청은 같은
기간 동안 이를 위해 89억 DM를 지출해야 했으며, 이와 같은 정치들의 잘못된 결정은 연방고용청
재정악화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위의 지출액이 모두 적립되었더라면 이는 이자수익의
발생으로 연방고용청의 재정안정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낮은 갹출요율에서도 약 60억 DM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재정상황은 1969년 고용촉진법
도입을 계기로 악화되었다. 同法의 制定으로 연반고용청에 새로운 과제가 추가로 부과되었고,
이는 특히 근로자의 직업교육 촉진비용을 급격히 팽창시켜서 1970, 1971년 및 1972년의
연방고용청의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5%. 26% 및 18%만큼 늘어나서 1%수준의 낮은
실업률에서도 연방고용청은 상당한 재정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72년에는
갹출요율이 1.3%에서 1.7%로 인상되었고, 이의 결과 1973년에는 다시 수입초과가 달성되어
연방고용청의 재정이 이전의 안정된 기반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0년대와 70년대 초 연방고용청은 1%수준의 낮은 실업률 덕택에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고용촉진법 도입으로 인한 지출증가는 약간의 갹출요율 인상을 통해서
상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고용청의 재정은 1974년의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은 4%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2차 석유파동 후 실업률은
198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9%를 상회하게 되었다. 즉 독일의 경우 석유파동을 계기로 실업률
수준의 상방이동이 두 번 발생했다(표 6-14 참조). 석유파동 이후 장기간의 대량실업은
연방고용청의 지출을 팽창시켰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4∼75년과 1981∼82년에 더욱 현저하다.
1974년의 경우 실업률이 2배로 증가하여 연방고용청의 재정은 24억 DM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적립된 기금에서 충당될 수 있었다. 1975년에는 2%로 갹출요율이 인상되어 수입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실업률 때문에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72% 증가하여 86억 DM의 지출초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용촉진법 도입에 따른 추가업무의 수행 및 실업수당을 수령한 후의 실업부조
지급을 연방정부가 1967년에 연방고용

<표 6-14> 연방고용청의 수입 및 지출(1961∼90)1)

청에 부담시킴으로써 지출이 증가하여 연방고용청의 적립금은 1974년의 경우 31억 DM에
불과했다. 따라서 1975년의 대규모 지출초과는 73억 DM의 정부보조에 의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재정난은 1976년에 갹출요율을 3%로 인상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연방고용청은 재정적자를 19억 DM로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이 해에도 30억 DM의 정부보조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연방고용청의 적립금은 29억 DM로 증가되었다.
1차 석유파동으로 1974∼75년에 발생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 1981∼82년에도 관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고용청의 지출초과 규모는 2차 석유파동 때 더욱 커서 1981∼82년에는 152억 DM의
연방예산에 의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연방고용청에 적립된 기금은 고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표 6-14>는 대량실업의 발생 초기에 연방고용청의 재정이 악화되다가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1977∼78년과 1984∼85년에는 재정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뒤에서 다루어질
재정안정화 정책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및 조업단축수당 지급기간에 대한 규정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은 일반적으로 1년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실업자수는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즉 대량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부조를 수령하거나 실업급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업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연방고용청의 재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표 6-15>는 1차 석유파동후 실업률
수준이 상방이동한 1975∼78년의 경우 실업수당 수령자 비율은 65.9%에서 5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실업부조 수령자 비율은 10.2%에서 32.2%로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현상을
1983∼85년에도 관찰할 수 ㅇ;ㅆ다. 대량실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연방고용청의 재정상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동적으로 향상되지만, 이는 연방고용청이 실업의 비용을 다른 부문에 전가함을 의미한다. 즉
失業扶助의 재정을 책임지는 연방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전혀 실업급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실업자 비중의 증가는 자방자치단체나 실업자 본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社會扶助의 財政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6-15> 실업자와 실업급부 수령자(1950∼85)

다. 고용보험과 여타 사회보험과의 관계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령하거나 향상교육이나 재교육 참여로 생활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이
현금급부 수령기간 동안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에 被保險者상태를 유지하며, 각각의 보험에 대한

갹출료는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즉 실업수당이나 생활비보조 수령자의 연금 및 의료보험에
대한 갹출료는 현금급부와는 별도로 전액 연방고용청이 부담하며 실업부조 수령자의 갹출료는
연방정부예산에서 보조된다. 의료보험의 갹출료가 標準所得月額 上限線까지의 실업전 임금과
의료보험의 갹출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데 비해, 연금보험의 갹출료는 1983년 1월 1일부터 현재
받고 있는 현금급부에 연금보험의 갹출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계산된다.2) 한편 위와 같은 현금급부
수령자를 위한 의료보험 갹출료의 대납은 公的醫療保險(Gesetzliche Krankenkasse)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며 私的醫療保險(Private Krankenkasse)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된다.3)
再活敎育 참여로 생계비보조를 받는 장애자에게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갹출료가 연방고용청에 의해 보조된다(고용촉진법 제56조 제3항). 의료보험에 대한 갹출료가
標準所得月額 上限線까지의 실업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데 비해 연금에 대한
갹출료는 현재 받는 생계비보조를 기준으로하여 계산된다.4)실업수당, 실업부조 및 생활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이를 수령하기 이전에 실제로 공적의료보험의 被保險者이었냐에 상관없이 위의
현금급부를 수령하면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155조). 하지만 조업단축수당이나 악천후수당의 수령자는 단지 이들이 악천후수당을 수령하기
이전에 공적의료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자이었을 경우에만 공적의료보험에 被保險되며
연방고용청에 의해 의료보험 갹출료가 대신 지급된다. 조업단축수당이나 악천후수당 수령자의
의료보험 갹출료는 실제로 취업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피용자와 고용주가
50%씩 부담하며, 단축노동으로 줄어든 소득에 대해서는 조업단축수당의 경우 고용주와
연방고용청이 갹출료의 50%씩을, 악천후수당의 경우 고용주 혼자 이를 부담한다. 한편
조업단축수당이나 악천후수당 수령자의 현금급부에 대한 연금갹출료는 고용주와 연방고용청이
5)
50%씩 부담하며 이의 계산에는 단축노동으로 받는 소득 보상액이 기준이 된다.

2危機克服手段
80년대 초반의 대량실업 상황에서 연방고용청이 취한 財政危機 克服을 위한 諸手段을 연도별로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고용보험을 도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69년에 재정된 고용촉진법은 실업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실업을 제거하는 데
우선권을 두며, 실업 발생시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 지급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및 80년대 초반에 발생한 지속적 대량실업의 결과 연방고용책이 실시한 정책은 크게
변화했다 즉 고용촉진법 제정 당시 失業手當 및 失業扶助는 단지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도록
고안되었지만(1970년의 경우 실업수당이 총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16.7%에 불과) 이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1975년의 경우 43.5%, 1982년의 경우 54.0%가 되었다(부표 5 참조). 이에
다라 직장알선,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 등의 여타 업무는 상대적으로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해
갔다. 한편 실업수당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조금씩 감소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1990년의 경우 40.2%를 차지하고 있다.
가. 1982년6)

1) 실업급부와 관련된 규정
첫째, 갹출요율이 3%에서 4%로 인상되었고(동시에 연금 갹출요율은 0.5%만큼 인하됨)
둘째, 실업수당 수급요건이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지난 3년중(준거기간) 최소한 6개월이상 갹출료를
납부하였으면 가능했지만, 이는 12개월로 연장됨과 동시에 실업기간중 부수입으로 벌 수 있는
최대액을 제한, 즉 실업수당과 부수입의 합은 마지막의 순임금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② 獨逸稅法에 의하면 매년초 취업자의 지난 1년간의 소득과 실제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소득세를 초과 납부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의 계산에 앞으로는 실업수당, 실업부조, 조업단축수당 및 악천후수당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실업수당, 부수입 및 연말 소득세 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 등의 합인 실제
순소득이 실업전의 순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표 6-16> 현금급부 수준의 변화

③ 중대한 귀책 사유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단, 法定解雇期間 준수) 적절한
직장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 지급 정지기간은 4주에서 8주로 연장되며 이 기간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되었다.
④法定解雇期間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해약할 경우 실업수당 지급 대기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전체 支給期間은 不變)
셋째, 실업부조 수령을 위해서 종전에는 70일 이상 갹출료를 납부했으면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이는 150일로 연장되었고 급부수준 역시 68%에서 58%로 하향조정되었다(표 6-16
참조).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규정
첫째, 직업교육 지출비 제한: 全日修業의 向上敎育이나 再敎育 참여시 지불되는 생활비보조
수준은 부양자녀가 있을 때는 마지막 순임금의 80%에서 75%로, 부양자녀가 없을 때는 80%에서
68%로 각각 下向調整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향상교육참여가 절대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유익할
경우(예: 徒弟에서 匠人으로의 향상교육)에도 생활비보조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융자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절약 및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실시하도록 하여서 지원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실업자와 실업에 직면해 있는 사람을 고용할 때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새로운 직장에의 적응보조 규모를 제한하였고, 직업양성교육시 지불하는
직업양성교육 부조를 줄였으며
둘째, 재활비용 축소: 생계비보조 수준은 부양자녀가 있을 때는 마지막 순임금의 100%에서
90%로, 부양자녀가 없을 때는 100%에서 75%로 각각 축소되었다. 또한 생계비보조를 갹출료
납부한 기간과 밀접하게 연계시켰으며(지난 5년중 2년 이상 갹출료 납부), 재활정책이 절약 및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되도록 하여서 규모를 축소하였고
셋째, 취업촉진은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과 실업에 직면해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정착부조의 最長支給期間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급수준을
낮추었다(원칙적으로 50%, 또한 지금까지의 최고 비율은 80%이었는데 이는 70%로
하향조정되었으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각각 10%씩 다시 축소됨). 고령근로자 채용시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감액하였으며, 고령기준을 45세에서 55세로 올리고 최고보조
수준을 총임금의 80%에서 7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넷째, 고용창출책에 의한 지원대상을 장기실업자만으로 축소하였다.
나. 1983년

1) 실업급부와 관련된 규정
첫째, 갹출요인이 4%에서 4.6%로 인상되었으며
둘째, 被保險期間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단축되어서 갹출료 납부기간내 실업수당

지급기간의 비율이 2대 1에서 3대 1로 되었으며(표 6-17 참조), 이는 연방고용청의 지출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연방고용청이 연금공단에 실업기간 동안 지불하는 갹출료 산정은 이전에는 실직전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1983년 1월 1일부터는 실업자가 실제로 받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 금액이 기준이 되었다. 또한 연방고용청은 조업단축수당과 악천후수당 수령자를 위한
연금갹출료를 지금까지는 75%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50%만 부담하며, 이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35%에서 50%로 증가되었다.

<표 6-17> 실업수당 지급기간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규정
재활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보조는 1982년에 이여 계속 즐어들어 1983년 1월 1일부터는
부양자녀가 있을 때는 마지막 순임금의 90%에서 80%로, 부양자녀가 없을 때는 75%에서 70%로
각각 축소되었다. 이를 통해서 재활교육시 지불되는 생계비보조와 직업교육시 지급되는
생활비보조의 차가 줄어들었다(생활비보조는 자녀가 있을 때 75%, 그 외에는 68%).
다. 1984년

1) 실업급부와 관련된 규정
첫째 의료보험에 被保險되어 있는 사람이 질병시 질병수당(Krankengeld)에도 연방고용청은
갹출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1984년 1월 1일부터 실업수당, 조업단축수당 및 악천후수당은 부양자녀가 없을 때는
종전보다 각각 5%씩 낮아진 마지막 순임금의 63%가 지급되며 직업양성교육 후 실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능력으로 취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이 ,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직업양성교육 기간 동안 지급된
생활비보조만큼의 실업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셋째, 실업부조 수준 역시 부양자녀가 없을 때는 마지막 순임금의 56%로 2%만큼 낮아졌으며(표
6-16 참조)
넷째, 건설업의 고용주는 악천후에 인한 공사중단시 매달 처음 8시간에 해당하는 악천후수당을
연방고용청 대신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1984년 회계연도중에 연방고용청의 재정상태가 향상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의 결과
조업단축수당 및 실업수당 수령자가 각각 약 30만명 및 16만명(15%)씩 줄어들었으며(표 6-6 및
6-19 참조),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연방고용청의 財政安定化 政策의 결과이다. 즉
1983년과 1984년의 실업률은 9.3%로 동일했지만 실업의 장기화로 실업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실업자수가 증가하였으며, 1982년부터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지출비 감소를위한 다양한
조치의 결과 1983년의 1인당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금액은 1981년과 비교해서 13.5% 및
13.1%만큼 감소하였다(표 6-18 참조). 이러한 요인들이 연방고용청의 財政狀態를 好轉시켰으며,
연방고용청은 이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완화하였다.
① 1985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갹출요율은 0.5%가 낮은 4.1%가 적용되며,

<표 6-18>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의 지출비(1982∼89)

② 종전에는 실업수당 最長支給期間이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최고 12개월이었고, 이는
지난 4년중(준거기간) 3년 이상 被保險 되었을 때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49세 이상의
실업자가 3년 이상 갹출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초과되는 6개월당 1개월씩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연장되어 지난 7년중(준거기간) 6년 동안 피보험 되었을 경우 18개월까지 실업수당이 지급되지만
③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실업수당 지급정지기간은 8주에서 12주로
연장되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규정
첫째, 全日修業의 향상교육 및 재교육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보조는 각각 5%씩
줄어들었으며(표 6016 참조)
둘째, 勞動市場政策上 유익한 향상교육 참여시에는(예: 도제에서 장인으로의 향상교육)
연방고용청은 생활비를 융자하는데, 연방고용청은 이를 융자할 의무에서 단지 상황에 따라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으며
셋째, 새로운 직장에의 적응보조의 최고보조액을 총임금의 80%에서 70%로 하향조정하였고, 이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며
넷째, 취업촉진책의 다양한 비용보조제도를 제한하였으며
다섯째, 재활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보조 역시 5%씩 삭감되어 부양 자녀가 있을 때는
75%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65%로 하향조정되었다.
한편 1984년 회계연도중 재정상태의 호전으로 연방고용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완화하였다.
첫째, 향상교육 및 재교육 참여시 지급되는 생활비보조를 자녀가 있을 때는 70%에서 73%로, 그
외에는 63%에서 65%로 인상하였으며 모든 향상교육 및 재교육 참여자에게 생활비보조의 융자를
청구할 권한이 주어졌고

<표 6-19> 실업수당, 실업부조, 생활비보조 및 생계비보조 수령자

<표 6-19>의 계속

둘째, 재활교육시 지급되는 생계비보조는 각각 5%씩 증가하여 부양자녀가 있을 때는 75%에서
80%로, 그 이외에는 65%에서 70%로 각각 인상되었다.
라. 1985년 : 실업급부와 관련된 규정
1984년에 이어 1985년에도 연방고용청의 재정은 23억 DM의 수입초과를 기록하여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었다;
첫째, 1986년 1월 1일부터 갹출요율을 4.1%에서 4%로 인하되었고

둘째, 실업수당 최장지급기간이 44세 이상의 실업자에게는 16개월로, 49세 이상의 실업자에게는
20개월로, 54세 이상의 실업자에게는 24개월로 각각 연장되었으며
셋째,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책 참가 최저연령이 55세에서 50세로 낮추어졌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률의 증가로 재정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연방고용청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했지만,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핵심이 되는 분야가 財政安定化
政策에 포함되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대량실업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위기의 결과
상당히 축소되었다. 즉 직업교육촉진을 위한 보조금지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지급요건도
강화되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량실업 발생으로 연방고용청의 재정이 악화되면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의 消極的 勞動市場政策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비중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필요성이 더 절실한 경기침체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의 고용보험은 실업발생후의 생계보장이
아닌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회계연도에 재정흑자가 발생할
때는 이를 적립하여 적립금을 이자수익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여타 사회보험간의 갹출료 납부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석 1) Frerich(1990, p.325).
주석 2) Die Bundesanstalt stellt stellt sich vor(1989, p. 43).
주석 3) Wagner(1988, p. 17).
주석 4) Wagner(1988, pp. 38∼42).
주석 5) Frerich(1990, pp. 508∼538).
주석 6)Frerich(1990, pp.535∼538).

第7章
聯邦雇傭廳
第 1 節 組織
1. 槪要
연방고용청은 정부의 일반기관이 아닌 公法的인 法人體(rechtsfähig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自治運營(Selbstverwaltung)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뉘른베르크(Nürnberg)에 본부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189조 제1항). 연방고용청에
대한 감독은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이 하며 그는 연방고용청의 제반업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이러한 법적 감독(Rechtsaufsicht)의 일환으로 연방고용청은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에게 매년 업무보고서(Geschäftsbericht)를 제출하도록 고용촉진법은
규정하고 있다(고용촉진법 제224조).
2. 構造
연방고용청은 本部(Hauptstelle), 地方雇傭廳(Landesarbeitsamt)과 地域雇傭事務所(Arbeitsamt)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고용청과 지역고용사무소의 관할지역은 관련 지방관리와의 협의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자치운영기구인 行政評議會(Verwaltungsrat)가 결정한다(고용촉진법

제189조 제3항). 여기서 경제적 상황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할지역
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거주․취업인구 및 이들의 구조, 출퇴근하는 사람, 경제구조,
교육기관, 지리적 관계, 교통, 그리고 연방고용청과 관련된 경제단체, 사회단체 및 관청들의
1)
위치이다. 따라서 지역고용사무소와 주요 행정관청이 각각 다른 도시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행정평의회는 필요할 경우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무소(besondere Dienststelle)를 설치할 수 있다(고용촉진법 제189조).
연방고용청의 본부는 勞動市場 및 職業硏究所(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를
포함해서 7개의 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7-1 참조), 본부는 訓令(Weisung)을 통해서
연방고용청의 고용보험업무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며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地方雇傭廳은 관할지역 지역고용사무소간의 업무를 총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統獨前에는 9개가 있었으나 統獨으로 인하여 11개로 증가하였다. 지방고용청은 일반적으로 각
州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지만 크기가 작은 州의 경우에는 2개 주를 묶어서 하나의 지방고용청이
관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지역이 넓은 바이에른(Bayern) 州에만 2개의 지방고용청이
설치되어 있다.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기관은 地域雇傭事務所이며 이는 1993년
현재 184개가 설치되어 있다. 각 地域雇傭事務所의 관할지역은 일반적으로 몇 개의 市를
포함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Nebenstelle)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1991년 현재 약
600개에 달하고 있다. 출장소에서는 직장알선, 직장․직업상담의 서비스와 실업수당 지급신청
등이 이루어지지만 실업수당 지급여부는 지역고용사무소에서 결정한다. 출장소의 설치, 위치 및
폐쇄에 대한 결정은 地方雇傭廳의 운영위원

[그림 7-1] 연방고용청의 조직

회가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Satzung der Bundesanstalt, Artikel 3). 또한 직장알선에 대한 수요가

계절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며(예: 피서철의 관광지, 농번기의 농촌, 전시회가 자주
열리는 곳 등) 지역고용사무소와 출장소를 가지고 이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지역고용사무소는
補助事務所(Hilfsstelle)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어 며칠에 한
번씩 개방될 수도 있다. 보조사무소에서는 단순한 직장알선만 이루어지고 직업상담이 취급되지는
않으며, 또한 사무소가 항상 개방되어 있지도 않다.2) 1991년 현재 지역고용사무소의 직원은
규모가 작은 곳은 40∼50명, 큰 곳은 약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별사무소는 필요할 때 行政評議會의 결정으로 설치되는데 이는 독자적인 자치운영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本部의 자치운영기구인 行政評議會와 理事會가 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Satzung der Bundesanstalt, Artikel 3), 1991년 현재 14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뉘른베르크(Nürnberg)에 있는 중앙관청(Zentralamt)과 예비심사관청(Vorprüfungsamt),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있는 직장알선을 위한 中央院(Zentralstelle für Arbeitsvermittlung),
만하임(Mannheim)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전문대학(연방고용청은 여기서 노동행정을 담당),
3)
그리고 10개의 행정연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自治運營
가. 개요
연방고용청의 자치운영기구는 행정평의회(Verwaltungsrat), 이사회(Vorstand), 지방고용청
운영위원회(Verwaltungsausschu β der Landesarbeitsämter), 그리고 지역고용사무소
운영위원회(Verwaltungsausschu β der Arbeitsämter)로 구성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190조). 이
중에서 행정평의회와 이사회는 본부에, 그리고 지방고용청 운영위원회와 지역고용사무소
운영위원회는 각각 地方雇傭廳과 地域雇傭事務所에 설치되어 있다. 위의 기관들은 모두 동수의
피용자, 고용주 및 정부(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며(고용촉진법
제192조 제1항), 이들은 연방고용청의 제반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들의 직책은
명예직이다. 즉 위의 직책은 무보수이며 단지 관련회의에 참석할 때에만 행정평의회 및 이사회
위원에게는 일당 50 DM, 지방고용청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일당 40 DM, 그리고 지역고용사무소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일당 35 DM가 지급된다. 만약 위의 금액이 회의참여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액보다 적을 때는 적절한 규모의 추가 수당이 신청시 지급된다(Satz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rtikel 16). 이러한 수당 수준은 행정평의회에 의해 결정되지만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용촉진법 제206조).
여타 社會保險에서는 피용자와 고용주의 대표들이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이들이 노동조합이나 고용주단체의 제안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연방고용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무직근로자 및 노동자들은 자치운영기구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용촉진법
제195∼197조). 이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궐석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全權委員이 모든
위원에 대해 임명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위원들이 임기중에 직책을 그만둘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권위원이 그의 역할을 대신한다(고용촉진법 제193∼194조). 각
자치운영기구는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하지만 피용자대표 및 고용주대표만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이해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피용자와 고용주 측에서 번갈아 가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추천하는데 이러한 순서는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용촉진법 제199조). 이러한 자치운영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해도 역시 소집된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行政評議會나 理事會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회의의 의결은 회의소집 공고가 모든 위원에게 규정에 맞게 전달되었으며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참석자수의 부족으로 회의에 의결권이
주어질 수 없으면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절대 과반수가 참석되지 않더라도 의제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은 이러한 결정을 다음 회의 소집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자치운영기구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면직에 대한 결정은 전체 위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를 요구할 때에만 가능하다(고용촉진법 제199∼201조).
연방고용청의 운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치운영으로서 이는 독자적인 예산, 독자적인 施行規則과 특별한 업무영역에 나타나 있다.

둘째는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자치운영으로서 고용보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국민들이
연방고용청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4) 연방고용청의 자치운영은 3단계 모두에서 이루어지지만
특별사무소에는 자치운영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행정평의회
行政評議會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며 勞․使․政 대표 각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192조 제2항). 이 기관은 주어진 법적권한의 범위 내에서 연방고용청 정책의 원칙(Grundlinien
der Politik)을 정하며, 주어진 과제가 달성되도록 감독한다(Satz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rtikel 2의 제1항). 행정평의회는 연방고용청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연방고용청에서
유일하게 行政指示(Verwaltungsvorschrift)를 제정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연방고용청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자치운영기관들 사이에 또는
자치운영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관장업무 영역에 관한 異見이 발생할 때에는 행정평의회가 이를
결정한다(Satz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rtikel 19). 한편 피용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피용자를 대표하는 행정평의회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에게 제안하며, 고용주단체가 고용주대표를 임명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17명의 정부대표 중에서 연방정부와 聯邦參議院(Bundesrat)이 각각 7명을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 3명을 임명하도록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에게 제안할 권한이
있다(고용촉진법 제195조). 행정평의회의 주요 역할을 고용촉진법 조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16조 제4항 : 다른 분야에서의 파업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被傭者集團에 실업수당을 지급하려 할 때 이에 대한
결정
제189조 제3항 : 관련 州官吏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고용청과 지역고용사무소 관할지역의 설정
제189조 제4항 :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特別事務所 설치에 관한 결정
제191조 제3항 : 연방고용청의 施行規則(Anordnung)과 行政指示(Verwaltungsvorschrift)의 제정
제202조 제3항 : 理事會의 결의에 대해 연방고용청 총재가 위법성 여부로 이의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결정
제211조 제2항 : 연방고용청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地方雇傭廳 총재와 부총재는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연방정부는 제청하기 전에 行政評議會의 견해를 청취하여야 하며
단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방정부는 행정평의회의 견해와 다른 사람을 제청할 수 있음.
제214조 : 연방고용청 施行規則(Satzung)의 제정(이는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
제216조 : 이사회가 제출한 연방고용청 예산안의 확정(그러나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제218조 제1항 :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비용의 추가지출 승인(이는 연방노동사회성 장관과
연방재무성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
제220조 제5항 : 연방고용청 적립금의 투자 및 기타 자산의 운영에 관한
行政指示(Verwaltungsvorschrift)의 제정(이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함).
제223조 제3항 : 예산의 결산 검사
제224조 제3항 :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이사회가 작성하는 연례보고서의
제출을 위한 사전 승인
다. 이사회
연방고용청 총재가 담당하는 일상적 행정업무 이외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방고용청의 직접적
활동기관이 理事會이다. 이사회는 특히 연방고용청의 과제를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대한,
연방고용청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대한, 그리고
필요한 조직과 직원에 대한 原則(Grundlinien)을 정할 수 있다(Satz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rtikel 7의 제1∼2항). 지방고용청과 지역고용사무소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고려해서 이에 대한 예외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연방고용청 총재의
제안으로 이사회가 한다(Richtlinien des Vorstands für die Führung der Geschäfte durch den
Präsiden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제3조 제2항). 理事會는 어느 정도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로서 行政評議會와 理事會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연방고용청 총재간의 권한도 구분되어 있다. 이사회는 동일한 비율의 勞․使․政 代表 9명으로
구성되며(고용촉진법 제192조 제1∼2항), 피용자와 고용주의 대표를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에게
임명하도록 제안할 권한은 노동조합 및 고용주단체에 각각 주어져 있다. 또한 정부대표를 1명씩
임명하도록 건의할 권한은 연방정부, 聯邦參議院(Bundesrat),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있다(고용촉진법 제195조). 한편 행정평의회 위원이 동시에 이사회 위원이 될 수는
없으며(고용촉진법 제192조 5항),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을 고용촉진법 조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02조 제3항 : 지방고용청 운영위원회 결의에 대해 연방고용청 총재가 위법성 여부로 이의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결정
제209조 3째 문장 : 위임된 업무를 연방고용청 총재가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指針(Richtlinien)을
세울 권한
제210조 제3항 : 연방고용청 총재와 부총재의 최고 상급자는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이며, 그 외의
모든 연방고용청 공무원의 최고 상급자는 이사회임.
제211조 제1항 : 연방고용청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지방고용청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연방급료법(Bundesbesoldungsgesetz)의 급료단계 B에 속하는 모든 연방고용청 공무원을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제청할 권한
제212조 제1항 :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는 연방고용청 공무원을 연방고용청 총재가 제청할 때
임명할 권한. 그러나 이사회가 연방고용청 총재가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면
이사회는 임명전에 연방고용청 총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단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실행할 수 있음.
제212조 2항 : 이사회는 연방고용청 총재와 지방고용청 총재에게 위의 임명권을 이양할 수 있음.
제213조 : 연방고용청 총재의 제청으로 지역고용사무소 所長을 임명할 권한. 한편 이사회는 위의
임명권을 연방고용청 총재와 지방고용청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음.
제216조 제1항 : 행정평의회에 예산안의 제출
제218조 제1항 :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비용의 추가지출을 승인하도록 행정평의회에 건의
제223조 제2항 :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제224조 제3항 :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에게 제출하는 연례업무보고서의 작성
라. 운영위원회
연방고용청의 중간․하급 행정분야에서도 자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청
운영위원회와 지역고용사무소 운영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자치운영기구 역시 동수의
勞․使․政 代表로 구성되며, 지방고용청 운영위원회는 15∼27명의 위원을, 지역고용사무소
운영위원회는 9∼21명의 위원을 각각 둘 수 있다. 위원수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각각 행정평의회
및 지방고용청 운영위원회가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용촉진법 제192조). 이와 같은
중간․하급 행정분야에서의 자치운영제도를 통해서 연방고용청은 각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고용청과 지역고용사무소가 신축성있게 노동시장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방고용청 본부는 訓令(Weisung)을 통해 고용보험 업무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을 고용촉진법 조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91조 제1항 : 해당분야에서 자치운영의 실시
제211조 : 지방고용청 총재 및 부총재는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연방정부는
임명을 제청하기 전에 행정평의회와 관련 주정부의 견해를 청취해야 하며, 행정평의회는 그전에
지방고용청 운영위원회의 견해를 청취해야 함.
제213조 : 이사회는 지역고용사무소 소장을 연방고용청 총재의 제청으로 임명하는데, 이사회는
임명전에 지방고용청과 지역고용사무소 운영위원회의 견해를 청취해야 함.
제216조 : 이사회는 행정평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지방고용청․지역고용사무소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이에 대한 제안을 함(한편 그림 7-2는 예산의 순환과정을 나타냄).
마. 총재
연방고용청 총재(Präsident für Bundesanstalt für Arbeit)는 일상적인(규칙적으로 또는 자주
반복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연방고용청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연방고용청의 施行規則(Satzung)에 규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용촉진법 제209조).

연방고용청 총재 및 부총재는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은 임기중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

[그림 7-2] 예산의 순환과정

며, 임기는 8년이고 4년간 연임이 가능하다(고용촉진법 제210조). 연방고용청 총재는 행정평의회,
이사회 및 이들이 구성한 위원회에 이들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시의적절하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광범위하며 중요할 때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자치운영기구의 위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Richtlinien des Vorstands für die Führung der
Geschäfte durch den Präsiden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제1조).
주석 1) Maibaum 外(1986, p.79).
주석 2) Maibaum 外(1986, pp. 79∼80).
주석 3) Die Bundesanstalt fúr Arbeit stellt sich vor(1989, p. 13).
주석 4) Pfuhlmann and Spiegl(1987. p. 28).
주석 5) 聯邦參議院은 제도의 성격상 미국의 상원과 유사하지만 州政府代表가 구성원이 된다.

第 2 節 職員
1. 槪要
연방고용청의 勞動政策的 課題는 주로 연방정부 공무원 신분의 직원과 사무직근로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표 7-1 참조). 1986년의 경우 연방고용청의 전체 종사자는 6만 5,000여명에
달했으며, 統獨으로 연방고용청 관할지역이 구동독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1년의 경우 약 9만여명이 고용보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연방고용청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무엇보다도 연방고용청의 업무량과 행정조직규모에
정비례하여 변화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대량실업은 연방정부의 積極的 成長政策에
의해 제거될 수 있었으며, 50년대 중반부터 서독의 노동시장은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사정의 호전에 따라 연방고용청은 정규직원(Plankräfte)을 1952년의 3만
1)
3,960명에서 1967년에는 2만 3,92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는 1969년의 고용촉진법 도입을 계기로 역전되었다. 왜냐하면 고용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연방고용청의 기존의 과제는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가 이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직장알선과 직업상담, 그리고 향상교육과 재교육 분야에서 현저했다. 또한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실업률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실업급부와 관련된
직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1986년의 이의 종사자수는 1970년과 비교해서 약 3배
증가하였다(표 7-2 참조). 한편 1989년 이후로 실업률은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 있지만 1990년의
통독으로 연방고용청의 업무 및 행정조직은 다시 팽창하였다.

<표 7-1> 연방고용청 직원의 신분별 구성내용(1986)

2. 職員敎育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구조는 변화하게 되며,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직원을 양성하며 기존 직원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연방고용청은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체 정규직원수에 대한 신규적인
양성교육 참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68년 이후 지속적으로 약 10%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연방고용청이 신규직원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연방고용청 공무원의
지위는 4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의 신규채용 조건은 물론 지위에 따라 다르다. 이들은
1∼3년간의 실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받은 후에 공무원으로 임명되는데,3) 연방고용청의 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이어서 임의로 다른 관공서로 전출될 수 없다. 또한 연방고용청에 근무하는
사무직근로자의 채용조건 및 양성교육기간도 지위에 따라 다양하다.

<표 7-2> 지방고용청, 지역고용사무소 및 특별사무소 정규직원의 업무별 배치상황(1961∼86)

向上敎育은 適應向上敎育(Anpassungsfortbildung)과 昇進向上敎育(Aufstiegsfortbildung)으로
양분된다. 적응향상교육은 연방고용청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유지하고 확대하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승진향상교육은 직원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무직근로자가
충분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4)
聯邦人事委員會(Bundespers-onalausschu β)의 면접심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직업양성교육과 향상교육을 통한 직원교육은 연방고용청 내에서의 실무교육,
연방고용청 소속의 행정연수원이나 연방고용청이 다른 연방정부부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만하임(Mannheim)의 연방전문대학에서의 교육, 그리고 높은 직위에 채용되는 직원의 경우
대학에서의 위탁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석 1) Pfuhlmann and Spiegel(1987, pp. 40∼42).
주석 2) 구체적인 비율은 Pfuhlmann and Spiegl(1987, p.45) 참조.
주석 3) 이러한 규정에 대한 예외는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에 종사하거나 의사나
심리학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를 들면 법학을 공부한 법률가는 1년간의 실무교육 후에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stellt sich vor(1989, p. 14).
주석 4) Pfuhlmann and Spieg(1987, p. 48).

第 3 節 職場斡旋, 職場相談 및 職業相談을 위한 組織과 節次

1. 職場斡旋 및 職場相談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은 일반적으로 만하임(Mannheim)에 있는
연방전문대학의 勞動行政課程을 이수한 후에 배치되고 있으며, 만약 이 분야 직원에 대한 수요가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공급보다 많을 경우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으로 직장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1년간의 연수과정을 통한 실무교육 후에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1)지역고용사무소의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과는 일반적으로 직업상담, 재활 및 장애자 담당, 그리고 행정업무담당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3 참조)
직업담당 분야는 직업별로 분류되어 있으며(性은 고려되지 않음),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은 주로
직업담당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과에 얼마나 많은 직업담당 분야를
설치하며 이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들로 구성되는가 하는 것은 각 지역고용사무소의
규모 및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2)직업담당 분야의 책임자로서 職場相談者(Arbeitsberater)가 있으며,
그는 수준 높은 직장상담과 어려운 직장알선을, 특히 재교육, 향상교육, 노동시장에 관한 질문,
고용주의 어려운 직장상담, 그리고 교도소 출소자의 상담 등을 담당한다.
직장상담자보다 직급이 낮은 職場斡旋者는 일반적인 직장알선 및 피용자와 고용주에 대한
직장상담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實務取扱者(Bearbeiter)와 補助實務取扱者(Hilfsbearbaiter)는
직장상담자 및 직장알선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단순업무를
수행한다. 즉 실무취급자와 보조실무취급자는 조언이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방문할 때 이들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재활대상자 및 육체적․정신적 장애자만을 담당하는 분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行政擔當者(Sachearbeiter)가 직업담당 분야에서와는 달리 이 부서에 속해 있다(그림 7-3 참조). 그
외의 구조는 직업담당 분야와 동일한다.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과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향상․재교육의 실시 및 취업․고용촉진 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향상교육 및 재교육 참여로 생활비보조를 지급할 때에 이 금액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급부를 담당하는 課에서 한다.3)
한편 직장알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직장알선이 촉진되고 있다. 또한 특수직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장알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고용청 관할지역이나 전국을 알선영역으로 하며 이들만을 위한
전문직 직장알선소가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는 전국을
알선영역으로 하는 전문경영자 및 전문인을 위한 직장알선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알선소, 그리고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알선소가 있으며, 많은 지역에도 지방고용청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 직장알선소가 설치되어 있다.4)

[그림 7-3] 소규모 지역고용사무소의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과의 조직

2. 職業相談
모든 地域雇傭事務所에는 직업상담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상담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직업상담에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직업에 대한 계몽,
철저한 개인상담, 그리고 적절한 職業養成所의 알선이 가능해졌다. 직업상담 장소로는
지역고용사무소뿐만 아니라 학교도 이용되고 있다. 이의 대상자는 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양성교육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의 보호자이며, 내용은 직업양성교육(이의 전망과
연방고용청에 의한 지원가능성), 직업선택 및 전반적인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업상담의 형태로는 필요에 따라 개인면담이나 단체면담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담을 통한
직업문제 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본인의 정신적․육체적 상태, 연령,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정도,
사회적 상황, 그리고 직업목표와 관심사 등이다. 한편 직업양성소 알선은 해당 지역고용사무소
관할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5)
연방고용청의 조직에 대한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效率的인
勞動市場政策의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각각의
정책도구의 효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둘째, 고용보험의 담당기관은 中央의 本部,
各道를 관할하는 道單位의 사무소, 그리고 市․郡을 관할하는 사무소의 3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용보험의 관장기관은 원칙적으로 勞․使․政의 自治機構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되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절히 변형시켜야 하겠다. 또한 고용보험의 종사자는
이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느냐에 관계없이 전문화를 위해서 타기관으로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주석 1) Maibaum 外(1986, p. 88).
주석 2)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stellt sich vor(1989, p. 28).
주석 3) Maibaum 外(1986, pp. 83∼84).

주석 4)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stellt sich vor (1989, p. 32) 참조.
주석 5)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stellt sich vor(1989, pp. 23∼24).

第8章
獨逸統一과 雇傭保險制度
第 1 節 統一과 勞動市場政策

1. 舊東獨 地域에 適用된 雇傭促進法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를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로 전환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첫 번째는 漸進的 接近方法(Gradualismus)으로서 이는 價格自由化 등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경제체제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혼란과 실업의 문제를
줄이려고 한다. 이 방법은 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에서 채택되었지만, 이의 가장 큰
단점은 체제전환이 오래 걸려서 이 기간 동안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발생하여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東獨에 적용하면 동독은 계속 독자적
화폐를 보유하지만 이 화폐에 兌換性을 부여하며 變動換率制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코메콘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출을 유지함으로써 體制轉換에 따른 실업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첫째, 국경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저한 수준차의 임금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임금상승을 통해서 구동독지역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또한 동독이 수출하던 상품은
상대적으로 資本集約度가 떨어지는 것으로서 이들의 경쟁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화되어서
후발개도국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 분야였다. 둘째, 동독 국민은 단기간내에 현저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漸進的 接近方法은 동독 국민에게 호소력이 부족했다.
이에 대한 代案은 衝擊遼法(Shocktheraphie)이며 이는 빠른 시일내에 동독지역에서 서독화폐를
法定貨幣로 도입하고(통화연맹), 그 이후 바로 경제․사회연맹을 도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체제전환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도입초기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점전적
접근방법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제전환 초기에
계획경제의 제반 문제들이 일시에 나타나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독정부는 동독에
있어서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으며,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勞動市場政策을 활용하였다. 이는 크게 연방고용청과 信託管理廳(Treuhandanstalt)을 통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고용청은 원칙적으로 서독에 적용되는 고용촉진법을 그대로
동독지역에 적용했으며, 이외에도 조업단축수당, 직업교육 촉진책, 고용창출책 및 조기퇴직제도

등의 고용촉진법 정책수단을 서독지역에서보다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여 전체 노동공급 및
실업자수를 줄이고, 개별교육 촉진을 통해서 人的資源의 質을 향상시키려 했다. 통일후
동독지역에서는 草期退職制度를 통하여 노동공급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구동독 경제에는 僞裝失業이 존재하였으며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실업(open unemployment)으로 변하기 때문이었다. 연방고용청이 동독지역에 예외적으로 적용한
규정은 <표 8-1>에 요약되어 있다. 한편 구동독기업의 대부분이 國營企業이었으며 여기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46.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8-3 참조). 따라서 이들 국영기업을
民營化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 임무가 새로 설립된 信託管理廳에 주어졌다. 이 기관에 속해
있으며 폐쇄되지 않는 기업이 적자를 볼 경우 신탁관리청은 이를 補塡해 주는데, 이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임금보조이다.

2. 舊東獨地域의 勞動市場 狀況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총취업자수는 990만명에서 630만명(평균)으로 약360만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실업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완화된 형태로 적용된 조업단축수당의
경우 이의 수령자들이 평균50%정도 밖에 도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실직과
다름 없는 實質失業者數는 증가하게 된다(표 8-2 참조). 연방고용청이 조업단축수당 수령조건을
완화하여 동독지역에 적용한 이유는 이의 수령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에
참여하여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변화된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예상외로 조업단축수당 수령자 중단지 일부분만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교육시설의 미비뿐만 아니라 제도적 잘못에 기인한다. 즉 조업단축수당은
순임금의 63%(부양자녀가 없을 때)나 68%(그 이외의 경우)가 지급되는데 이의 수령자는
단체임금협상의 결과 추가로 임금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화학․금속․전기산업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22%의 임금을 추가로 고용주로부터 받기 때문에 조업단축수당수령자의 실제
임금은 종전 임금의 약 90%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연방고용청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1)
통화․경제․사회연맹이 1990년 7월 1일 도입되었을 때 새로 신설된 信託管理廳에 속하게 된
舊國營企業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46.2%에 달해서 신탁관리청에 의한 민영화
과정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90년 7월 1일에 신탁관리청 소속 기업은
8,800개에 408만명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대기업은 쉽게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서
2)
11,900개의 기업이 되었다.
民營化는 舊國營企業을 民間投資家나 또는 이전의 경영자에게 판매하거나, 몰수 전 소유자에게
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매각 불가
<표 8-1> 구동독지여게 적용된 고용촉진법 중 서독지역과 다른 예외규정

<표 8-1>의 계속

<표 8-2> 고용상태의 변화(1989∼92)

능한 것으로 판정될 때에는 공장폐쇄), 신탁관리청은 민영화시 판매가격보다 현존직장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즉 신탁관리청은 신규투자를 통하여 현존하는 직장의 일부를 유지하거나 고용을
창출할 것을 계약서에 보증하도록 投資家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1992년 5월말 현재
1,385억 DM의 투자와 117만명의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다(표 8-3 참조). 만약 투자가가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벌금이 투자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신탁관리청의 이와 같은 판매전략 때문에 기업매각으로부터의 수입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탁관리청은 파괴된 자연(예:토지오염)의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비용를 부담하며, 또한 매각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이 적자를 볼 경우
이를 계속 보전해 주기 때문에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연방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3)또한 본래 기대했던 만큼 많은 직장이 민영화 과정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다. 1990년 7월 1일부터 1992년 중순까지 8,175개 기업이 민영화되었는데 이 중
3,994개는 완전히, 그리 4,181개는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며, 아직 4,340개 기업이 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4)

<표 8-3> 신탁괸리청소속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변화(1990∼92)

동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僞裝失業(vesteckte Arbeitslosigkeit)을 통해서 外形的 完全雇用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생산에 꼭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만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러한 초과공급을 줄이려고 독일은
草期退職手當制度를 사용하였으며, 이의 결과 56세 이상의 노동자 중 상당수가 취업을
중단하였다(1992년 7월말의 경우 83만5,000명이 수당을 수령).5)또한 향상교육이나 재교육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992년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8-4 참조). 고용창출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서, 조업단축
때문에 實質的 失業으로 환산될 수 있는 노동자는 1991년의 경우 10%에 달했으나, 1992년에는

2.5%로 떨어질 전망이다. 1992년 들어 이것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는 통일로 인한
조업단축수당의 특별규정이 1991년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4개의 연방고용청
정책으로 실업에서 구제된 노동자는 1992년의 경우 총취업자 중 21.6%를 차지하며, 이는
實質失業率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1992년의 경우 14.6%)보다 현저히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8-4> 노동시장정책의 취업기여도 분석(1990∼92)

1)

3. 舊東獨地域으로의 聯訪雇傭廳 移轉支出
統合條約(Einigungsvertrag)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1991년초부터,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은 그
이후에야 동․서독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을 사용하며, 1991년초까지 서독의 社會保險制度의
기본구조를 동독지역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다(과도기 기간중에는 구동독제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규정을 인정). 분리된 재정이 상요될 때 동독지역에서 거두어진 각출료는 동독지역에서만
사용되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는 동독의 일반예산에서 보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방고용청은 이미 1990년말에 업무영역을 구동독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동시에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統合된 財政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합된 재정의 사용은 연방고용청의
재정상태를 악화시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갹출요율은 1991년 4월 1일부터 2.5% 인상된
6.8%가 되었다. 이러한 갹출요율의 대폭인상은 동시에 연금갹출요율이 1% 하락되었으며, 또한
인상의 限時性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의 커다란 반발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1992년부터
갹출요율은 0.5%가 낮아진 6.3%가 적용되며, 이는 매년 0.5%씩 감소하여 원래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2.5%의 갹출요율 인상으로 1991년에 220억 DM의 추가수입이
있었으며, 연방고용청은 갹출료 수입 중 230억 DM를 구동독 지역으로 移轉支出하였다.
연방고용청의 총지출 710억 DM 중 약 42%에 해당하는 300억 DM가 구동독지역에 사용되었는데
이 중 단지 70억 DM만 이 지역에서의 갹출료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이 지출의 대부분의
실업수당(78억 DM), 조업단축수당, 고용창출책 및 조기퇴직수당의 賃金代替目的에

6)

사용되었으며, 향상교육 및 재교육 등의 人的資源의 能力開發에는 단지 일부분만의 사용되었다.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연방고용청의 재정지원은 1992년에 한층강화되어서 총지출
예상액 850억 DM 중에서 460억 DM(54%)가 구동독지역에 지출될 예정이다. 이 중 실업수당에
110∼120억 DM, 조업단축수당에 87억 DM, 고용창출책에 73억 DM, 조기퇴직에 34억 DM가
사용되는 반면 향상교육 및 재교육에는 단지 10억 DM(22%)만 책정되어 있다. 한편 연방고용청의
財政赤字를 충당하기 위해 20∼30억 DM가 연방정부 예산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구동독지역에서의 갹출료 수입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기대했던 101억 DM에 못미치는 75억 DM가
될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의 총지출 460억 DM와의 차액은 결국 서독지역 노동자 및
기업으로부터의 갹출료 수입에 의해 충당될 것이다.7)
주석 1) Jahresgutachten 1990/91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hlung, p. 76.
주석 2) Kühl(1992. p.5)
주석 3) Neumann(1992, p. 7).
주석 4) Neumann(1992, p. 7).
주석 5) Kuhl(1992. p. 11).
주석 6) Jahresgutachten 1991/92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pp. 141∼144.
주석 7) Kühl(1992, pp. 22∼23).

第 2 節 獨逸 雇傭保險制度의 當面課題와 展望
현행 독일고용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財政의 不安全性이다. 1969년에 고용촉진법이 도입될
때까지는 완전고용으로 약 60억 DM의 적립금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 적립금 덕택에
경기침체시에도 갹출요율 인상없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촉진법 도입을 계기로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1∼2차 석유파동은 연방고용청의 재정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갹출요율은 70년대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지만 높은 실업률 때문에 연방고용청의 재정은
자주 적자가 되었으며, 이는 축적된 積立金의 부족으로 연방정부의 보조에 의해 충당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졌고, 갹출요율의 대폭 인상으로 수입이
증대되었지만 지출은 이보다 더 증가해서 연방고용청의 재정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많은 제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이는 크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제안은 노동조합측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자영자 및 자유직업자(Freiberufler)를 被保險對象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의 논리적 근거로는 이들 역시 직장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이들이 나중에 피용자로서 종사하고자 할 경우 개별근로자 직업교육 촉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비교적 적게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被保險對象者를 확대하는 대신에 갹출요율을 예를 들면 1991년
수준의 6.8%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갹출료 인상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1991년초에 갹출요율을 2.5%만큼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금재정의
호전으로 연금갹출요율을 1% 인하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상황 및 限時性의
약속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限時性의 약속을
어기면서 갹출요율을 재인상 하는 것은 피용자와 고용주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는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서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에 사용하는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다.1)하지만 이는 고용촉진법의 근간이 되는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활동영역을 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의 效率性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위의
대안보다는 실업시는 현금급부나 조업단축수당의 수준을 下向調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필자의 견해로서 갹출료
수입보다는 연방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당한 노동정책 수단의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직장알선, 직장상담 및 직업상담과 정착수당이
포함되며 직업양성교육의 일부분도 정부가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규칙적인 재정부담은 연방고용청 재정의 透明性을 증대시켜서 연방고용청이 노동시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는 연방고용청의 지출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방고용청의 지출에 있어서 실업급부 등의 賃金代替機能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그 나머지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사용된다. 하지만 경기침체시에는
실업이 증가하여 이로 이한 賃金給付지출이 증가하며, 이는 자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축소시킨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경기침체시에 이의 활동영역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의 핵심을 이루는 개별근로자 촉진에 대한 지출비율이 호경기에는 증가하며
불경기에는 감소하는 데에 잘 나타나 있다(부표 5 참조). 이러한 것은 잘못된 지출방식에
기인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총지출액의 일정비율을 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사전에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세번째는 독일고용보험제도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이다. 1961년 이후의
실업률 변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표 6-14 참조). 60년대와
70년대 초에 1% 내외에서 경기상황에 따라 변화하던 실업률은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1975년 이후에는 4%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2차 석유파동 후인
198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1983년 이후에는 9% 수준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였다.
한편 80년대 후반에 실업률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서 통독이 되었다. 즉 서독의 실업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높은 수준으로의 상방이동이 두 번 있었다. 최근의 서독노동시장의 특징은 이러한
높은 실업률 이외에도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70년대 중반에는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불과했지만, 80년대 중반에 이는 30%를
초과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물가상승율
감수하지 않는 한 재정․통화정책이 실업률 제거에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2)
이 중 가장 관심있는 것은 실업률의 上方移動이 발생한 이유이다. 두 번에 걸친 실업률 수준의
변화가 석유파동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유파동은 이의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외부에서의 경제적 충격이 있을 때 生産要素市場에서는 불균형이 발생하지만,
무엇보다도 相對價格이 신축적이며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충분히 크면 자본과 노동은 다시
완전고용되게 된다. 하지만 서독의 경우 노동조합은 1차 석유파동으로 交易條件(Terms of
Trade)이 악화되었을 때 그들의 임금정책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하여 實質所得이 하락하였을 때 이를 높은 임금인상을 통해 상쇄하려 하였다.3)
서독 노동조합은 동일한 임금정책을 2차 석유파동시에도 관철시켰으며, 이러한 勞動生産性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이 실업률 하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즉 서독의 실업은 다분히
고전학파적 의미의 실업이다. 한편 서독의 노동조합은 80년대 중반 이후 高賃金政策을
완화시켰으며, 이는 실업률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비록 統獨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노동조합이 合理的인 임금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하락되리라고 기대되며, 이는 연방고용청의 재정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한편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적
요소로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들 수 있으며, 내부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막강한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우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완전히 정착된 고용보험 제도의 존재는 통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교란을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는 통일의 여건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통독후에도 고용보험은 조업단축수당의 수령조건을 동독지역에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항상교육이나 재교육을 통하여 직업적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으로의 이전지출을 통하여 체제전환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동독근로자득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이상의 독일통일에 대한 考察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미래에 예상되는 남북통일에 있어서 勞動市場政策은 實質的 經濟統合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고용보험은 체제전환에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不均衡을 제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의 실시를 위해서는 막대한 財源이 필요하며,
비용조달은 限時的인 각출료의 인상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 관리기구는
예상하지 못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에 적용할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제반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정착은 남북통일시 체제전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移轉支出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며,
이는 다시 사회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석 1) Kühl(1992. p. 23)
주석 2) Berthold(1992, p. 3).
주석 3) Berthold(1992, p. 4).

第9章
結論
第1節 獨逸 雇傭保險制度의 特徵
첫째,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발생시 현금급부의 지급을 위주로 하는 消極的 意味의 制度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50년대 중반에 완전고용을 이룩한 후 低賃金에 입각한 外延的 經濟成長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60년대 들어 취업자수의 증가가 미미하여 기존의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또한 60년대초의 미국에 대한 상대적 기술낙후를 向上敎育에 의한
노동력의 質的 改善을 통한 雇傭構造의 向上으로 극복하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産業構造變化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에
고용촉진법을 도입하였다. 이의 도입을 계기로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은 消極的 意味의 政策에서
積極的 意味의 政策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고용촉진법 도입 당시의 독일상황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또한 우리 경제는 고급인력 및 제조업부문의 노동력은
부족한 반면 高學歷者의 취업난이 병존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經濟成長이 촉진된다. 뿐만 아니라
出産 후 취업하려는 가정주부들의 직업교육을 촉진함으로써 人力難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둘째, 독일은 勞․使․政의 自治運營原則에 입각한 연방고용청을 설치하여 노동시장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立法府는 단기적 관점에서 갹출료수준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셋째, 노동정책의 특성상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를 고용보험 담당기구에 위임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만 고용보험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지출에 있어서 실업수당이 우선적으로 지급된 후 나머지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사용되는 현행 독일제도에서는 경기침체기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失業手當 支給의 증가로 同 政策을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이 현저히 감소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 독일은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체계가
단순화되어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여섯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目標達成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연방고용청의 노동시장정책은 무엇보다도 構造的 失業의 제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에 의해 야기된 대량실업을 제거하는데는 노동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景氣․成長․財政․通貨政策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일곱째,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제도 남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는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측면에서는 갹출료 납부를 통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부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피용자 측면에서는 제도의 남용을 통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용보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덟째, 연방고용청 산하에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學問的 硏究를 하는 대규모 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 연방고용청이 효율적으로 勞動市場政策을 실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아홉째,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고용보험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독일고용보험의 危機克服手段은 이에 대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社會的․政治的 역할을 도외시하고 재정안정화를 단시 실업수당
지출의 감소를 통해 달성하려고 할 경우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社會保險財政의 최후의 보루로서 고용보험의 재정을 책임져야 하겠다.
열째, 독일은 모든 사회보험의 갹출료를 의료보험에서 일괄 수납하며 社會保險間의 갹출료
정산도 中央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 있다.
열한째, 고용보험제도의 존재는 통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교란을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여건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예상하지 않던
통독이 실현되어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불가피할 때 연방고용청은
고용촉진법의 제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체제안정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財源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남북통일이 실현되었을 때의 勞動市場政策에 소요되는 비용을 限時的인 갹출요율
인상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第2節 獨逸의 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 導入의 基本方向
첫째, 産業間 雇傭構造의 向上 및 勞動力의 效率的 配分을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純機能을 최대화하고 現金給府의 남용, 근로의욕 저하 및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등의 逆機能을
최소화하며 제도도입 초기의 財政安定化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雇傭保險을 所得再分配

目的보다는 保險原則에 충실하게 設計한다.
둘째, 고용보험의 목표를 단지 실업자에게 現金給府를 지급하여 실직후의 事後的 생계보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직장알선 및 직업교육촉진의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조절 및 고용․산업구조 향상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보험의 본래 업무가 아닌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업무대상에서
제외하되, 만약 정부가 이와 유사한 업무를 고용보험에 위임할 경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것이다. 積極的 勞動市場政策도 도입 초기에는 직업양성 교육, 향상교육, 재교육 및
재활교육에 국한함으로써 방만한 제도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며,
취업․자영업 촉진 및 현존하는 직장유지와 고용창출책 등은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적용대상은 갹출료 납부능력과 행정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연금에서처럼 처음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종의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건축 근로자, 계절적 근로자는 일단
제외). 하지만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이며 계속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만 갹출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이는 고용주가 단지 갹출료 부담 때문에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60세 이하의 근로자보다 선호함으로써 근로자간의 경쟁조건이 歪曲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60세 이상의 연금수령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이들에게는 現物․現金給府가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적용대상을 모든 직종의 기업에 동시에 적용하는 대신 실업발생
확률이 적은 직종부터 시작하여 이를 점차 확대할 수도 있지만 이는 轉換期 동안 직종간의
노동비용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주어 勞動의 配分을 歪曲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임금수준과 취업기간 등에 관한 제반 자료 및 갹출료 징수는 국민연금의 자료 및 조직을
이용하여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동일한 被保險者에 대해 각각 독자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모순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과 여타 社會保險間의 갹출료 정산을 담당기관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한편 현금급부 및 직업교육촉진의 고용보험서비스는 이전에 갹출요율를 납부한
被傭者에게로 제한하지만 직장알선 및 직업상담은 갹출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비용은 職業敎育과 現金給府 모두에 피용자와 고용주가 50%씩 갹출료를 부담하며(하지만
소득이 국민연금의 標準所得月額 上限線(2,000,000원)의 10분의 1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액
고용주 부담), 정부는 무엇보다도 고용보험 담당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직장알선 및 고용보험사업의 管理行政費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가 고용보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추가적인 업무를 고용보험에
위임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퇴직금제도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지출에 있어서 현금급부에 우선권을 줄 경우 실업률이 상승하면 고용보험이
직업교육촉진의 積極的 勞動市場政策을 실시할 수 있는 폭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에서처럼
총지출의 일정 비율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사용하도록 미리 정한 후 실업의 증가로 실업수당
지급이 증가하여 현행 갹출요율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갹출요율을 인상하도록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한다. 한편 회계연도의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할 때는 이를 단기․중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적립금 형태로 축적하며 이를 이자수익 목적으로 활용하여 경기침체기에
대비한다. 만약 회계연도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고 적립금을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이 적립금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며, 재정이 적자이며 적립금마저 고갈되었을 때는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財政赤字를 보조형태로 충당한다.
여섯째, 제도도입 초기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업수당 수급의 남용을 억제하며, 과도한
갹출료 징수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격한 실업수당 수급요건을
적용하며 지급기간 역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업수당은 지난 3년중 12개월 이상
갹출료를 납부한 被傭者에 한하여(이는 퇴직금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바람직함)연령에 관계없이

2개월의 실업수당이 지급되며, 最長受給期間은 6개월로 제한한다(즉 수급기간 대 갹출료
납부기간은 1대 6). 이들의 早期就業을 促進시키기 위해 早期就業者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이의 남용가능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의 代案으로 早期就業者가 3년 이내에 다시
失職했을 경우 새로 취득한 수급기간에 이전에 수령하지 못한 수급기간의 2분의1만큼 전체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한다. 또한 실업수당 지급요건에 현행의 失業定義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주당 근무 시간이 20시간 이내의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되, 부수입을
실업수당 계산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는
급부기간의 일반적 연장 및 연령과 급부기간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알선 및 직업교육 촉진에 소극적인 피용자, 자발적 이직자, 본인 과실에 의해 해고된
사람, 그리고 파업기간중에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도도입 초기에는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1주일 정도의 지급대기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실업수당 수준은 도입초기에는 실직전 순임금의 40%수준으로 하되(단, 부양자녀가 있을
때는 45%) 실업에 의해 연금수급이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금공단에 실업수당 수령자를
위해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갹출료를 대납한다. 이 갹출료 산정기준으로는 실업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실업수당 수령자를 위해 의료보험에도 갹출료를 납부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금수령자와의 衡平性을 고려하여 실업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실업수당의 上․下限線을 設定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標準所得月額의 上限線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수당의 上限線 設定은 불필요하며, 下限線 設定은
저소득 피용자의 실업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소시켜서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실직할 동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갹출료 산출기준으로는 본봉과 수당을 합한 총임금을 사용하며, 갹출료 산출시
국민연금의 標準所得月額表를 활용한다. 따라서 표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갹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실업수당 계산은 실직전 6개월 동안의 순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수당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직전 3개월 동안의 순임금을 사용할 경우 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피용자와 고용주가
수당을 변칙적으로 上向調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홉째, 직업교육의 촉진을 위해서 全日修業의 직업교육 참여자에게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약간의 생활비보조를 지급하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갹출료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열째, 직업교육 담당기관이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정한 교육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간의 경쟁이 필요하며, 이는 社內職業敎育의
촉진과 민간교육기관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결정․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민간부문에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시설비 일부에 대한 보조나 융자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 소요경비는 물론
고용보험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열한째, 고용보험의 제반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필수적이므로 고용보험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立法府가 장기적 관점에서 갹출료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열두째, 管掌機關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中央執權的인
政府機關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거나, 독일처럼 自治運營의 雇傭保險機關을 설치하여 이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필자는 관료화의 방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탄력적 제도운영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과연 勞․使․政이 독일처럼 서로 조화하여 자치적으로 고용보험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양자의 장점을 살린 절충안을
개발하며, 고용보험 종사자는 이들이 公務員 또는 準公務員의 신분을 갖느냐에 관계없이
전문화를 위해서 타부서로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행정체계는 中央의
本部, 各道를 관할하는 道單位의 사무소, 그리고 市․郡을 관할하는 사무소의 3단계로 구성한다.
한편 현금급부 지급에는 많은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열세째, 고용보험을 도입․정착시켜 남북통일시의 勞動市場安定化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며
이때 적용할 勞動市場政策에 대한 諸般硏究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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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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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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연구기획단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