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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우리 나라는 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직인력의 求人難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계 고학력자의 求職難이 병존하는 노동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90년대에는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마찰적 실업의 증가와 인력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職業安定機能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러를 넘어서면서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社會保障制度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안정기능의 강화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雇傭保險制度인바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 雇傭保險制度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 나라가 지향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게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직업안정제도의 확충과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사업까지 포함하는 제도이다. 이 중 직업안정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고 실업보험부문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純粹保險型 失業補償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은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본연구보고서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 및 그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실업구조, 노사관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부를 지급하게
되므로 제도운영이 방만할 경우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실업이 장기화되는 소위 '先進國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시행 후 修正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는 도입단계에서의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바 정부는
고용보험제도실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保險硏究企劃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1992년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기관 확충 및
고용보험 추진계획」에 따라 1992년 5월 18일에 韓國勞動硏究院에 설치된 것으로서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분석과 고용보험모형개발 등 고용보험 실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두번째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朴英凡 연구위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著者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특히 미국

코넬대학 Gary Fields 교수, 뉴욕주 노동성 John F.Hudacs 장관, 실업보험국 Dominic Rotundi 국장,
직업안정국 Robert Elie 부국장,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Peter Roe 노무관, 미국노동성 Glenn Halm
동아시아지역담당 협력관, 미국 연방노동성 실업보험국의 Virginia Chupp 대외협력관,
미국콜롬비아특별구 실업보험국 Bruce Eanet 부국장, 위싱톤 주재 한국대사관 공덕수 노무관 등이
본 연구에 필요한 많은 조언과 자료제공을 해주었다. 본 연구결과의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료정리를 담당한 한국노동연구원의
金成姬 연구조원과 편집 및 교정을 담당한 朴贊映 출판팀장을 비롯한 출판팀의 수고에 대한
치하도 빠뜨릴 수 없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著者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1992年 7月
雇傭保險硏究企劃團
團長孫昌熹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意義와 目的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중 雇傭保險制度를 導入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3대 社會保障制度라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이 우리
나라에서도 모두 실시됨으로써 선진국형 사회보장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우리 나라에서 도입이 계획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장제도, 직업안정제도 및
직업훈련제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다. 미국의 실업보험제도가
순수보험형 실업보상체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제도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여 우리 나라
제도도입에 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제도나 직업훈련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상당기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고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失業補償制度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순수보험형 실업보상제도인 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내용이나 발전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실업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가장 광범위하게 되어
있으므로 더더욱 그렇다.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및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조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기본구조와 다른 나라 실업보상체계와의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1935년에 도입된 미국의 실업보험관련법 개정추이를 聯邦立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실업보험적용대상 고용주 및 근로자 추이 및 관련 법적
기준이 제시되었다. 제4장에서는 실업보험의 과세관련 제기준, 고용실적과 연관되어 고용주의
분담금이 결정되는 실적기준요율제도의 내용 및 그 효과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실업보험
재정수지의 악화요인이 검토되었다. 제5장에서는 실업급부청구권관련 제기준 및 실업급부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여러 현안 중 근로자의 노동공급행태, 실업급부청구자격의 준수 및
실업보험을 통한 소득보조문제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실업보험제도의 행정조직체계,
실업급부관련 이의조정절차 등이 서술되었다. 1980․90년대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개정논의의
배경 및 그 내용도 검토되었다. 제7장에서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내용이나 발전과정이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이 서술되었다. 끝으로 본연구보고서에 서술된
관련제도의 내용은 1992년초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第2節 失業保險制度의 基本構造
실업자에게 구직활동 기간동안 과거 賃金所得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衣食住 問題를 해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失業保險制度(Unemployment
Insurance:UI)는 1935년 社會保障法(Social Security Act)이 입법화됨으로써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聯邦政府와 州政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다른 국가의
실업보험제도와 다른 점의 하나이다. 미국자치령인 버진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도
聯邦失業保險制度에 참여하고 있다. 1991년 회계연도에 249억 2천만 달러의 실업급부가 1천
30만명의 실업자에게 지급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1-1>과 같다.
1991년 회계연도중 총 1억 620만명의 근로자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았으며 570만명의 雇用主가
실업보험의 분담금으로 153억 달러를 납부하였다. 制度로서 보

<표 1-1> 실업보험의 종류(1992)

호될 수 있는 대부분의 임금소득근로자는 현재 실업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철도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제도가 있고, 퇴역군인과 연방정부 피고용자에게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聯邦法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집행은 州法과 州政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州失業保險의 운영비는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되는데 1991년 회계연도에 2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연방정부에서는 勞動省의 고용훈련국
산하 실업보험과에서 운영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실업보험과 소속 공무원은 중앙부서에 116명,
지방사무소에 약 100명 정도 있다.
실업급부는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실업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국의
실업보험 財政은 몇 州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한다. 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州에서 13∼16週까지 실업급부를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26週까지 지급하고 있다. 개발주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을 경우 13주까지 延長給付(Extended Benefits: EB)의 지급이 가능한데 그
경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략 반반씩 공동부담한다.
미국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을 경우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補助給付가 지급된다.
1970년대에는 2회, 1980년대 초에는 1회 지급되었으며 그리고

[그림 1-1] 실업보험제도의 기본구조

최근(1991년 11월부터 1992년 7월까지)에는 緊急失業補償(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프로그램에 의하여 정규 주실업급부를 소진한 실업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하여 공동 운영되는 실업보험제도는 사회보장법의 聯邦規定과
聯邦失業稅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 및 각 州法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각
州가 연방법이 정한 최소기준을 총족시키면 첫째, 해당州의 고용주는 6.2%의 연방급여세에
대하여 5.4%까지 稅金減免惠澤(tax credit)을 부여받으며, 둘째, 해당 州는 제도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연방정부로부터 잔액 보조받게 된다.
각 주의 고용주가 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각 州법이
총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실업급부는 공인된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지급된다.
② 주정부에 의하여 걷어들인 모든 稅金은 일단 聯邦失業信託基金(Federal Unemployment Trust

Fund: FUTF)에 신탁된다.
③ 失業基金(FUTF)의 주계정 적립금은 오직 실업급부의 지급만을 위하여 지출된다.
④ 파업의 결과로 인해 파생하였거나 임금수준․근로시간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혹은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비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제의를 거절하는 경우에 급부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⑤ 주 및 지방정부 피고용자에게 실업급부가 지급된다.
⑥ 연간 20주 이상 4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FUTA 세금면제 대상 비영리기관(학교 및 대학을
포함)의 피고용자에게 실업급부가 지급된다.
⑦ 첫 번째 기준연도에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취업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기준연도에 급부지급을
중지한다.
⑧ 공인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부지급이 거부되지 않는다.
⑨ 다른 주나 혹은 캐나다에서 급부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급부의 지급이 거부되거나 삭감되지
않는다.
⑩ 賃金實績(wage credit)의 취소나 급부청구권의 박탈은 업무와 관련된 不正, 不正한 방법에 의한
급부청구, 유사실업보상을 지급받는(receipt of disqualifying income) 경우로 제한한다.
⑪ 1970년 延長失業給付法(Extended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에 의해 연장급부(EB)
지급을 위하여 주법은 ⅰ)적절한 취업제의의 거절에 의한 자격상실에 관한 제조건을 연장급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ⅱ)수령자가 연장급부 수령이 가능하지 않은 州로 이주한 경우
연장급부 수령은 2週로 제한한다. ⅲ) 자발적 이직이나 과실에 의한 해고 및 적절한 취업제의의
거부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 그것을 종료시키는 관련된 州의 規定이 새로운 취업을
제외하고는 연장급부 청구자격요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ⅳ) 20주 이상
보험대상이 되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부분의 임금소득실적(가장 최근의 주당 급부액의
40배 혹은 기준기간 중 임금소득이 가장 높은 分期間 所得의 1.5배)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연장급부가 지급된다.
⑫ 각 주는 급부 청구자격 심사나 급부액 결정을 위하여 한 州 이상에서 발생한 임금소득을
합산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참여한다.
⑬ 주․지방정부 및 비영리기관은 다른 고용주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보험제도에 참여하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급부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⑭ 단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급부의 지급이 거부되지 않는다.
⑮ 비시즌(off-season) 기간 중에는 프로운동선수(professional athlete)에게 급부가 지급될 수 없다.
<16> 불법취업한 외국인에게는 급부가 지급될 수 없다.
<17> 기준연도의 급부액 중 고용주에 의하여 부담되는 연금이나 유사퇴직금은 그 액수만큼
삭감한다(社會保障年金(Social Security)이나 鐵道勤勞者退職金도 50% 삭감한다.)
<18> 扶養子女家族프로그램(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을 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급부수혜자의 임금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事前的으로 지급되어야 할 이자는 기간을 준수하여 지급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당 주의 실업기금(혹은 세금감면)으로부터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20> 고용주에 대한 세금감면의 기준은 오직 고용주의 고용관련 실적이 되어야 한다.
각 州는 실업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공직업안정기관 운영비의 97%를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단, 연방노동성에 의하여 해당 주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총족시키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① 실업급부가 지연되지 않고 전액 지급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② 공공 혹은 공인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실업급부가 지급된다.
③ 급부지급이 거부된 실업자에게 공정한 聽聞會(hearing)가 보장된다.
④ 모든 실업보험의 세금은 연방실업신탁기금에 신탁된다.
⑤ 기금의 지출은 실업급부를 지급하거나 기금에 잘못 신탁된 세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피고용자 분당금이 있는 주는 기금 중 해당자금을 勤勞能力不能手當(disability
payment)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⑥ 연방노동성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⑦ 공동취로사업등 공공직업안정사업을 담당하는 연방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⑧ 운영경비의 支出은 州制度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방노동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목적과
금액으로 제한한다.
⑨ 연방노동성이 실업급부를 위하여 지출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판정한 급부는
회수되어야 한다.
⑩ 철도퇴직위원회(Railroad Retirement Board)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실업보험관련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과 적절히 협조한다.
⑫ 사전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이자는 기간을 준수하여 지급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당 주의 실업기금(혹은 세금감면)으로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⑬ 農務省이나 州후드스탬프(food stamp)기관에 해당 급부수혜자의 임금, 급부, 주소 그리고
취업기회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⑭ 주 및 지방정부의 子女保護機關(child support agency)에 대하여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⑮ 급부신청자는 자신이 자녀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급부액으로부터
자녀보조금은 공제되어야 하며 자녀보조금은 주실업보험기관으로부터 해당 자녀보호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16) 소득이나 급부청구자격기준관련 주제도가 사회보장법의 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교환되어야 한다. 실업보험과 관련된
임금자료를 보존하는 制度(UI wage record)的 裝置는 주실업보험제도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다.
(17) 자녀보조금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聯邦保健社會省(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 해당 급부수혜자의 임금과 급부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18) 해당 급부수혜자의 임금이나 급부관련 정보를 住宅都市開發省(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이나 住居補助(housing assistance)관련 공공주택서비스기관에 제공한다.
第 3 節 다른 나라 失業給付制度와의 比較
經濟協力開發機構(1988)의 분류에 따라 실업급부제도의 유형은 크게 保險型과 所得補助型으로
나누어진다. 보험형의 경우 첫째, 노동시장에 귀속되어야만 급부가 지급되고, 둘째, 취업경험에
의해 노동시장의 귀속여부가 판단되며, 셋째, 급부지급기간이 한정적이고, 넷째, 적절한 직장의
취업제의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고, 다섯째, 임금소득에 기준한 분담금에 의해
실업보상제도의 비용조달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에 소득보조형은 실업보상제도의
보상체계가 과거의 분담금과 관계가 없으며 소득보조를 필요로 하는 실업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실업자의 다른 가구구성원 소득의 합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급부혜택이 소멸되는
실업보상제도를 소득보조형으로 정의할 때 보험형과 소득보조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보다
명확하여진다.
각국의 失業補償制度는 보험형과 소득보조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느 요소가 보다 더 강조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험형, 소득보조형, 혼합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보험형 실업보상제도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의 하나이다.
실업보험 도입당시부터 미국은 실업보상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표 1-2> OECD 국가의 실업급부제도(1989)

인한 제도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말미암아 보험형 실업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실업보험은 세계 최초로 급부지급액을 과거의 임금소득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한
제도이다.

어느 나라 제도가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실업급부혜택을 부여하는가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혜택적인 실업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보조형이나 혼합형의 실업보상제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보험형으로 분류된 벨기에등 8개국
중에서는 통상적 최장급부기간이 26주로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짧다. 급부초기단계에서
급부지급액의 과거소득액에 대한 비율이나 생산직 기준 총임금대체율도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다.
뿐만 아니라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혜택도 유럽국가에 비하여 거의 보잘 것
없다(Atkinson-Micklewright, 1991).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조혜택은 일률적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最低所得保障(guaranteed minimum income)과 지역적으로 근로자특성별로 차별화되는
社會福祉(social welfare)로 구분되는데 보험형 실업보상제도를 가진 나라도 덴마크나 노르웨이,
캐나다 등 몇몇 국가는 실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보장혜택이 있다.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으로 인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실업보상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보상이 되는 실업의 범위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보상에 한정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기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실업급부를 지급한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의 경우는 급부청구자격이
상실된다. <표 1-2>에서 보듯이 자발적 실업의 경우 급부청구권이 상실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비자발적 실업에 국한된 실업보상제도라는 미국 제도의 성격은 피고용자 분담금이
없는 제도라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직업훈련과 실업보험제도와의 연계성이 취약하다. 이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가 보험형 요소를 아직도 상당부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급부청구자격의 제요건으로는 근로할 능력이 있고 취업할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급부청구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구조적 실업에 대한 우려로 미국에서도 급부와
훈련과의 상호연관성이 강조되어 공인된 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급부지급을
거부하지 않는다. 근년에 들어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하여는 실업보험과 직업훈련 등의 여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이 취약하다.
끝으로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과도한 실업보상체계가 1970년대 이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Atkinson-Micklewright, 1991). 그러나 미국의 경우 유럽 국가에
비하여 실업보장제도의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미국의
실업보상제도가 보험형의 요소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第2章
失業保險關聯法 改正推移-聯邦立法을 中心으로
第 1 節 失業保險法 制定 以前의 失業保險關聯法 制定 論議
미국은 유럽의 여타 산업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失業補償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1935년 법제정
전까지는 상당히 미흡하였다. 1930년대 초반가지 미국에서는 소수의 근로자들만이 사업에 따른
급부나 雇傭保障의 혜택을 받았다.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약 6만
5천명의(대부분이 섬유산업 종사자)근로자가 노사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급부의 혜택을 받았다.
20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약 7만명의 근로자가 雇用主가 제공하는 고용보장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季節勤勞者들이었다. 프락터-앤드-갬블(Proctor & Gamble), 제네럴
일렉트릭社(General Electric Company)등이 1930대 초반 실업급부나 고용보장혜택을 제공한
대표적인 민간기업이다(Haber-Murray, 1966).
1916년 매사추세츠주 의회에서 미국에서는 최초로 실업보험에 관한 법안이 상정 되었는데 1911년
영국에서 제정된 실업보험법에 기초한 이 법은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1920년대 뉴욕주(1921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1920년대말 恐慌을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었는데 1933년 한 해에만 83건의 실업보험관련 각종 법안이 23개
주의 주의회에 상정 되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 失業保險의 도입으로
인한 州産業의 경쟁력 손실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1932년 위스콘신주에서 미국 최초의 실업보험법이 입법화되었다. 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당초
1934년으로 예정하였으나 그 이후 2년간 유예하여 1936년부터 발효되었다. 고용주의
분담금만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실업급부의 혜택을 차별화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위스콘신주의 실업보험법은 연방정부의 실업보험법의 제정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법을 제정하려는 최초의 노력은 1916년 런던(M. London) 하원의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020년대에도 여러 차례의 청문회나 의회주도회의 등을 통하여 실업보험법의
제정이 논의되었다. 1920년대말부터 지속된 공황등의 영향으로 실업보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유럽 여러 나라의 실업보험제도를 깊이있게 조사한 뉴욕주의 와그너(R. Wagner)
상원의원에 의하여 1932년 실업보험관련 법안이 상정되었고, 1934년 루이스(D. Lewis)
하원의원이 와그너 상원의원의 법안에 추가로 동조함으로써 1934년 연방실업법이 새로이
상정되었다. 와그너-루이스 法案은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정한 최소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100%
稅額控除(tax credit)가 가능한 고용주 전액부담의 聯邦失業稅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다. 이에 대해 루즈벨트(Roosevelt)대통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표명과 함께 보다 포괄적인 社會保險制度의
도입검토를 약속하였다.
第 2 節 社會保障法의 制定과 州政府의 立法

1934년 당시 미국에는 1,800만명의 구호대상자가 있었으며 총노동인구의 15%에 해당되는
1,100만명의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었다. 대부분의 주정부의 구호기금은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으며 公共就勞基金(Public Works Administration), 聯邦緊急救護基金(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 등의 특별조치로 필요재원을 충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 여건이
미국에서의 실업보험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1935년 社會保障法의
재정적으로 실업자보호제도를 마련하게 된 근본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4년 노동성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성장관, 재무성장관, 검찰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經濟保障委員會(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를 신설함과 동시에
失業保險과 年金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經濟保障委員會와 專門委員會(Technical; Board)의 논의과정 중
실업보험부문에 관하여 특히 논란이 심하였던 부분은 실업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연방정부의
역할이었다. 따라서 연방정부중심제도와 연방․주정부 공동운영제도 중 연방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그 기준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혼합형으로 결론지워졌다.
연방정부중심제도는 違憲의 소지가 있고 급부수준이나 급부기간 등 구체적인 핵심조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들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제보장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4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적용되는 聯邦失業保險稅의 도입을 권고하고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제시한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징수한 세금을 실업급부지급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연방실업보험세의 최고 90%까지 주정부의 세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주정부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연방정부 재원에서 지급할 것도
건의하였다.
경제보장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한 사회보장법은 1935년초 대통령에 의하여 제안되어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거쳐 1935년 8월 14일 발효되었다. 사회보장법 제3∼4장인 실업보험관련법과
1939년 제정된 聯邦失業法(Federal Unemployment Tax: FUT)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실업보험의 財源은 8인 이상의 근로자를 20주 이상 고용한 事業主에 부과되는 3%의
給與稅(1936년 1%, 1937년 2%였으나 시행연도인 1938년에는 3%로 바뀜)로 충당하였다. 稅源의
대상이 되는 급여범위도 初期에는 總給與이었으나 연간 3,000달러(당시 총임금의 97.7% 해당)로
바뀌었다.
②영세기업근로자, 농업근로자, 정부부처 공무원, 비영리기관 종사자, 가사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철도근로자는 1938년 鐵道失業保險法(Rail-road Unemployment
Insurance Act)의 제정으로 초기에는 적용대상이었으나 후에는 배제되었다.
③州의 실업보험법이 연방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연방세의 90% 혹은 과세대상

급여의 2.7%까지 主法下의 실업보험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0.3%의 연방세는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④社會保障院(Social Security Board)이 설치됨으로써 관련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보장원이
규정한 기준에서 각 주의 보험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였다.
⑤ 주법이 實績基準料率制度(experience rating)에 관한 연방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고용주는 2.7%
한도내에서 주의 실업세와 차이나는 세율에 대하여 연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법은 주법의 실적기준요율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독자성을 보장하였다.
⑥연방법은 州法이 稅額控除(tax credit)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조건으로 첫째, 실업급부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둘째, 실업보험법 제정 이후 2년간은 급부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며, 셋째, 州稅金은 연방정부의 失業信託基金(Unemployment Trust Fund)에
신탁되어야 하며, 넷째, 파업의 결과로 생겼거나 유사한 근로에 비하여 현저히 나쁜 근로조건,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또는 비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제의를 거절하는 경우 급부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 등을 의무화하였다.
⑦운영기금의 보조조건으로 실업급부가 규정된 시기에 전액 지급되도록 주실업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실업급부 지급이 거부된 경우 불편부당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공정한
聽聞會(hearing)가 보장되어야 하며, 실업보험법관련 각종 사안을 사회보장원에 보고하고
사회보장관련 다른 연방정부기구에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방법은 규정하였다.
聯邦議會가 사회보장법을 제정은 하였지만 각 州의 관련법 제정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었다. 왜냐하면 우선 대부분의 州議會가 휴회중이었고 사회보장법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違憲으로 판결될 여지도 있었다. 연방의회도 사회보장원의 활동에 필요한 인원이나 재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사회보장법의 효력발생 시기전에 6개 주에서 실업급부법이 입법화되었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입법이 가속화되어 1936년 말까지는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실업보상법이 제정되었고 나머지 2개 주에서도 1937년 상반기까지 입법이
완료되었다. 연방법이 주법 제정 이후 2년간 실업급부의 지급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1939년에야
비로소 모든 州가 실업급부를 지급할 수 있었다. 미국 최초의 실업보험 급부수혜자는 1936년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하였다.
社會保障法의 위헌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리는 1936년 1월 뉴욕주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뉴욕주의
법원이나 연방법원은 뉴욕주 실업보험법이 合憲이라고 판결하였으나 합헌성에 관한 법적 논쟁은
1937년 5월 미국 대법원이 사회보장법과 앨라배마주법이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실업보험 급부수혜자는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1938년 2,000만명에서 1939년
2,300만명, 1941년에는 2,700만명으로 적용대상자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실업세로 거두어 들인
재원은8억 달러에서 1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총급부지급액도 1938년 4억 달러에서 1940년 5억
2,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모든 주에서 실업급부가 지급된 1940년에는 5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실업급부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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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자 실업보험 적용근로자수는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1942년에는
월평균 3,000만명이었는데 1944년에는 5,500만명의 민간노동인구 중 4,300만명이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실업률도 낮아져서 실업자수가 1942년 270만명에서
1944년에는 67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終戰되면서 퇴역군인의 급증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리라는 예상에서
주정부의 실업보험 재정을 보조할 수 있는 연방차원의 법제정이 논의되었으나 成事되지
못하였다. 실업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1945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5배 이상, 실업급부
수혜자수는 1944년에 비해 1946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5배 이상, 실업급부 수혜자수는 1944년에
비해 1946년에는 9배 이상 증가하였고 급부를 消盡한 실업자수도 같은 기간에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총급부지급액도 전년도에 비해 1945년에는 7배, 1946년에는 2배 증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업문제의 상당부분은 軍人復歸手當基金(Servicemen's Readjustment
Allowance Program)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1944년에 입법화된 이조치로 인하여 퇴역군인은

52주까지 주당 20달러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자영업으로 독립한 퇴역군인도 그들의
사업수익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補助金이 지급되었는데 이 조치는 1952년 7월에 종결되었다.
韓國戰爭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1952년에 除隊軍人復歸補助金(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이 제정됨으로써 최고 26주까지 주당 26달러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1958년 퇴역군인을 위한
항구적인 조치가 退役軍人失業法(Ex-servicemen's Unemployment Act: EUA)으로 취하여졌다.
퇴역군인실업보험의 급부조건이나 수준 등은 급부를 신청한 주법에 따라 달라진다.
1947∼48년 생산활동의 증가로 고용확대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終戰과 함께 임금이나
인력이동 등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실업은 상당수준이었으나 실업자수는 1948년
228만명을 고비로 점차 들어드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第 4 節 景氣不況과 延長給付措置(1950∼75)

1949∼50년 경기불황으로 실업보험의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 1949년 적용근로자 100명당 6명
이상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실업급부를 지급받았는데 그 결과 총급부지출이 17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은 1950년 이후 다시 떨어져서
1951∼53년간 급부수혜자나 급부를 소진한 실업자수가 1949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58∼75년간 경기불황에 따라 급증한 실업급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섯차례의 특별조치가
입법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번째의 경기불황이 1957년에 시작되었는데 1958년에
780만명이 실업급부를 수령하였고 그 중 250만명의 수혜자가 급부를 소진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1958년 臨時失業補償法(Temporary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였고 이
조치에 따라 각 주는 급부를 소진한 근로자에게 50%까지 급부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금을
무이자로 연방정부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었다. 각 주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17개
주만이 참여하였다.
1960년 가을, 정규급부를 소진한 급부수혜자수가 증가하자 연방의회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두
번째 조치를 취하였다. 1961년 臨時延長失業補償法(Temporary Extended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 : TEUC)으로 1960년 6월 30일부터 1962년 4월 1일까지 정규급부를 소진한
실업자에 한하여 50%까지 연장급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번까지와는 달리 TEUC는
연방정부가 그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모든 주가 참여하여왔다.
1950년대말 이후 9개 주에서는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급부기간이 연장되는
입법조치가 취하여졌다. 1970년 연방의회도 유사한 조치를 입법화 하였고 聯邦과 州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이 입법으로 기존의 主法들은 사실상 死文化되었다. 미국 전역의
季節調整保險適用對象 失業率(Insured Unemployment Rate : IUR)이 3개월 이상 4.5%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각 주의 IUR이 13주 이상 4.0%이고 과거 2년간 동기에 비해 20% 이상 높아진 경우
급부지급이 연장되었다. 급부수준은 정규급부와 같고 13주까지 추가로 지급되어 최고 39주까지
실업급부가 지급되었다. 1970년 4억 달러의 연장급부가 21개 주에서 지급되었다. 1971년말경부터
각 주의 IUR이 낮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연장급부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1972년
1월부터 미국 전역의 IUR이 3개월 계속 4.5% 이상이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연장급부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975년 2월에도 전국적으로 연장급부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몇 차례의 보완조치를 거쳐 1975년 州 IUR이 5.0% 이상인 경우 120% 요건이 필요없도록 연방법이
개정되었고 39개 주에서 이 조치를 수용하였다. 1971년 緊急失業補償法(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으로 연장급부 요건보다 높은 실업률을 가진 주의 실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입법화되었다. 1972년 1월 29일을 시점으로 州失業率(IUR+소진율)이 13주 동안 4.5%
이상인 경우 정규급부와 연장급부를 소진한 수령자에 한하여 정규급부기간의 1/3이상 13주
이하의 급부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임시조치가 입법화되었다.
1974∼75년은 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추가적인 연장 급부조치가
입법화되었다. 실업급부 수혜자수가 1973년에 570만명, 1974년에 810만명, 1975년에는
2,27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업급부 지급액도 1973년 46억 달러, 1974년 70억 달러, 1975년 81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緊急失業補償法으로 정규 급부와 연장급부를 소진한 실업자에게 추가로
13주가지 聯邦補助給付(Federal Supplemental Benefits : FSB)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975년
3월 또 하나의 FSB 지급조치가 취하여져 총 65주의 실업급부 지금이 가능하여졌다. FSB는 기존의

연장급부와 같은 성격이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급부기간을 13주로 한정하고
자격요건을 기존의 실업급부보다 강화하는 일련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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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실업보험의 적용대상, 연방기준 및 재정에 관한 주요규정이 두 차례 대폭 개정되었다.
1. 適用對象
1970년 전까지 실업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대는 적용기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특별입법을
통하여 연방정부 피고용자나 퇴역군인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56년
연방실업세의 적용대상 규모가 20주 이상 8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서 20주 이상
4인 이상의 고용주로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참전군인에 관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44년, 1946년, 1952년 임시입법 그리고 1958년 退役軍人失業法(EUA)의 제정으로
퇴역군인을 위한 항구적인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연방정부 근로자는 1955년부터
聯邦被雇傭者失業補償프로그램(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Federal Employee Program) 으로
실업급부가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부터 美國籍의 항공기 관련종사자 및 소득세 면세대상이
아닌 비영리기관 등의 근로자도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1930년대 실업보험관련 법제정 이후 최초의 대폭적인 법개정은 1970년 雇傭安定法
改正(Employment Security Amendment)으로 이루어졌다. FUTA의 적용대상 기업을 20주 이상 4인
이상의 고용기업에서 20주 이상 1인 이상의 고용기업 혹은 분기간 급여지급액 1,500 달러로
확대되었다. 농산물가공업, 항공기나 선박근무, 특정서비스직, 해외투자 미국기업 종사자 등도
포함되었다. 각 주의 세액감면의 조건으로 특정직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4인 이상을 고용하는 비영리기관, 주립병원, 주립고등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1970년의 법개정은 6년후 대부분 주정부나 지방정부 근로자들이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게되는 형식적 절차의 기초가 되었다.
1974년 경기불황의 심화와 함께 연방의회는 앞에서 언급한 FSB 외에도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特別失業補助(Special Unemployment Assistance:SUA)를 입법화하여
실업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급부를 동일조건으로 비적용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하였다. 단,
기준연도나 최고 26주의 지급기간 등은 정규실업보험 적용대상자와는 달리하였다. 1976년
公共法(Public Law) 「94-566」으로 실업보험 적용범위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1978년 현재 미국
총피고용자의 97%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National Commission on Unemployment
Compensation, 1980). 대규모 농장의 근로자(분기간 급여지급액 20,000달러 이상 혹은 분기간 20주
이상 4인 이상의 고용업체), 급여지급액이 분기간 1,000달러 이상인 고용주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 그리고 대부분 주정부 근로자, 700만명 이상의 지방정부 근로자가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또한 公共法 「94-556」은 SUA적용대상 근로자를 정규주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2. 聯邦基準
1970년대 연방입법 조치로 각 주는 비영리기관이나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를 실업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특정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州 전체
고용주의 감세혜택이 상실되는 최초의 연방입법조치였다. 每學期 사이 학교 종사자에 대한
급부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비영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분담금 납입방법을 다른 고용주와 같은
방법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급부 비용을 정산하는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①첫번째 기준연도에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취업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기준연도에 급부지급을
중지하고, ②공인기관의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취업제의를 거부하였다거나 (work
refusal) 취업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unavailability) 급부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③
賃金實績(wage credit)을 부여한 주 이외에서 급부를 신청하는 것을 이유로 급부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④2주 이상에서 임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금을 합산하는 조치를 州間에 합의하여야

하고, ⑤임금실적의 취소나 급부청구권의 박탈은 업무와 관련된 不正,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부청구로 제한하는 규정을 주법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1976년 개정연방법은 주정부법이 ①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②
초․중등 교육기관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학기 사이에 급부지급을 중단하고, ③정치단체가
자발적인 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에 참여한다면 급부지급 비용에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④
비경기시즌(off-season) 동안 프로운동선수(professical athlete)에게 실업급부 지급을 중단하고,
⑤不法的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실업급부의 지급을 거부하고, ⑥연금이나 퇴직수당을
그 금액만큼 실업급부 지급액으로 부터 공제할 것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3. 財政
1961년 3.0%에서 3.1%로 인상된 연방실업세율은 1970년 3.2%로 인상되었는데 이 중 0.5%는
반드시 연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1962년과 1963년도에는 각각 0.4%, 0.25%의
입시세율인상조치가 TEUC 재원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졌는데 1973년도에도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 1976년에는 연방세율이 3.4%, 그리고 연방정부 귀속분이 0.7%로 인상되었고
과세기준 급여액도 1972년 1월에는 연4,200달러로, 1978년에는 연 6,000달러로 인상되었다.
1970년대에 정부기관과 비영리기관은 자발적 참여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그
급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연방실업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도운영비등을 분담할 필요가 없었다.1976년까지 이들 기관은 연장급부 중 연방정부 부담금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1975년 각 주의 대부금 상환에 대하여 3년간의 유예조치 그리고 1977년에는 추가적인 2년간
유예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켰다.
稅入法(Revenue Act)의 개정으로 1979년부터 실업급부에 대하여 과세가 시작되었으며 이 법으로
1家口 1所得源의 경우 연간 20,000달러 이상의 소득과 1家口 2所得源의 경우 연간 25,000달러
이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었다. 세원 확보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실업금부의
수혜범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입법화된 이 법은 移轉支出的 성격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첫번째
과세조치라는 성격을 갖는다.
第6節 保險制度 財政構造의 不實化와 給付惠澤의 縮小
-1980年代 前半期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1970년대까지 일관된 법개정의 基調는 실업보험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실업보험이 불필요하게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 결과로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Vroman(1983)의
연구에 의하면 1979년 5.8%의 실업률 중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부분이 0.5∼1.0%라고
추정되었다.
1970년대 경기불황의 결과로 심화된 각 주의 실업보험의 재정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1972∼79년간 53개 주(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포함) 중
25개 주에서 총 56억 달러에 이르는 聯邦財政資金을 실업급부의 지급을 위하여 대부받았으며
1980∼84년 기간에는 18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였다. 1970년대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대부받은 자금의 상환도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금 상환에 대한 유예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1979년말 현재 상환하지 못한 13개
주의 총부채는 38억 달러 상당이었다.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및 펜실바니아주 같이 부채 규모가
큰 주는 대부금을 거의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다.
1980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에 의한 실업보험 관련법 개정은 실업보험의 심화된 재정문제 및
실업보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 등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행정부에 의해 제안된 綜合豫算調整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은 실업보험의
급부혜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① 延長給付(EB)의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연장급부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의 수를 제한하였다.
연장급부는 미국 전체의 실업률 혹은 각 주의 실업률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1981년 예산법은 미국 전체실업률을 연장급부 발생요건에서

제외시키고, 각 주의 실업률의 기준도 1% 포인트 올렸으며 기준이 되는 실업률 계산에서
연장급부 수혜자를 제외시킴으로써 연장급부요건을 강화하였다.
② 1982년 4월을 기준으로 연방정부 대부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정부의
자금차용비용을 높였다.
③ 對外貿易調整補助(Trade Adjustment Assistant : TAA)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실업급부와 동시에 TAA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실업급부를
소진한 경우에만 TAA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재훈련,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을 TAA
지급요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치수당등도 지급되도록 하였다.
④ 자발적으로 軍務를 離職한 퇴역군인에 대한 失業給付(UCX)를 중지시켰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입법은 장기실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1980년대 초반 경기불황이 심화되자 議會主導로 장기실업자에 대한 급부연장조치가
마련되었다. 1982년 제정된 租稅衡平과 財政義務法(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
TEFRA)으로 聯邦補助失業補償(Federal Supplemental Compensation : FSC)이 기존의 실업급부
혜택을 소진한 실업자에게 부여되었다. FSC는 각 주의 IUR에 따라 8∼16주(초기에는
6∼10주)까지 1982년 9월부터 1983년 3월 기간동안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州에
적용되었다. 1983년부터 연방실업세의 과세기준 급여액이 연 7,000달러로, 세율이 0.8%(0.2%
임시세율인상 포함) 인상됨으로써 최고 6.2%로 되었다. 실업급부에 대한 과세기준도
하향조정되었다. 실업보험의 재정문제가 이미 심각한 州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이자지급이나
대부금 상환조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이들 주보험제도가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연방의회는 1983년 장기실업자에 대한 급부혜택을 연장하고 주의 실업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였다. FSC의 유효기간을 1983년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8∼16주가 추가지급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업자에 따라서는 1970년대 중반
경기불황이 심화되었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65주까지 실업급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각
주가 세원확보 및 실업보험의 재정적 진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旣貸付된 연방정부
대부금의 이자지급이나 상환조건을 완화시키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주의
실업보험이 재정적 건전도를 높이는 노력의 기준이 과세를 확대하거나 급부지급을 25% 축소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조치는 각 주가 급부지급요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3년 연방보조실업보상법이 개정되어 1983년 10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정규실업급부 혹은
연장급부를 소진한 실업자는 8∼16주의 FSC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3월부터
10월까지 FSC를 소진하거나 FSC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FSC를 소진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일정액의 追加給付가 지급되었다. 1983년 법개정으로 실업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FSC가
연장급부(EB)를 대체하게 되었고 최고 40주까지만 실업급부 지급이 가능하였으므로 급부혜택이
없는 장기실업자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실업보험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실업급부
혜택의 축소는 필연적이었으며 가장 큰 변화는 연장급부(EB)의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1982년과
1983년에 9.5%가 넘던 민간부문 실업률이 1984년 경기회복과 함께 감소하면서 실업보험제도의
재정적 건전도도 1980년대 중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전반 레이건 행정부가 실업보험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기조는 보험제도를
소득보조적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단순한 제도로부터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적응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병행하는 제도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재훈련, 직장재배치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1981년 종합예산조정법 입법시 도입된 구직활동이나 재훈련 등이 對外貿易調整補助(TAA)
수당의 수령요건이 1986년 法(PL 99-272)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TAA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인된 求職프로그램에 등록하였거나 그 과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勞動省長官으로 하여금
재정능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직업훈련계획을 승인하고 공인직업훈련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現業訓練(OJT)의 경우 훈련을 완료한 후 사업주로 하여금 피교육자를 최소한 26주 고용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인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긴 참여자의 경제적 손실도
연방노동성장관이 보상하도록 하였다.
第7節 1980年代 後半 이후의 聯邦立法
1980년대 후반 실업보험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비록 실험적 차원이지만

자영업자에 대하여 실업급부가 지급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87년 종합예산조정법은
연방노동성이 기존의 실업보험제도 아래서 自營手當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적 프로젝트를 각기 다른 3개 주를 선정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정된 示範 州는
기존 실업보험제도와 동일한 급부지급요건 아래서 동일한 금액의 자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범프로젝트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영업자에 대하여 실업급부를
지급한다는 것은 비록 시험적 차원이지만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장기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단기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성격의 실업보험의 기능이 한계가
다다른 상황에 그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종합예산조정법은 6.2%의 연방실업세율
시한을 1990년말까지(1990년에는 1995년말까지 재연장) 연장시켰다.
1988년에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연관된 두 가지 주요한 법이 제정되었다. 1988년
家族扶助法(Family support Act)은 연방보건사회성 직원이 각 주의 실업보험제도 관련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자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실업보험 수혜자의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홈리스 補助法(Homeless Assistance Act)의 개정으로 주택도시개발성 및
공공주택청의 직원이 주실업보험당국으로부터 이들 두 기관의 관련사업의 보조를 받고 있는
실업급부 수혜자의 임금 및 실업급부 수혜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1991년 1/4분기의 실업률이 6.8%로
전년동기에 비해 1.6% 포인트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급부를 연장하는 조치가 1991년
11월 緊急失業給付法(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 : EUCA)의 실현으로
이루어졌다. EUCA는 전액 연방정부 자금으로 1991년 11월 17일부터 1992년 7월
4일(개정법안으로 1992년 6월 13일로 바뀜)의 기간 동안 6주에서 20주(후에 13주에서 20주로
바뀜)까지 추가적으로 정규실업급부를 소진한 실업자에게 정규급부와 동일한 금액의 급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연장급부 수령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하였으며 자영업자프로그램
참여자는 6∼10주의 추가급부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퇴역군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퇴역군인, 예비군(Reservists), 교직종사자, 철도종사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第8節 結語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기적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적 사회보장제도라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기본성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 법의
제정 이후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된 연방입법의 기조는 실업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1980년대 들어 퇴역군인의 범위가 약간 축소되었지만 현재 미국에는 소규모 농장의
농업근로자와 일정부분의 가사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실업보험제도가 단기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적 성격의 제도이지만 1970년대에 여러 차례의
경기불황으로 말미암아 장기실업자 문제가 심각하여지자 임시입법조치를 통하여 추가적인
급부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최고 65주까지 실업급부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91년말 13∼20주까지의 추가적인 급부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침체 등으로 실업급부의 재정적 건전도가 부실화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 급부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급부혜택이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실업보험제도의
재정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국의 실업보험운영에 있어서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근년에 들어 失業保險制度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고유의 소득보조적 기능과 별도로
운영되었던 직업훈련등의 여타 주요 노동시장정책을 접합시킴으로써 실업자의 노동시장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1980년대 입법은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부지급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도록 입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第3章

失業保險의 適用對象 雇用主 및 勤勞者
第1節 適用對象 雇用主 및 勤勞者 推移
각 州의 실업보험 적용대상 고용주 및 근로자의 범위는 연방법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실업보험 도입초기인 1938년 월평균 적용대상 근로자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만명으로 전체 노동력(민간노동력)의 36.6%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그 이후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0년 현재 월평균 적용대상 근로자는
8,700만명으로서 전체 노동인구의 대부분이 실업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도입초기와
비교하면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336% 증가하였는데 전체 노동력 중 혜택받는 근로자수도
33.1%포인트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에 두 차례의
聯邦失業稅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 FUTA)의 개정으로 보험적용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표 3-1>은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적용대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56년 이전의 연방법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적어도 하루씩 20주 이상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기업규모 요건이 1956년에는 4인 이상, 그리고 1970년에는 1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고용주의 급료규모가 하나

<표 3-1> 실업보험 적용근로자수 추이(1938∼90)

<표 3-1>의 계속

의 기준으로 채택되어 분기간 급료지불액이 1,500달러 이상인 고용주도 적용받게 되었다.
농업근로자의 경우 10인 이상 근로자의 고용주나 분기간 급료지급액이 20,000달러 이상인
고용주로 제한되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를 위하여 분기간 1,000달러 이상 지불한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철도근로자는 1939년부터 별도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퇴역군인은 몇
차례의 특별 입법을 거쳐 1958년 退役軍人失業法(Ex-servicemen's Unemployment Act)의 제정으로
특별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연방정부 근로자는 1955년에
聯邦被雇傭者失業補償프로그램(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Federal Employee Program), 주 및

지방정부 근로자는 1976년에 FUTA의 개정으로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비영리기관의
근로자는 1970년에 FUTA의 개정으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第2節 適用對象關聯 諸基準

1. 聯邦基準 適用對象 雇用主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주의 실업보험법은 분담금 의무를 가진 고용주와 급부수혜권이
있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기관과 정부기관을 제외하면 적용대상 기준은 첫째, 급료의
규모 및 연간근로일수 내지 주일수, 둘째,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계약관계, 셋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장소 등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대상이 아닌 특정고용형태도
고용주의 선택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주법의 적용대상은 초기에는 社會保障法 그리고 현재는 聯邦失業稅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왔다. 주법이 연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해당 주의 고용주는 연방세의 일정부분을
현재 부담하고 있는 州稅로써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FUTA의 규정에 의하면
적용대상에서는 배제되지만 주법의 승인요건으로 특정근로자의 적용(배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각 주의 실업보험이 적용(배제)된 근로자들도 있다.
<표 3-2> 각주의 고용주 정의(1992)

<표 3-2>의 계속

대부분 주의 적용규정은 고용단위와 고용주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용단위는 관련보고서
제출의무를, 고용주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며 적용대상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이나
고용주의 연간 혹은 분기간 급료지급액에 의하여 구별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초기에는 8명
이상의 근로자를 20週 이상 고용한 고용주로 제한하였으나 실업보험에 대한 경험축적이 이루어진
결과 1954년과 1970년의 법개정으로 기업규모 제한요건은 소멸되었다. 1992년 현재 37개 주가
연방기준과 동일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업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0개 주는 어떤 형태의
고용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등 가장 광범위하게 고용주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나머지 주는
연방기준보다 짧은 고용기간 혹은 적은 급료지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기업이 법제정 초기에 배제되었던 것은 상당수의 소규모 고용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상달할 뿐 아니라 정확한 고용 및 임금관련 정보의
입수가 힘들다는 근거에서였다. 또한 보험재정상으로 볼 때 소규모 고용주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도 주요 이유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운영상의 어려움은 기술진보로
인한 자료관리능력의 발달로 해결되었다. 주법으로 소규모 고용주를 포함시킨 아칸소주등 일부
주의 실업보험 운영결과 소규모 고용주가 설립초기에는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고용이 보다 안정된다는 점이 입증되는 등 적용배제의 논리가 약하여졌다.

2. 聯邦要件 適用對象 雇用主
1970년과 1976년의 FUTA 개정으로 주법의 승인요건으로 특정근로형태가 주법에 반드시
1)
포함하거나 배제하도록 하였다.
가. 비영리기관
FUTA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20주 이상 4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방소득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비영리기관은 실업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비영리기관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다른 세금의 減免惠澤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적용대상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분담금의 적립이 필요하므로 비수익기관으로서 세금부담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비영리기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실업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에서 비영리기관을 정규실업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영리기관은 실업급부 비용을 사후적으로 정산하거나 일반기관과 같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선택권은 해당 비영리기관에 있다. 비영리기관에게 세금납부방법의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실적기준요율제도와 관련된 불필요한 財政負擔을 줄여 주려는 목적이다.
나. 정부기관
聯邦法에 의하여 주정부 소속 근로자들도 적용대상이 된다. 주정부나 비영리기관 근로자는 학기

사이의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실업급부 수혜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연방법에 의하여
정부기관 근로자 중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입법부 구성원, 사법부 구성원, 주방위군이나
공군방위군, 비상사태로 인하여 임시로 고용된 직원, 정책자문이나 정책결정기관의 임시직 또는
주 8시간 이하 근무하는 정책결정기관의 임시직은 제외된다.
주 및 지방정부 근로자는 주정부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상의 문제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연방정부 근로자는 1955년부터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았음으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헌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1976년부터는 적용대상이
되었다.
다. 기타
교회등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시무중인 목사, 정신이나 신체상의 장애․상해,
연령상의 이유로 사회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자, 정부기관에 의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취로사업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교도소 수감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雇用主와 雇傭人의 關係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과의 관계는 고용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앨라배마 및 오클라호마주는 被雇傭者를 主從關係로 定義하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고용자를 정의하지 않거나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미시시피주, 콜롬비아특별구에서만 주종관계의 개념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근로자가 독립된 계약근로자인가 또는 피고용자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ABC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수 이상의 주에서는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하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통제나 지시를 받지 않고, ② 정규적인
작업진행과정이나 통상적인 작업장 밖에서 근로가 행하여지고, ③ 개별근로자가 독립된 거래,
직업․직종이나 사업에 관여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독립된 계약근로자로, 나머지 근로자는
피고용자로 간주된다. 다른 주에서는 이 중 일부 요건만 충족시키고 독립계약자로 간주한다.

4. 雇傭提供場所
53개 州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失業保險制度는 1州 이상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위하여 모든 주는
고용제공장소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해당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주에서 실업급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의 州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① 고용주의 主 영업활동지역 ② 고용주의 거주지 ③ 고용주의 실업세납부
州 ④ 근로자가 급부를 신청한 州 등이 고려된다.
동일한 고용주를 위하여 1주 이상의 주에서 취업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주의 선택에 의하여
1주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제반절차가 집행되는 협정이 1992년 현재 49개 주 사이에 체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실업보험법이나 다른 주의 실업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의 영역 밖에서 전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도 고용주가 동의하면 실업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코네티컷주등 일부 주에서는 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1970년 법개정 전에는 미국항공기나 선박을 제외하고는 미국 영토 밖의 고용에 대하여는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1971년 이후 법개정과 함께 별도조치가 마련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美國籍의 고용주에게 고용된 美國籍의 근로자는 미국 영토 밖일지라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5. 適用對象除外 勤勞者
대부분의 주에서 FUTA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용형태를
州失業保險法에 규정하고 있다.

가. 농업근로자
農業勤勞者는 제도운영상의 어려움으로-특히 移民季節勤勞者가 상당수 존재하므로-초기부터
상당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농업관련 사용자단체의 압력으로 오히려 그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던 뉴용주등의 제도운영 결과
문제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던
뉴용주등의 제도운영 결과 문제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등에 힘입어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8개 주에서는 소규모 농장에 취업한 근로자도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나 나머지 주에서는 연방기준에 따라 소규모농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1939년, 1970년, 1976년 聯邦法에 따라 농업근로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제정하였다. 1936년 社會保障法 제정당시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耕作農이나 농산물가공을 하는
경작농에 취업한 근로자는 제외하였다. 1939년 농업근로자의 條項이 FUTA에 포함되었을 때
경작농의 여부와 관계없이 농산물 가공농과 농장경영을 하는 경작농에의 취업이 추가로
제외되었고 대부분의 주에서도 농업근로자의 적용범위를 축소시켰다.
1970년 법개정에서는 농업근로자의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근로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특정근로자가 ① 농장의 운영주에 의하여 고용되었거나, ② 비가공상태의 상품을
취급한다거나, ③ 운영주가 반 이상을 생산하지 않는 등 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농업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였다.
1976년 연방법 개정에서는 농업근로자 중 특정분기간 급료지급액이 20,000달러 이상이거나 10인
이상 근로자를 최소한 20일씩 20주 이상 고용한 농장에 고용된 농업근로자를 실업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업보험 혜택을 확대하였다. 移民法에 의하여 수입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실업보험 혜택을 박탈할 수 있으나 농장 규모 산정시에는 이들 근로자들도 포함할
수 있게 하였다.
농장근로자의 경우 농장운영주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거나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두 가지 형태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연방법은 농업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용역회사의 고용인 경우도 농장운영주 소속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실업급부의 혜택을 받는다.
나. 가사근로자

1976년 연방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집이나 대학교 클럽, 기숙사의 家事勤勞者도
고용주의 분기간 급료지급총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실업보험이 적용되었다. 뉴욕주등 4개
주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가사근로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메인주등 일부 주에서는
니트산업의 가사근로자등 특정가사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
다. 가족근로자
뉴욕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가족종사원을 실업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학생과 학생의 배우자
제도운영 초기부터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당국에 고용된 경우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970년 연방법 개정으로 학생의 배우자도 고용이 배우자 학생의 재정적 보조를
위한 목적이라면 실업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스타디프로그램(work-study program)의
고용도 실업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해상근로자

FUTA와 대부분의 주에서는 海上勤勞者를 실업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違憲이라는 인식에서

이들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1943년 연방대법원의 合憲判決 이후 1946년 FUAT가
개정되고 이들 근로자들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바. 자영업자
聯邦年金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적용대상에 自營業者가 포함되지만 실업보험에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만이 예외로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실업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최고 주급부액 수령에 필요한 분기간 임금이 세금부과기준 임금이 되고, 세율은
1.25%이다.
사. 회사임원(cooporation officers)

FUTA 규정에 의하여 會社任員은 회사의 고용인에 포함되고 따라서 임금은 연방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회사임원의 적용범위나 급부혜택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워싱톤주에서는 비영리기관이나 정부기관 소속 회사임원만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회사임원의
급료는 연방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나 주법에서는 제외된다.

주석 1) 주법이 FUTA에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근로형태를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연방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고 해당근로자는 실업급부 혜택을 못 받는다.

第4章
失業保險의 財政
第1節 失業保險의 課稅關聯 諸基準
聯邦失業稅法(Federal Unemployment Tax Act)은 주실업보험제도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주법하에 운영되는 경우 해당 주의 雇用主가 내는 실업보험세액을 연방실업세로부터 控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주의 실업보험관련 과세기준은 연방실업세법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왔다.
被雇傭者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세는 없다.
연방실업세율은 초기 3%로부터 1961년 1월 1일 3.1%, 1970년 1월 1일 3.2%, 1977년 1월 1일 3.4%,
1983년 1월 1일 3.5%, 1985년 6.2%로 인상되어 왔다. 1992년초 현재 연방세로부터 가능한
최대控除세율은 5.4%이다. 연방과세기준 급여액은 초기에는 총급여액기준이었으나 1940년에는
연 3,000달러로 축소조정되었고 1972년에는 연 4,000달러, 1978년에는 연 6,000달러, 1986년
이후에는 연 7,0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1. 課稅源泉
모든 주에서는 고용주의 分擔金으로 대부분의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칸소주등 3개
주에서는 피고용자로부터도 분담금을 받고 있다. 모든 분담금은 일단 聯邦財務省에 설치되어

있는 각 주의 실업신탁기금에 적립되는데 州計定에 대하여는 이자도 지급되며 기금은 실업급부를
지급하거나 잘못 신탁된 분담금을 환불하는 데 사용된다. 적립금이 부족한 州는 특정조건하에
연방실업계정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용받아 급부를 지급한다. 지정된 일시(지정된 과세연도의
11월 1일)까지 借用金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연방세로부터 공제 가능한 세율이 줄어든다.
연방실업계정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각 주는 지불한다.
가. 고용주 분담금
대부분 州의 雇用主 分擔金의 기준율은 연방세법상 공제한도율인 5.4%이다. 일부 주에서는
고용주의 計定이 負의 값을 갖는 경우 기준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새로운 고용주나 새로운 제도로 편입된 고용주는 고용실적률의 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기준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위스콘신주등 일부 주에서는 1.3%의 추가세율을
부담시킨다. 반수 이상의 주에서는 FUTA가 규정한 과세기준보다 높은 과세기준 급여액을
적용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방기준이 개정되면 그들 주과세기준 급여액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법규정이 있다.
모든 주에서는 분담금의 延滯나 滯納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이자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보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와이오밍주의 경우는 단기간에 많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담금 외에 채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피고용자에게 실업급부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용자 분담금
알래스카주, 뉴저지주, 펜실바니아주에서는 被雇傭者도 分擔金을 부담하는데 과세기준 급여액은
고용주 분담금과 동일하며 고용주가 해당 분담금을 피고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주당국에 납부한다.
세율은 뉴저지주가 최고 1.125%이고 알래스카주가 0.5∼1.0%, 펜실바니아주가 0.1%(총급여액에
대한)이다.
다. 실업신탁기금
失業信託基金의 연방계정은 ① 고용안정행정계정, ② 적립금이 적은 주의 재정보조를 위한
연방실업계정, ③ 延長給付 필요액 중 연방정부부담금 지급을 위한 연장 실업급부계정 등으로
구성된다.
雇傭安定行政計定은 사회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각 주의 실업보험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그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연방실업세율 중 제도운영비 지원을
위한 세율은 1960년까지 0.3%, 1969년까지 0.5%, 1976년까지 0.5%, 1982년까지 0.7%, 그 이후에는
0.8%이다. 각 계정은 최고적립금 한도가 법으로 규정되며 각 계정간의 적립금의 이전도
일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계정의 한도액을 초과한 적립금은 州失業信託計定으로
이전된다.
실업신탁기금의 주계정은 일반적으로 급부지급의 목적으로만 집행된다. 45개 주에서는
특별입법조치에 의하여 주신탁계정을 연방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운영비지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2. 實績基準料率制度
위스콘신주에서 최초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각 고용주는 독립계정을 가지고
해당근로자의 실업급부를 해당고용주의 계정으로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보험기능
중의 하나가 危險分散이라는 논리에서 공동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현재 모든 주에서
共同失業基金(pooled unemployment fund)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4-1>은 실적기준요율제도의
제규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 실적기준요율과 연방실업세법
모든 주에서는 개별고용주의 분담금률이 그들의 失業危險에 관한 실적을 기초로 하여
실적기준요율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실적기준요율제도는 FUTA의 면세규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좌우된다. 초기의 사회보장법은 실적기준요율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의 자격기준으로 최소 3년간의 실업이나 실업위험에 관련된 다른 요소에 대하여 실적을
요구하였다. 1954년 법개정으로 새로운 고용주

<표 4-1> 각 주의 실적기준요율제도의 제규정(1992)

<표 4-1> 의 계속

에 한하여 자격기준이 최소 1년으로 축소되었고 1970년 법개정으로 각 주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세율을 인하(단 1% 이상)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나. 실적기준요율제도의 제유형
고용주가 실적기준요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① 주법의 적용대상기준(20주내

상시고용), ② 實績基準料率制度 公式上의 급부기준, 기준기간 및 급부연도의 형태와 두 기간간의
시차방식, ③ 세율결정을 위한 공식, ④ 세율표가 작성된 시점과 효력발생시점간의 차이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고용주의 분담금세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율결정방식은 현재 ①
적립금비율(reserve-ratio)방식, ② 급부비율(benefit-ratio), ③ 급부임금비율(benefit-wage-ratio)방식,
④ 급여하강(payroll-decline)방식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부 주에서는 여러 개의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 가지 방식은 개별고용주의 실업이나 급부지급비용에 대한 실적을
측정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지만 실적의 측정방법, 기준기간 및 여러 요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의 고려 등에서 차이가 난다.

1) 적립금비율(reserve-ratio)방식
적립금비율방식은 실적기준요율제도 중 가장 오래된 방법이며 1992년초 현재 33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각 고용주의 분담금 납부액에서 급부지급액이 감하여진 액수를
급여액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법효력 발생시점부터 분담금납부액과 급부지급액이
산입되나 아이다호주등 일부 주에서는 산정기준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급여액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는 3년이나 메사추세츠주등 일부 주에서는 1∼5년을 기준기간으로 하고 있다.
適用稅率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적립금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립금비율이 높을수록 적용세율이 낮다. 주실업보험 전체적립금의 재정상태도 적용세율에
영향을 준다.
2) 급부비율(benefit-ratio)방식
급부비율방식은 급부지급액이 실적측정기준이 되는데 분담금 납부액은 고려되지 않으며
급부지급액을 급여액으로 나눈 비율이 분담금 적용세율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이 방식에서도
주 전체실업기금의 규모에 따라 적용세율이 영향을 받는데 펜실바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급부비율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요소도 고려되고 있다. 이 방식은 단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산정기준기간은 3∼4년이다.
3) 급부임금비율(benefit-wage-atio)방식
개별고용주 분담금의 요율산정기준은 給付賃金(benfit wages)을 해당고용주의 과세대상
총임금으로 나눈 값이다. 급부임금은 실직되어 급부가 지급된 근로자수에 해당근로자의 총임금을
곱한 값이다. 이 방식은 급부로 지급될 총금액 만큼의 세금을 과세하고자 하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3년간 지급된 총급부지급액과 급부임금의 퍼센트비율은 州實績要因(state experience
factor)으로 정의되는데 평균적으로 급부수령자는 급부임금액 1달러당 일정액의 급부를 수령하고
급부지출로 줄어든 실업기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금의 급부임금액 1달러당 동일한 액수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재원이 급부임금에 따라 각 고용주에게 나누어 과세되고
개별고용주의 분담금세율은 주실적요인과 개별고용주의 실적요인으로 곱한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4) 급여하강(payroll-decline)방식
급여하강방식은 실업실적률이 급부지급액과는 상관없이 고용주의 총급여지급액이 전년도 혹은
지난 分期와 대비하여 감소하였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준연도대비 총 급여액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고율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 고용주 실적의 이전
연방법은 고용주의 세액공제 자격기준으로 최소 1년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각 주법은
사업체의 소유권이 移轉되는 경우 실업보험에 관련된 실적도 이전되는 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 해당고용주의 실적도 자동적으로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

3. 給付支給額의 雇用主計定 賦課方法
근로자들이 실직하여 실업급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실업급부액을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방법은
고용주의 실적요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주에서는 급부지급액의 고용주계정
부과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적립금비율방식이나 급부비율방식을 사용하는
주에서는 급부수령자의 실업급부액을, 급부임금비율 방식을 사용하는 주에서는 급부임금을
고용주계정에 부과하고 있으나, 급여하강방식을 사용하는 주에서는 급부액을 고용주계정에
부과할 필요가 없다.
실업급부 지급액을 고용주계정에 부과하는 방법은 첫째, 가장 최근의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조지아주등 5개 주에서 이 방법이 사용되며, 임시직이나 단기간의 고용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고용주의 계정에 모든 실업급부지급액이 부과된다. 둘째, 기준기간 동안 모든 고용주에게
부과하되 가장 최근의 고용주로부터 부과하며 고용주 1인에게 부과되는 최고액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기준기간 동안 모든 고용주에게 부과하되 해당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액에 비례하여
고용주간의 부과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현재 가장 많은 주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에서는 특정형태의 실업급부지급액을 해당고용주계정에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고
있는데 단기간의 고용에 기초한 실업급부지급,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업급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 分擔金料率 割引惠澤關聯 諸事項
失業保險이 도입된 초기에는 연방법 규정에 의하여 관련 주법을 제정한 모든 주(위스콘신주는
제외)에서는 3년간 분담금요율의 할인혜택이 고용주에게 부여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2년 현재
반수 이하의 주에서는 할인요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해당고용주의 계정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계정을 요구하지 않는 주에서는 계정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적용요율이 높아진다. 반수 정도의 주에서는 자발적인 분담금 납부로
적용세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율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분담금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 고용주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담금의 최저요율은 급여액의 0∼1.2%이며 대부분의 주의 최저요율은 0.1∼0.4%이다.
최고요율은 5.4∼10%인데 반수 이상의 주에서는 5.4%가 최고요율이다. 위스콘신주 등 일부
주에서는 적용요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 非營利機關과 州․地方政府機關 勤勞者의 失業給付 財源調達方法
1970년과 1976년 연방법의 개정으로 비영리기관과 주․지방정부기관의 근로자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이들 근로자의 실업급부 재원조달방법은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다.
가. 비영리기관
연방법은 주법이 비영리기관의 고용주로 하여금 분담금 납부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은 사후정산기준을 근거로 하여 그들 근로자의 실업급부의 필요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나 다른 고용주와는 달리 최저분담금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계정액 등의 요건을
총족시킬 필요가 없다. 앨라배마주와 노드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사후정산기준을
선택한 고용주에게 每會計年度 마지막 날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노드캐롤라이나주는 동일한
요율을 모든 비영리기관 고용주에게 적용하며 요율산정기준기간은 分期間 혹은 年間이다.
나. 주․지방정부
1976년 연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각 주는 주․지방정부기관 고용주에게도 事後精算基準으로
실업보험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사후정산기준이나 다른
고용주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6개 주에서는 주정부의 고용기간에
기준한 실업급부 재원조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클라호마주를 제외하고는 사후정산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사후정산방법을 채택한 주는 연장급부(EB) 전액을 주정부가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일정요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고용주와는 다른 재원조달방법을 주․지방정부에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주는 급여의 1%를 모든 주․지방정부기관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第2節 實績基準料率制度와 雇傭安定 및 雇用主의 制度運營 參與
미국의 실업보험제도가 다른 나라 제도와 구별되는 점은 고용주의 실업보험제도 실적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분담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적기준요율제도의 기능으로 첫째, 고용안정에 대한
유인제도, 둘째, 실업보험관련 비용의 적절한 배분, 셋째, 고용주의 보다 적극적인 실업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 등을 들 수 있다(Harber-Murray, 1962).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능은
상호연관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本節에서는 실적기준요율제도가 실제로 미국의 고용안정 및
고용주의 제도운영 참여에 기여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實績基準料率制度의 限界
실적기준요율제도는 고용주의 보험료분담률을 비용발생부분과 연관시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실적기준요율제도를 현재의 1달러 급부지급액이 해당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장래의
분담금지급액의 현재가치와 동일시시키는 제도라고 정의할 때 완전하게 실적에 기준하여
분담금을 부과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4-1〕은 실적기준요율제도 중
적립금비율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실제로 불완전하게 실적기준요율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립금비율이 일정수준(R1)을 초과하면 最低稅率(tmin)이 적용되고 적립금비율이
R1 보다 적은 경우 적용세율이 높아진다.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몇 단계로 세율이 높아지는데
적립금 R2가 되는 경우 最高稅率(tmax)이 적용된다. 만약 적용세율이 tmin와 tmax에 있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자의 해고는 고용주의 적용세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고용수준이 안정된 산업의 고용주가 상대적으로 고용수준이 불안정한 산업의 고용주의 분담금을
보조하여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失業給付 分擔金의 기업간 보조문제는 Becker(1972, 1981), Munts Asher(1980), U. 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Inspector General(1985) 등에
〔그림 4-1〕 적립금비율방식의 세율구조

의하여 제기된 바 있다. 1968∼79년 기간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Munts Asher의 경과에
의하면 中建設業(미국 표준산업분류번호 16)의 경우 총급여액의 5% 상당을 실업보험을 통하여
보조받고 있다는 것이다. Becker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체 보험가입자 중
적립금이 소진되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즉, 추가적인 해고조치가 고용주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고용주의 비율이 1969년 14.2%, 1978년 14.3%이며, 이들 최고세율 적용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부액은 전체 급부액의 각각 51.8%, 52.5%로 추정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주에서 특정형태의 실업급부 지급액을 해당고용주의 계정에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여 주거나, 제도운영상의 과실로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 Becker(1972),
Wandner-Crosslin(1980), U. 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Inspector General(1985) 등은
고용주계정에 부과하는 것이 면제되거나 누락된 급부액이 전체 급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한 연구이다. 1971∼78년 기간동안 9개 주의 실업급부 지급액을 대상으로 한
Wandner-Crosslin에 의하면 면제된 급부액과 누락된 급부액이 전체 급부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6%와 27%로 나타났다.

2. 實績基準料率制度의 雇傭安定效果에 대한 實證硏究結果
실적기준요율제도는 고용주의 분담금을 해당고용주의 근로자가 실직함으로써 발생하는
급부액과 연과시켜 과세함으로써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Baily(1977), Brechling(1977), Feldstein(1976) 등은
실적기준요율제도와 고용주의 고용관리행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들의
공통된 연구결과는 불완전한 실적기준요율제도로 인하여 실업이 상당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Feldstein(1978), Halpin(1980), Brechling(1981), Topel(1986, 1990) 등이 실증적으로
실적기준요율제도와 근로자의 이직행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인데 이들 연구는 불완전한
實績基準料率制度로 인하여 실업이 상당부분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eldstein의 연구는
1971년 3월 현재 25∼54세 연령층의 해고된 (layoffed) 남자의 실업률 1.6% 중 불완전한
실적기준요율제도로 인한 부분이 절반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alpin의 연구는 개괄적인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한계최고세율을 높이면 실업률이 상당부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rechling의 연구는 최고세율을 높이면 현수준에서 전체실업률이
7%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편 Vroman(1989)은 이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Vroman은 Topel등의 연구자료 추정상의
문제 등으로 불완전한 세율구조로 인한 실업발생부분을 과대추정하고 있고, 실업보험 분담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요소소득에 대한 조세전가 문제, 그리고 총노동비용 중
실업급부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등의 근거로 실적기준요율제도의 불완전한
세율구조로 인한 실업발생부문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적기준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의 실업보험 분담금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amermesh, 1992), 실적기준요율제도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 고용주 분담금의 조세전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Vroman(1974), Baily(1980), Hagens-Hamber(1980) 등이 있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는
공통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4-2>에서 보듯이 1990년 현재 총급여액 중 실업보험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73%에 불과하다. Vroman(1989)에 의하면 1977년 현재 총급여액 중
실업보험 분담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도 그 비중이 3% 미만이다. Vroman은 실업급부액 <표
4-2> 실업보험 재정관련 주요지표 추이(1938∼90)

<표 4-2>의 계속

<표 4-2>의 계속

<표 4-2>의 계속

중 상당부분(40% 상당)이 면세규정이나 누락 등으로 고용계정에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실적기준요율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다 완전한 실적기준요율제도가 운영된다면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존의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최고세율이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고용주의 고용관리행태는
실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최저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 등도 여러
연구결과의 일반적인 결론이다(Hamermesh, 1992).

3. 實績基準料率制度와 雇用主의 制度運營 參與
실적기준요율제도의 기능 중의 하나가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고용주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실업보험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으나 1960∼70년대에
제도가 정착되면서 실적기준요율제도의 功過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1)
실적기준요율제도와 고용주의 제도운영 참여간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첫째, 실적기준요율제도가
실제로 고용주의 제도운영 참여를 촉진시키느냐의 여부와, 둘째, 참여여부가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구별되어 취급된다.
실적기준요율제도가 고용주의 참여를 촉진하는가의 측면에서 실적기준요율제도를 비판하는
측은 이 제도가 고용주의 참여를 촉진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 근거로서는 대부분의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숫자이므로 임금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고용주가 참여할 수 없고
급부신청자를 신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실적기준요율제도 없이도 급부청구자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고용주의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실적기준요율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측은 고용주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가 미흡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강제성의 의미가 적고 1960년대 기간중 5개년도에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자수가 해고에 의한 실업자수보다 많은 등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이 전체 실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급부청구자격 심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실적기준요율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는 고용주는 이와 같은 정보를
취득할 동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실적기준요율제도를 통한 고용주의 참여가 바람직하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제도를 비판하는
측은 실업보험제도의 목적이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보조인데 이 제도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자격요건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찬성하는 측은 급부신청자에 의하여
제도가 오용될 소지가 있고 고용주 자신도 자신의 고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失業保險制度를 악용할 소지등 불필요한 자격요건 기준의 강화는 노동조합의 기능강화등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Becker(1972)는 1969년 실업보험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3,067명의 대상자 중 1,499명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74%가 실적기준요율제도가
고용주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반면 15%는 부정적인 영향을, 11%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1963-69년까지 매사추세츠주의 사례를 통하여 보면 이 기간동안 497,308건의
비금전적 전체사안 중 50.5%의 사안에 고용주가 참여하였고 10.4%가 고용주의 도움으로 사안을
해결하였다.
고용주가 실업보험 당국의 결정에 불복한 사안은 초기단계에서 4.2%였고, 위원회 심사까지 간
경우는 1.2%에 불과하였다. 또한 고용주가 실업보험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가 전체 신청건수의 1% 미만이다. 고용주의 歸責으로 급부지급이 지연된
경우도 전체의 10% 미만이었다. 즉 매사추세츠주의 사례도 실적기준요율제도가 고용주의
제도운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역기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기준요율제도는 고용주의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고용주로 하여금 실업보험관련 법안의
발전에 참여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기업체내에 실업보험 관련 전문가 집단을
양성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기업체의 로비스트(lobbyist)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효과도 있다.
끝으로 실적기준요율제도하에서도 급부혜택을 확대하거나 신청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 대한 금전적 혜택이 적은 雇用主(실적요율한계율이 적용되는)가 일부 존재하나
일률적으로 분담금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급부지급 소요비용 발생분보다 분담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되어 급부혜택의 확대는 보다 많은 고용주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적기준요율제도의 실업보험구조 아래서는 급부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주석 1) 본절은 Becker(1972)의 제 6, 7, 8, 9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第3節 失業保險의 財政收支 推移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실업보험 재정수지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특히
1980년과 1981∼82년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실업급부 청구액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주정부가
실업급부의 지급을 위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과
1983년말 현재 각각 106억 달러와 134억 달러였다. 실업신탁기금의 주계정 적립금에서 연방정부
대부금을 공제한 주정부계정의 순적립금도 1982년과 1983년말 현재 각각 26억 달러와 58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미국의 실업보험 재정수지가 1970년대 중반 이후 10년간이나 악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초반과 말의 세계적인 유류파동의 결과로 발생된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의 경기불황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은 실업보험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실업급부 신청자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실업급부
지급기간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후반 3% 수준에서 안정적이던 실업보험적용 실업률이 1975년에는 6.1%로 최고수준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하다가 1983년에는 다시 4.7%로 높아졌다. 실업률의 증가로 실업급부가 최초로
지급된 실업자수도 급증하였는데 1970년대 전반에는 연간 600만명 정도였으나 1975년에는
1,116만명으로 2배 정도 상승한 후 약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1983년에는 다시 1,165만명으로 사상
최고수준에 달하였다. 평균 실업급부 지급기간도 1970년에 12.3주에서 1975년에는 15.7주로
급속히 증가한 후 감소추세에 있다가 1980년대 초반 다시 증가하여 1983년에는 17.5주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급부수혜자의 증가와 평균 급부지급기간의 장기화로 실업급부가 지급된
주일수도 1975년에는 1,753억週로 전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후 감소추세에 있다가 198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1,854억週로 최고수준에 달하였다.
실업보험의 재정수지가 악화된 요인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 외에 급부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한 반면 급부지급의 세원확보에는 소홀히 하였다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초기의
3%의 연방실업세율은 1985년까지 3%대에서 유지되었고 과세기준 급여액도 1940년 이후 30년간
연 3,000달러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1972년 연 4,000달러, 1978년 연 6,000달러, 1986년 연
7,0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1인당 失業信託基金의
州計定額(연말주계정총액÷월평균 적용근로자수)은 1970년 228달러, 1975년 180달러, 1980년
160달러, 1983년 107달러로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었다. 1981년까지 연방정부 대부금이
無利子로 지급되었다는 것도 주정부가 적립금 확보에 소홀히 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급부혜택 측면의 재정수지 악화요인으로는 첫째, 1970년대 이후 몇 차례의 입법조치로 실업급부
지급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第2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 社會保障法을
개정하여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延長給付가
13주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한시적인 급부기간
연장조치가 이루어졌다. 1972년에는 정규급부와 연장급부를 소진한 근로자에게는 최고 13주까지
추가급부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급부지급 가능기간이 한시적으로 52주까지 연장되었다.
197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심각한 불황의 여파로 聯邦補助補償(Federal Supplemental
Benefits)이 26주까지 추가지급되어 한시적으로 65주까지 급부지급이 가능한 임시입법조치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1982년 聯邦補助失業給付(Federal Supplemental Unemployment
Compensation) 혜택이 기존의 실업급부를 소진한 근로자에게 주어졌고 1983년에는 한시적으로
최고급부지급기간이 65주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급부기간의 연장조치로 인하여 급부지급액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1970∼79년까지 총정규급부 지급액은 694억 달러인데 연장급부나 연장보조급부로 연방․주정부
공동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정규급부 지급액의 23.6%인 164억 달러였다. 급부지급액이
최고수준이었던 1975년의 경우 52억 달러의 延長給付나 追加給付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1970∼73년까지 지급된 정규급부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1980∼83년 기간동안에도 총
803억 달러의 주정부 급부지급액 중 정규실업급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이다. 1970년대에
비하여 정규급부 비중이 높아진 것은 레이건 행정부의 보수적 정책기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週當給付額(weekly benefit amount : WBA)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주당급부액은
1970년 50.31달러에서 1979년 89.68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급부지급 산정방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급부지급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수준이 인상된 데는 그 원인이 있다.
1980년대에는 주당급부액의 주총급여액에 대한 비율은 0.35%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第2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1970년대에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월평균 적용근로자수는 1970년 5,200만명에서 1979년 7,100만명으로 36.5%
증가하였다.
1970∼79년 기간동안 주실업보험 재정수지를 결산하여 보면 총급부지급액은 858억 달러(주정부
742억 달러, 연방정부 11.6억 달러)인 반면 총수입은 729억 달러(주정부 691억 달러, 연방정부 38억

달러)로 129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더욱 악화된 주실업보험 재정수지로
말미암아 각 주는 보험의 財政健全度를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82년
4월부터 연방정부대부금에 이자가 부과됨으로써 더욱 촉진된 주정부의 실업보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특히 분담금 세율을 인상시키는 조치로 나타났다.
<표 4-3>은 1970, 1980, 1982, 1984, 1985년의 각 주 최고 및 최저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세율은
평균적으로 1970∼85년 기간동안 인상되는 추세에 있다. 1985년도에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최저세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평균 최고세율도 같은 기간 동안 3.42%에서 6.96%로
인상되어 그 인상폭이 최저세율의 2배 정도이다. 1980년대 전반에 반수 이상의 주에서는
재정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1985년 연방급여세율이 6.2%로
인상되었는데 이미 상당수의 주에서 유사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Vroman, 1989)
세율의 범위도 증가하여 1970∼85년간 3% 포인트 상승하였다.
세율인상폭은 주실업보험 계정이 적자인 주에서 특히 컸다. 1983년말 현재 적자규모가 큰 10개
주를 보면 평균 최저세율이 0.69%에서 1.16%로, 평균 최고세율이 5.57%에서 8.02%로, 평균세율
범위가 4.89%에서 6.86%로 인상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기의 회복으로 재정수지의 건전도도 회복되어 1990년말 현재
실업신탁기금의 주계정 잔액도 384억 달러이며 연방정부 대부금도 4.2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이후 미국 경기의 침체로 실업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표 4-3> 주실업보험세율 추이 (1970, 1980, 1982, 1984, 1985)

第5章
失業保險의 給付
第1節 失業給付請求權의 諸基準
聯邦社會保障法은 피용자의 급부수급에 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주는
급부청구자격, 급부수준, 급부지급기간 등 실업급부청구권에 대한 다양하고 독립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표 5-1>은 1992년 1월 현재 각주의 실업급부와 관련된 제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1. 基準期間과 給付年度
피고용자의 급부청구권은 基準期間(base period)이라고 통칭되는 실직전 일정기간 동안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부문에서 고용된 前歷에 기준하여 결정된다. 급부청구권은 給付年度(benefit
year)라고 통칭되는 기간동안에는 변동되지 않는다. 待機期間(waiting period)도 급부연도에
관련하여 계산된다.
가. 급부연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간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급부연도는 1년간 혹은 5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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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대부분의주에서 개별적으로 급부연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급부신청자의
급부연도는 해당자의 실직 및 급부를 청구한 날과 연관되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햄프셔주에서는 모든 가능급부청구자가 동일한 급부연도를 적용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부근로자는 연속적으로 2개 연도의 급부연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임금소득기준을 충족시키면 급부청구를 한 주로부터 급여연도가 시작된다. 일부 주에는
급여연도가 시작되는 조건으로서 일정임금소득 수준이나 취업기간 이외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급부청구자격 상실이나 급부지급 정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급부가
지급된다.
나. 기준기간
뉴햄프셔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개별적 기준기간이 적용되는데 4분기 혹은 52주가
기준기간의 측정단위이며 일부 주에서는 특정조건 아래서 기준기간이 연장된다. 기준기간은
청구자격의 기준이 되는 급여나 고용기간, 주당급부수준, 급부지급기간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기준기간의 종료와 급여연도의 개시간에 시차가 있으며 뉴욕주는 1주인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4∼7개월인 등 州別로 時差期間이 다르다. 일개 급여연도의 종료전에 급부혜택을
소진한 경우 새로운 기준기간에 기준한 급부를 지급받기 위하여 새로운 급부기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모든 주에서 첫번째 급여연도 개시 이후 일정기간 취업되지 않은 경우 두번째 급여연도의
급부청구자격이 상실된다.

2. 最小賃金所得水準 및 就業期間
실업급부의 청구권자는 노동시장에 所屬(labor force attachment)되어 있어야 하며 그 증거로서
최근의 취업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업자 중 노동시장 신규입직자나 재입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각 주는 청구권자의 노동시장 소속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임금소득이나 기준기간내의 일정기간 동안 직장경력이 있거나, 또는 일정액
이상의 임금소득과 기준기간내의 일정기간 동안의 직장경력이 있을 것을 사용하고 있다.
연방노동성은 14∼20주의 취업경력이나 이와 동등한 임금소득 실적을 노동시장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National Commission on Unemployment Compensation, 1980).

가. 주당급부나 최고분기임금의 배수
급부청구자격의 최소임금소득 수준은 最高分期賃金(임금소득이 가장 높은 주의 임금)이나
適當給付額의 일정배수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주당급부액의 일정배수를 규정하는 주는
최고분기임금에 기준한 주당급여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배수는 26∼40(보통 30)이다.
일부 주는 기준배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준급부수준 보다 적은 급부액을 지급하는 별도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적어도 두 분기간 임금소득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등에서는 최고분기임금의

배의 임금을 최소임금소득 수준으로 규정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저임근로자나 파트타임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최고분기임금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 일정액 이상의 임금수준
주당급부수준을 산정하는데 年間賃金方式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와 최고분기임금방식을
사용하는 일부 주가 일정액 이상의 임금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들 모든 주에서
기준기간내에 일정수준 임금소득이 있으면 급부혜택이 주어진다. 최고분기급부방식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에 있어서는 적어도 1분기 이상의 임금소득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다. 일정기간 이상의 취업
거의 1/4에 가까운 주에서 일정임금소득을 稼得하는 일정기간 이상 취업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라. 재청구자격
기준기간과 급부연도와의 시차가 있는 주는 두 번째 급부연도의 급부청구를 위하여 시차기간
동안의 임금소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적으로 두 해에 걸쳐 급부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시차기간 동안보다 최근의 임금소득실적이
요구된다.

3. 待機期間
대기기간 중에는 실직중이라도 급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11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급부가
지급되기 전에 일주일의 대기기간이 경과되어야한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기준을 충족시키면
대기기간 중에도 급부가 지급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분실업급부 지급시에도
대기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에서는 급부지급전에 일주일간의
부분실업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모든 주에서의 대기기간은 급여연도에 포함된다. 3개 주에서는
2개 연도에 걸친 급여연도의 경우 급부지급이 중단되지 않으며 이 경우 대기기간은 기준기간의
마지막 주로 간주된다.
4. 適當給付水準
가. 주당급부수준 산정방식
모든 주에서의 주당급부수준은 최고수준과 최저수준내에서 근로자의 과거 임금소득에 따라
변화한다. 알래스카주등 몇 개 주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추가적인 급부가 지급된다. 給付水準
算定方式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주당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간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준기간 내 취업된 총주수, 최고임금분기의 13주나 1년 전기간이 사용된다.
常時(full-time)직장을 기준으로 급부수준을 산정한다는 원칙에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준기간중
가장 임금소득수준이 높았던 분기의 임금소득에 기준하여 급부수준을 산정한다. 아리조나주등
11개 주에서는 最高分期賃金(higher quater wage)의 1/26에 해당되는 금액이 급부로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분기 13주 동안 취업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常時賃金의 50% 수준의 급부가
지급된다. 임금소득이 가장 높았던 분기에도 일정기간 실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래스카주등 11개 주에서는 1/26보다 낮은 기준이 사용된다. 2개 주에서는 최고임금분기중 평균
주당임금의 일정수준이 급부로 지급되고 있으며 팬실바니아주등에서는 고임금소득자보다
저임금소득자가 상대적으로 급부수준이 높다. 최고적용비율은 1/23∼1/33, 최저비율은

1/11∼1/25이다. 앨라배마주등에서는 임금소득수준이 높은 두 분기의 임금이 주당급부산정에
사용된다.
아칸소주등에서는 연간임금소득의 일정부분이 주당급부로 계산되며 플로리다주 등에서는
기준기간 혹은 기준기간의 일정기간내 평균 주당임금의 일정부분이 주당급부로 지급된다.
한편 주당급부수준은 정상적인 임금의 절반이 적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급부수혜자들이 평상시 임금의 절반 미만의 급부를 지급 받고 있다. 1979년
현재 실업급부수준에 있어서 평상시 임금의 절반 이상인 급부수령자의 비율이 크게는
팬실바니아주의 72.7%로부터 작게는 인디에나주의 34.1%였고, 1980년대는 급부혜택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므로 오히려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추정된다.
나. 최고급부수준 및 최저급부수준
반수 이상의 주에서 주의 평균임금에 기준하여 최고급부수준을 연간 혹은 반년간으로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평균임금은 50% 이상이며 최고급부수준이 주의
임금수준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8개 주를 제외한 주에서 최저급부수준을 법으로
하고 있다.
한편 1960년 사회보장제도 자료에 근거하면 80%의 보험대상자가 실직전 임금의 50% 수준의
급부를 지급받기 위하여 최고급부수준은 주전체 대상근로자 평균임금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失業補償委員會(National Commission on
Unemployment Compensation)의 1979년 분석은 주별로 주전체 평균임금의 67∼76%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기타
뉴욕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실업을 週단위로(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 계산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部分失業給付의 경우 給付支給週가 給與支給週와 일치되도록 조정하며, 完全失業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급료가 지불되지 않는 주로 정의된다. 델라웨어주 등 일부
주에서는 근로자에게 소액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완전실업으로 간주한다. 뉴욕주에서는 실업이
日단위로 계산되고 급부는 有效日에 한하여 지급되는데 주당 280달러 이상 임금소득이 없는 주의
네 번째 날로부터 유효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4일의 유효일이 급부지급시 포함된다.

5. 部分失業에 대한 給付
모든 주에서 部分失業을 일정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도 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로자가 정규직장이나 임시직장에서 稼得된 임금소득이 주당급부수준 보다 적은 경우
부분실업자로 간주한다. 일부 주에서는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부분실업을 정의하고 부분실업
급부수준은 일반적으로 일정소득을 제외한 주당급부액에서 해당 주에 가득한 임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캘리포니아주등 4개 주에서는 週의 일부분 동안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상황이 아닌 때는
급부로부터 일정금액을 감액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당급부액의 1/7이 감액된다.
6. 扶養家族手當
알래스카주를 비롯한 14개 주에서는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은 급부수령자에 의해 그
생계비가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이 보조되거나 또는 같이 거주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보조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미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은 제외시키고
있다.
가. 부양가족의 범위
특정연령(16∼23세) 이하의 자녀는 모든 주에서 포함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기준연령 이상의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등 일부 주에서는 부모 및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도 인정하고 있다.

나. 부양가족수당의 수준
부양가족수당은 일반적으로 일정금액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인디애나주등 3개 주에서는
부양가족수뿐 아니라 임금소득액도 고려되고 있다. 모든 주에서는 지급액수, 부양가족 및
임금소득액수에 기준한 부양가족수당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다.
다. 부분실업과 부양가족수당
부분실업급부를 지급받는 근로자도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부양가족수당과 실업급부지급기간
급부지급기간은 급부지급 최고한도액에 부양가족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메릴랜드주등에서는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최고한도액이 일정하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급부지급기간이 단축된다. 반면에 인디에나주등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급부지급 최고한도액이 인상되므로 급부지급기간의 단축 정도가 짧다. 부분실업급부와
부양가족수당의 관계규정도 급부지급기간에 영향을 준다.

7. 給付支給期間
급부지급기간 산정기준은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의 최고한도가 적용되는 방식과 임금소득실적과
취업실적에 기준하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별된다. 코네티킷주와 같이 공통의 최고한도를
적용하는 주에서는 주당급부수준 산정시 기준배율(20∼26주)을 최장급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주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상당 수준의 임금소득실적을 요구하는데 급부수준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 최고급부기간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주의 급부지급기간은 기준기간
임금에 일정배수를 곱한 후 주당급부액으로 나눈 수인데, 보통 20∼30주의 주당급부 배수를
최장급부기간으로 하며 연간급부한도도 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등 33개 주에서는 기준기간
임금실적의 일정부분보다 기준배율에 기준한 급부지급총액이 큰 경우 급부지급총액을 그
일정부분에서 한정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와 미시간주에서는 공인된 직업훈련을 수행중인 실업자에게 주당급여액의 18배의
追加給與가 지급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주연장급부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훈련기간중에도 급부가 지급된다. 뉴욕주도 공인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추가급부가
지급되며, 콜로라도주등 3개 주에서는 급부기간 산정시 임금소득 실적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8. 延長給付(extended benefits)
연방․주정부 공동부담으로 실업률이 높은 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연장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장급부는 연장급부요건이 충족된 週로부터 시작하여 셋째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연장급부지급 종료요건이 충족된 주로부터 셋째주까지 지급된다. 연장급부지급요건이 충족된
첫주는 그 주를 포함한 과거 13주의 실업보험적용대상 실업률이 ① 과거 2년동안 동기대비
실업률보다 각각 20% 이상 높고 ② 5% 이상인 주로 정의 된다. 하나의 연장급부기간이 종료된 후
13주가 경과하기 전에는 새로운 연장급부가 지급될 수 없다. 연장급부지급 종료요건이 충족된
주는 그 주를 포함한 과거 13주의 실업보험적용대상 실업률이 ①이나②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週로 정의된다.
연장급부는 일정조건 아래서 주법상 주당급부수준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수당을
포함한 총급부액의 1/2, 주당급부액의 13배 중 하나에 기준하여 연장급부가 지급된다. 적절한
職場(suitable work)을 구하지 않거나, 알선된 적절한 직장을 거부하였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급부의 지급이 중단된다. 연장급부의 지급이 일단 중단되면 최소
4주간 취업이 되고 임금소득실적이 주당연장급부액의 4배 이상이 되기 전에는
연장급부지급중단이 지속된다.
적절한 직장이란 해당근로자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직장(any work within such
individual's capabilities)으로 정의되나 개별근로자가 짧은 기간내에 그의 일상적 직종과 관련된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행정당국에서 제시하면 주법에 기준하여 그 직장의 적정여부가

결정된다. 제시된 직장의 총급여가 完全失業給付와 追加失業給付(Supplemental Unemplement
Benefits : SUB)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알선된 직장을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연장급부는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연장급부 수령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직에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주당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연장급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20주 이상 고용된 실적도 필요하다. 그러나 연장급부지급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對外貿易調整手當(TRA)을 받던 연장급부 신청자는 대외조정 수당을 받는 週만큼
연장급부(EB)가 지급되지 않는다. 주법이 자격기준으로 待機週間을 규정하지 않거나 단수법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연방정부 분담분이 EB로부터 감액된는데 이 경우
콜로라도주등에서는 감액분만큼 공제한 EB를 州 자체재정을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등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의 독자적인 연장급부프로그램이 있다. 콜로라도주등 15개 주에서는
연방․주정부의 공동연장급부와 동시에 지급되면 총급부지급액이 제한된다.

9. 季節的 雇傭과 給付
대부분의 주에서는 계절적 고용으로부터의 임금실적과 비계절적 고용으로부터의 임금실적간에
급부권에 관한 차별을 두지 않으며 급부권에 관한 여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많은
주에서는 주로 계절적 취업에 소속되어 있던 실직자는 최소임금실적이나 취업실적기준에
미달되므로 급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업가능성 조사시에도 계절적 실업자, 특히
主職場이 非需期에 있는 실업자에게는 특별 고려가 주어진다.
13개 주에서는 계절적 고용으로부터의 임금소득실적에 기준한 급부지급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기준기간중 계절적 고용으로부터의 임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급부지급에 제한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절적이란 용어는 첫째, 업종․고용주․직종, 둘째, 임금소득실적, 그리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계절적 고용과 관련된 급부제한은 네 가지로 구별되는 데 아칸소주등 6개 주에서는 근로자의
계절적 고용으로부터의 임금소득실적은 해당분야의 非需期 급부지급산정시에만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비계절적 고용으로부터 임금소득실적은 급부연도중 常時라고 급부지급산정에 사용될 수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임금소득의 상당부분을 계절적 업종의 盛需期에
벌어들인 근로자에게는 급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네소타주에서는 관광산업
종사자의 임금소득실적은 비수기의 실업급부 지급시에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계절적 업종에서
15주 이상 고용되어 있거나 주당급부액의 30배 이상의 임금소득을 가득할 것을
실업급부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급부권을 기준기간중 총임금실적에
기준하지만 비수기중에만 계절적 고용의 임금소득실적에 근거한 급부가 지급된다.

10. 給付權關聯 州間 協助體制
실업자가 求職을 위하여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은 근로자들의
급부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 州간에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가. 주간급부지급제도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급부가 지급되는 제도인데 거주하는 주의 주정부가 대리인
자격으로 해당 주에 급부를 청구한다.
나. 임금합산제도

1970년 사회보장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2개 州 이상에서 가득한 임금소득을 합산하여 1개 州에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주에서 가득한 임금소득이 해당 어느 주의 급부청구권
기준에 미달하여도 합산한 임금소득이 1개 주의 청구권 기준에만 충족되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된 다른 주는 급부를 지급하는 주로 해당청구권자의 임금실적이나 고용실적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경우 각 주는 연방노동성에 자문을 구하며 州間에
해석상의 이견이 생긴 경우 연방노동성의 주도로 해결된다. 연방노동성, 주정부 관련기관 등은
제도운영규정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으며 연방노동성은 각 주의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11. 短期補償(作業分擔)프로그램
公法「97-248B」는 短期補償(short-term compensation)과 作業分擔(work-sharing)에 참여를 원하는
주를 위한 모델프로그램을 연방노동성으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주의 참여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아리조나주등 14개 주에서는 1992년 1월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작업분담계획은 해당사업장의 勞使가 모두 합의하여야 하며 州雇傭安定機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에 참여한 사업장에서는 受註量의 감소로 작업시간단축이 필요한 경우 해고없이
전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임금 소득의 손실은 실업금부로
補塡하여 준다. 급부산정방식은 부분실업의 급부산정방식과 다르며 급부지급기간도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작업분담계획에 참여한 사업주의 계정에 소요경비가 부과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경우 프로그램참여 고용주의 실업보험분담금 세율은
비참여 고용주의 최고세율보다 높다.

12. 醫療保險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실직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보험제도가
있는데 의료보험 酬價는 실업급부로부터 공제된다.

13. 免職된 勤勞者(displaced worker)
아리조나주등 9개 주에서는 前職場으로 복귀할 수 없는 면직된 근로자를 위하여 특별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현직훈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주정부의 실업기금에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14. 給付請求 資格要件 및 資格喪失의 諸規定
모든 주에서는 급부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청구권자가 근로할 능력이 있고 취업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는 이직, 과실에 의한 해고 및 적절한 취업제의를 거절하는 것 등과 같은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도 안 된다. 자격요건 및 자격상실에 관한 제규정은 경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만 급부혜택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최소급여수준 및 고용기간의 요건충족이 전제된다.
모든 주에서는 자격요건 미달이나 자격상실 등으로 급부지급이 중단된는 경우 급부청구권자에게
중지결정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가. 근로능력
아리조나주등 32개 주에서는 급부청구권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근로능력을 보유하여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각 주간의 관련규정은 큰 차이가 없다. 청구권자는 動勞能力의
보유증거로서 급부를 청구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에 求職申請을 할 것을 모든 주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주리주에서는 4주마다 한 번씩 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공공직업사무소에 보고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알래스카주등 11개 주에서는 급부를 청구하고 구직등록한 청구권자가 病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적절한 취업제의가 없었다면 급부지급이 계속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일부 주에서는
급부의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나. 취업할 상태
청구권자가 취업할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일할 능력이 있는지로써 판단되는데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로 인정된다. 청구권자가 구직하고자 하는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과다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이나 雇用主에 의한 적절한 취업제의를 거부하는 경우 취업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청구권자가 취업할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기준은 州마다 매우 다양하다.
알래스카주등 12개 주에서는 청구권자가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상태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앨라배마주등 9개 주에서는 청구권자에 대한 적절한 취업제의 기준으로 그의 직종, 과거의
훈련이나 경험을 이용한다. 일부 주에서는 재판과정에서의 배심원으로서의 출석과 가족의 장례식
등과 관련한 취업제의의 거부는 유예시켜 주고 있다.
휴가와 관련된 규정도 각 주마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청구권자가 본인의
독자적인 행동과는 무관하게 무급휴가중인 경우 취급할 상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청구권자의 거주지가 판단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오하이오주에서는 청구권자는 그의
기준기간 임금소득을 가득한 지역이나 전직장과 유사한 적절한 취업기회가 있는 지역에서 취업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미시간주등에서는 常時雇(full-time)에 기준하여 청구권자가 취업할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는 것 외에도 청구권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을 40개
주에서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네시주에서는 청구권자가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납득할
만한 노력(reasonable effort)을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으로 납득할 만한
노력 을 규정하고 있다.
라. 훈련과 급부
연방실업세법에 따라 주는 주당국의 공인된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청구권자에게는 급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없고, 1974년 貿易法으로 공인된 훈련과정을 履修하기 위하여 적절하지 못한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 무역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없으며, 훈련중인 청구권자는 급부자격의 요건이나
상실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일부 주에서는 급부지급이 거부될 수 없는 훈련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포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된 훈련을 직업훈련이나 기초교육훈련에 한정함으로써
정규학교의 학생을 제외시키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등 일부주에서는 훈련생에게 정규급부외에
추가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권자의 훈련과정이수를 강제하기도 한다.
마. 급부청구자격상실
給付請求權의 資格喪失이 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자발적 이직, 자기과실에 의한 해고, 적절한
취업의 거부 및 노사분규로 인한 실업이다. 자격상실로 인한 불이익처분은 각 州마다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① 통상적인 대기기간 외에 일정기간 동안 급부지급의 연기, ② 급부권의
취소, ③ 급부지급액의 감액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언급한 근로능력상실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는 상황변화에 자동적으로 연동되지만 자격상실로 인한 조치는 법에 규정된, 혹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이 정한 일정기간이나 실업기간 동안은 급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자격상실로 인한 급부지급의 연기는 자격상실이 발생한 주로부터 몇 주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기간 동안 급부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그 기간이 주별로 그리고 자격상실의
원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발생한 州 외에 알래스카주의 최단 5주부터 네브라스카주의 최장
7∼10주까지이다. 한편 상당수의 주에서 업무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 임금소득실적을
취소함으로써, 혹은 자격회복요건으로 상당액수의 임금실적을 요구함으로써 청구권자의

자격상실이 실업기간 혹은 그보다 더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1970년 연방법의 개정으로 각 주가 업무과실, 청구와 관련된 不正 및 重複給付受領(receipt of
disqualifying income)외에 다른 이유로 급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과실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가장 정도가 심하다고 하겠다.
급부지급의 연기와 급부권의 취소 중 어느 것이 보다 큰 불이익인가 하는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노동시장 여건이 좋다면 실업기간 동안의 급부지급연기는 그다지 큰 불이익조치가 될 수
없다. 실업기간 동안 급부가 지급되지 않고 모든 임금소득실적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청구자는
실업보험제도의 혜택을 상당기간 받을 수 없다. 콜로라도주나 미시간주는 임금소득실적의 취소로
나머지 급부연도 동안 급부지급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급부연도가 개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장 최근의 고용주로부터 이직한 동기를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미시간주등 몇몇 주는 일정기간 동안의 모든 고용주와의 이직동기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개별고용주와의 임금소득 실적만을 인정한다.
모든 주에서 청구권자가 정당한 理由(대부분의 주는 good cause, 일부 또는 sufficient cause, cause,
cause of a necessitous and compelling nature 등으로 표현함)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급부자격이 상실된다. 많은 주에서는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직을 ① 업무와 연관된, ② 고용주로
인한, ③ 고용주 귀책으로 인한 이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실업보험의 비용조달이 고용주의
고용실적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와 연관된 정당한 이유에 제한하지 않고 개인적
이유까지 정당한 이유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중에서는 所要費用을 해당고용주의
계정으로부터 조절하지 않는다. 통근수단의 미비(아리조나주), 배우자로 인한 주거지
이전(캘리포니아등), 열악한 작업환경(캔사스주)에 의한 조업단축이나 인원정리로 인한 자발적
이직(켄터키주), 통근거리(켄터키주),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오레곤주), 임신(미주리주), 상시고
취업을 위한 비상근직장의 퇴직(루이지애나주등), 부적절한 직장의 이직(뉴햄프셔주등) 등과
관련하여 일정조건과 함께 청구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청구권자나 배우자 혹은 가족의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급부청구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급부청구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動勞할 능력이 있고 또한 일할
상태가 되어야만 급부가 지급된다.
2)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 불이익조치가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부정직하거나 범법적
행위 등 죄질이 나쁜 과실로 인하 해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그 정도에 따라 크다.
일부 주에서는 過失(misonduct)을 意圖的 過失(willful midsconduct:코네티킷주, 펜실바니아주),
고용주의 이익을 배제한 故意的 過失(deliberate misconduct in willful disregard of the employing unit's
interest: 메사추세츠주, 사우드다코다주), 명령․규칙․지시의 불복종이나 작업과 연관된
불이행(조지아주), 고용조건으로 납득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의무의 불이행(캔사스주) 등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켄터키주는 합법적인 노조활동과 연관된 해고는 과실로 인한
해고로 간주하지 않은 반면 코네티컷주는 불법쟁의와 관련된 해고를 과실로 인한 해고에
포함한다. 과실로 인한 해고의 해석은 각 주의 급부지급 결정에 관한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장 최근의 고용주와의 관계만 조사하나
오하이오주등 일부 주는 기준연도의 모든 고용주와의 관계도 조사대상이 된다. 앨라배마주등 9개
주에서는 과실로 인한 停職의 경우도 급부자격이 상실된다.
주에 따라서는 重大過失(gross misconduct)로 인한 해고의 경우 불이익조치의 정도가 크며,
자격상실기간이 적어도 실업기간 전체이다. 일부 주에서는 1년이 되기도 하며 이와 함께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금소득실적의 진부 혹은 일부분이 취소된다. 중대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부정이나 범법행위 혹은 부정직한 행위를 의미한다.
3) 적절한 취업제의 거부로 인한 자격상실

적절한 취업제의 거부로 인한 급부청구자격 상실은 모든 주법에 규정되어 있다. 불이익조치의
정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결정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큰 차이가 없으며 자격상실 없이도
취업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제조건에 관한 법률상 문구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근로기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세법은 주법이 파업의 결과로 생긴 고용기회, 유사한 근로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쁜 근로조건,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비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제의를 거절하는
경우는 급부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절한 취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 청구권자의 건강과 안전 및 도덕성에 대한 위험의
정도, ② 신체적 적합성과 이수한 훈련의 내용 및 경험 그리고 임금, ③ 실업기간 및 지역시장에서
현직종과 유사한 취업기회의 전망, ④ 주거지로부터의 거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주별로
①∼④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주에서는 전고용주로부터
就業提議(recall)가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취업이 제의되면 그 취업제의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측면과 보유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이 적절한
취업여부 판단시에 동시에 고려되므로 실직된 이상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이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청구권자의 실업기간이 長期化됨에 따라 적절한 취업의 정의를 재차 규정함으로써
제시된 취업의 임금수준이 변화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에서는 근로자의 실업기간과
가능임금수준이 고려되는 것 외에 1년간의 25주 동안 급부를 지급받는 후에는 최저임금과
해당근로자의 주당급부액보다 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을 적절한 취업제의로 본다.
아이다호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조지아주, 아이오아주, 메인주 등도 유사한 관련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4) 노사분규
勞使紛糾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과실여부가 주요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적용예외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격상실의 경우 급부의 지급이 연기될 뿐이지
급부지급액이 감액되거나 급부청구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자격상실기간도 따로 정한 기간이 없이
다만 작업중단분규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몇개 주를 제외하고는 노사분규가 법률상 정의되지 않으며 노동분규, 파업, 파업과
로크아웃(lockout), 파업이나 정당한 노사분규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주에 따라서는
록크아웃(25주)이나 고용주가 근로계약상의 합의조건을 지키지 않거나(7주), 노동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7주) 발생하는 즉, 雇用主 歸責事由로 인한 노사분규는 제외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규가 해당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자격상실이 되지 않는다.
오레곤주등 州에 따라서는 타사업장의 분규로 말미암아 해당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자격상실이 되며, 미시간주에서는 동일한 소유주가 미국 영토내에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도 자격이 상실된다. 일부 주에서는 노사분규나 작업중단이 그들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자격상실을 종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인주등에서는 노사분규로 인한
작업중단 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임금소득이 있으며 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뉴욕주에서는 자격상실기간이 한정적이므로 장기간 분규의 경우 급부가 지급될 수 있다.
앨라베마주등 9개 주에서는 분규가 참여하지 않거나 분규로 인한 혜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는 해당근로자나 같은 계층의 다른
근로자들이 분규에 참여하지 않거나(45주), 재정적으로 분규를 보조하지 않거나(30주),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거나(44주) 하면 분규로 인한 자격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특정집단의 자격상실
모든 주에서는 학교에 재학중이므로 취업할 상태가 아닌 학생이 결혼으로 인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급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이유로 고용주나 업무와
연관된 이직으로 한정하는 주에서는 학생이나 가족적 의무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이직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資格喪失이 된다.
연방법으로 모든 주에서는 연속적 두 학기간의 중간기간에는 교육기관의 강사직․연구직 그리고

주요행정직에게 급부의 지급을 금하고 있다. 또한 선택적으로 일정조건 아래서 교육기관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연방법에 의하여 첫 번째 시즌(season)의
대부분을 시합으로 보냈고 다음 시즌에도 고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프로운동선수에게도 시즌
사이에는 급부가 지급될 수 없다.
연방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入國하여 임금소득실적을 가득하거나, 임금소득실적이 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미국내에 거주하거나, 移民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 급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사. 부정적 방법에 의한 급부수급으로 인한 자격상실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부를 지급받거나 혹은 급부액을 높이는 경우 모든 주에서는 해당근로자의
급부청구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잘못 지급된 급부액은 환불되거나 장래의
급부지급액으로부터 감액되며 고의적인 부정의 경우 罰金刑(25달러∼1,000달러)과 懲役刑(최고
30일∼1년)이 부과된다.
아. 중복급부의 금지
모든 주에서는 해당주의 급부청구권자가 연방정부나 다른 주의 실업보험 급부를 지급받거나
신청하는 기간동안은 해당청구권자는 급부수급자격이 상실된다.
54개 주 중 44개 주에서는 청구권자가 解雇手當(wages in lieau of notice), 障碍手當(worker's
compensation payments), 退職金(retirement payments), 補助的 失業給付(supplemental unemployment
payments) 등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실업급부액과 해당수당의 차이만큼만
급부가 지급된다.

1) 해고수당
32개 주에서는 解雇手當을 지급받는 청구권자는 급부자격이 상실되고 12개 주에서는 해고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은 완전히 실업급부가 지급되지 않으며 20개 주에서는 그 차액만큼만 지급된다.
1951년 聯邦失業稅法의 개정으로 해고수당도 실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금이므로 해고수당을
받는 동안은 실업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에서는 아직도
해고수당이 실업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수당은 전직장의 근로대가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받는 기간동안 실업상태에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온 州도 있다.
2) 장애수당
반수 가까운 주에서는 障碍手當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급부청구자격이 상실되거나 그
차액만큼의 급부만 지급된다. 그러나 몇개 주에서는 일시적으로 부분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만
정규실업급부액의 일정부분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장애등급에 따라 즉, 장애수당의 종류에 따라
실업급부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퇴직수당
연방법에 의하여 모든 주에서는 정부차원 年金의 週當手當, 退職手當이나 전직장의 취업에
기준한 유사한 성격의 長期的 手當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당액만큼 실업급부를 감액한다. 이
규정은 기준기간 동안의 고용주나 실업급부 산정시 포함되는 고용주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각
주는 사회보장연금과 철도근로자퇴직급부를 제외하면 기준기간 동안의 고용이 연금의
자격요건이나 지급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연금수당을 감액대상에서 제외시킬수 있다.
4) 보조적 실업급부
보조적 실업급부란 정부차원의 실업급부와는 별개로 개별사업장의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되는
실업급부인데 다음과 같은 두 종류로 대별된다. ① 근로자는 기득권이 없고 회사에 의해 해고된
경우 지급되는 형태, ② 근로자가 기득권이 있고 질병이나 완전이직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경우
지급되는 형태 등이다.

退職金의 일정부분이 근로자의 分擔金으로 적립된 경우 그 금액만큰 실업급부로부터 감액되는
금액이 적어진다. 4개 주를 제외하고는 보조적 실업급부를 지급받을지라도 청구권자의
실업급부청구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경우
정규급부가 2∼3주 지급된 후 정규주당급부액이 3∼4배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보조급부가
지급된다. 아니면 주실업급부가 소진되거나 전직장으로 복귀한 후 一時金으로 지급되거나 혹은
별도의 지급절차가 마련되거나 한다.
법에 규정된 重複給與支給禁止와 관련된 여타 급부의 형태가 소수에 불과한 많은 주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는 類似給付로 청구권자의 실업급부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주에서는
유사급부를 받는 청구권자를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취업할 상태가 아니라는 즉, 급부청구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애수당(대부분의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상실한 것으로 보며, 주에 따라서는 휴가급여․휴일급여 및 소급급여(back pay) 등도
重複給付의 법위에 포함되고 해당 청구권자의 실업급부권이 제한된다.

15. 失業給付의 課稅
1941년 聯邦國稅廳(Internal Revenue Service)의 판정으로 실업급부는 聯邦稅와 州稅의
과세대상에서 재외되어 왔다. 그러나 1979년 연방법의 개정으로 실업급부도 일정부분
연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1가구 1소득원의 경우 연간 가구소득이 20,000달러 이상,
1가구 2소득원의 경우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부의 절반이 과세대상이 되었다.
이전적 소득성격에 대한 첫 번째 과세라는 이 조치는 1930년대 실업보험 도입 이후 1가구 2소득원
가구의 비중, 정부의 소득유지적 이전지출의 총가구주 소득에 대한 비중(1933년 4.5%에서 1979년
13.1%), 소득세율(1933년 3%에서 1979년 15.6%)이 크게 증가한 미국 경제사회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실업급부에 대한 과세근거로서 첫째, 우선 1가구 2소득원 가구의 증가로
고소득가구에 속한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해당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임금보존율이 80%가
넘는 결과 실업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Vroman, 1980). 둘째, 실업급부를 받는 가구의
평균소득과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소득분배상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Ehrenberg, Hutchens-Smith, 1978). 셋째, 1970년대 후반실업보험의 심각해진 재정적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1982년부터 세액공제한도가 낮아져서 1가구 1소득원와 1가구 2소득원의 면세한도가 연간소득
각각 12,000달러, 18,000달러로 낮아졌다. 1986년 연방세법의 개정으로 1987년도부터 실업급부
전액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

第 2 節 失業給付關聯 諸懸案

1. 失業保險과 勤勞者의 勞動供給行態
실업보험제도는 실직자들에게 실업상태를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조적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중인
근로자들의 구직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오히려 실업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실업보험과 노동공급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제학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는
구체적인 미국의 경험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과 미흡하다(Burtless, 1990).
실업급부의 급부혜택자의 실업기간에 관한 연구는 가장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이다. 勞動供給理論에 의하면 실업급부는 所得效果의 代替效果를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수혜자의 실업기간을 연장시켜 준다(Moffitt-Nicholson, 1982). 職場求職理論에 있어서도
실업급부는 실직자의 期待賃金水準(reservation wage)을 높임으로써 실업기간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Mortensen, 1977).1) 이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도 대부분 두 이론이 시사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Hamermesh(1977), Welch(1977), Classen(1977, 1979), Topel-Welch(1979),
Moffitt-Nicholson(1982), Felstein-Poterba(1984), Moffitt(1985), Katz-Meyer(1990a, b) 등은 실직자의

기대임금수준은 실업급부의 지급여부 및그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는 대체적으로 純代替率(상실된 稅後 소득에 대한 실업급부의 비율)을 10%
상승시키면 평균적으로 실업기간은 5∼10% 길어진다는 것이다. Solon(1985)은 실업급부에 대한
과세로서 보험적용자의 실업기간이 상당부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Topel과
Welch(1979)는 실업급부가 실업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는 일시적인 失職(temporary lay-off)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Burdett(1979)은 실직의
초기단계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만 급부지급기간의 종료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는 없다.
Marston(1975), Moffitt(1985), Katz-Meyer(1990a, b) 등은 실업급부 지급기간의 종료시점과
노동공급행태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급부지급기간이 한정적인 경우 취업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Katz-Meyer(1990a) 는 실업급부를 지급받는 실업자의 경우 실업초기의 18주까지는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지만 25주부터 40주 기간동안 (대부분
최장급부지급기간은 26∼39주이다) 은 높아진다는 것을, 즉 재취업하는 확률이 실업급부
지급기간의 종료시점에서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업급부 혜택을 소진한 실업자가
동등한 인적자본의 재취업을 먼저 한 실업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이는 현상도
같은 논리에서 이해된다(Committee on Way and Means, 1991).
실업보험은 급부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한 근로자들의 실업에 대한 유인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Johnson-Layard(1986)는 실업보험이 자발적 이직율 촉진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추정하였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급부청구자격요건이 상실되는 제도적 장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Moffitt-Nicholson(1982), Moffitt(1985), Corson-Nicholson(1989a), Katz-Meyer(1990a)는 실업급부
지급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Moffitt-Nicholson(1982)은 급부기간이 1주 연장되면 실업기간이 1∼1.5주 정도 길어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실업급부지급기간의 연장과 실업기간과의 相關關係의 정도에 대한 추정치는
개별 연구별로 다르다.
실업급부는 실직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다 적절한 직장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실업급부로 인하여 연장된
실업기간의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Ehrenberg-Oaxaca(1976), Burgess-Kingston(1976), Holen(1977) 등은 실업급부가 재취업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Ehrenberg-Oaxaca에 의하면 실업급부 대체율을 10%올리면 재취업한 남자와 여자근로자의 임금이
각각 7%, 1.5%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lassen(1977, 1979), Welch(1977)의
연구는 실업급부로 인한 임금상승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의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실업급부는 어느 정도 특징 성격집단의 재취업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Burtless, 1990)일반적으로 실업급부와 재취업된 근로자 임금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실증분석 결과는 없다(Corson Nicholson, 1989a; Hamermesh, 1992).
실업보험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로 하여금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적 해고에 합의하게 하는
유인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Feldstein(1978)은 복귀를 전제로 한 해고의 반 정도가 실업보험제도에
기인한다고 추정하였다. Topel(1983, 1984, 1985)은 실업보험제도는 자발적 이직이나 영구적
해고와는 별 관계가 없으나 일시적 해고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실업보험의 실업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해석될 수 도 있다. (Atkinson-Micklewright, 1991).
한편 총체적 노동시장 측면에서 실업보험과 실업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실업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실직자의 비중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불황기에도 50%미만이다. 예를 들어
不況期였던 1982년 11월 현재 전체 실업자 중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중은
47.5%였으며, 好況期였던 1985년 11월은 그 비중이 더욱 감소하여 28.1%에 불과하였다.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비적용근로자의 노동공급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적용대상 근로자와 비적용대상 근로자간에 대체관계가 있으므로 실업급부는
적용대상 근로자의 실업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반면 지적용대상 근로자의 실업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비경제 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Nortensen, 1977; Hamermesh, 1979).
Hamermesh(1977, 1979)는 실업보험제도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유일한 연구결과이다. Hamermesh(1979)에 의하면 주당급부액을
20% 인상하면 적용대상자의 실업급부 기간이 연장되어 1.4%의 고용이 감소하나
최소임금소득실적 요건에 미달하는(즉 실업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혹은 가까스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취업여성근로자의 수는 1.1% 증가된다. 따라서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도 실업기간을 고용주로부터의 재취업제의를 대기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부 자체가 근로자의 노동공급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실업보험제도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신규가입자, 재입직자, 일시적인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면직된 해고근로자, 실업급부 지급기간의 종료시점이 충분한
근로자들의 실업기간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절반 이상의 실업자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업보험제도로 인하여 실업자뿐 아니라 경제활동참여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 Clark-Summers(1982)는 1978년 현재 실업보험제도가 철폐될 경우 실업률은 0.65%(혹은 1%)
감소하고 인구대비 고용인구비중은 0.59%(혹은 1%) 감소한다고 추정하였다. Burtless(1990)는
실업급부 지급기간의 연장은 총체적인 노동시장의 노동공급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총체적인 노동시장 측면에서 실업급부와 노동공급에 관한 단정적인 결론을
위하여는 보다 많은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Burtless, 1990).
요약하면, 失業保險은 실업자의 실직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효과는 있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고 자발적 이직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없다. 또한
실업급부액의 수준이 직장경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급부지급기간이 한정적이고, 급부청구자격의
하나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인 경우 보험적용대상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정도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Hamermesh, 1992). 총체적인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실업보험과
실업과의 관계규명은 보다 많은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필요로 한다.

2. 失業給付 請求資格의 遵守와 關聯한 諸問題
失業保險制度는 비자발적으로 실직이 되고 실직전 충분한 취업경력이 있고 적절한 취업기회가
있는 경우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소득보조를 해주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이에 기준하여 급부청구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자격의 제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이 도입되던 당시와 비교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도 변화하여 개념적으로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실업자간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실업보험이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조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모든 실업에는 非自發的 要素(실업상태는
하여튼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와 自發的 要素(열악한 근로조건의 직장은 거의
언제든지 취업가능할 상황이라는 측면에서)가 공존한다고 보면 자발적 실업의 개념이 모호하여
진다(Lucas, 1978).
급부자격용건의 준수여부, 그에 따른 비용손실의 문제는 1970년대말까지만 해도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1950년대 초반 이 문제에 관한 첫 번째의 깊이있는 연구를 한
Becker(1953)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실업자에 대한 급부지급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고 1960년대말의 상황을 진단한 Adams(1971)는 청구자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聯邦勞動省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방노동성은 1970년 후반기 동안 과다지급된 급부액은 총급부지급액의 1.5%
미만이라고 밝혔다(U.S. Department of Labor, 1979).
그러나 자격요건과 관련된 비용손실의 규모는 失業補償委員會(Natonal Commission on
Unemployment Compensation)의 Burgess-Kingston(1981)의 연구결과 상당한 규모라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Burgess-Kingston(1981)은 1979∼80년의 기간 동안 버팔로(Buffalo, N.Y.)등
6개 지역의 급부수혜자 중 13.9%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업급부의 과다지급 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게는 3.8%에서 크게는 24.3%로 추정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보다 적어도 5개

지역에서는 4배 이상, 1개 지역에서는 42배가 큰 규모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격요건 미달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예상외로 큰 과다지급 규모에 자극받은 연방노동성은 1981년 일리노이주등 5개주에 대하여
청구자격요견과 관련된 급부금의 과다지급 규모를 추정하도록 Burgess-Kingston-St,
Louis(1982)에게 의뢰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도 Burgess-Kingston(1980, 1981)과 유사하였으며
총급부지급액에 대한 과다지급률은 5개 주에서 평균 13.1%, 적게는 7.3%, 크게는 24.3%였다. 5개
주의 총과다지급금은 같은 기간 미국 전체 과다지급금으로 알려진 것보다 60% 큰 규모였다.
과다지급의 가장 큰 요인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관련된 청구였다. 1982년 46개 관할구역으로
확대조사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① 대부분의 자격요건이 복잡다양하므로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렵다. ② 실업보험제도의 운영경비가 충분치 못하다. ③ 1970년대 중반 경제불황기에
실업급부청구의 급증으로 업무량은 폭등하나 인원증가등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④ 연방법등
제규제조치로 실업급부는 일정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⑤ 주의 실업급부와 관련된
행정요원들은 청구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개인적 동기유발요인이 없다는 것 등이 실업보험의
청구자격요건이 충실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들이라고 지적된다(Burgess-Kingston, 1990).
失業保險制度의 運營體系는 급부권자로 하여금 청구자격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급부를
신청할 강한 동기유발요인을 제공한다.
첫째, Kingston-Burgess(1980. 1981), Black-Carr(1980), Kingston-Burgess-St. Louis(1982) 등
관련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제도 아래서 청구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업급부를
신청한 경우 적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시애틀 지역을 대상으로 한 Black-Carr의
연구는 실업급부가 지급된 주의 기준으로 볼 때 1/3 가까운 급부수혜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1/5 가까운 급부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할 상태가 아닌 청구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구자격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지급된 것이 적발된 경우에도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적다. Burgess-Kingston-St. Louis에 의하면 조사대상 5개 주 중 3개
주에서 위반사실이 문서로 증명되지 않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사전에 청구권자에게 인지시키지
못한 경우 관련청구권자를 공식적으로 고발할 수 없다. 주에 따라서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위반사항이 고발되지 않는다. 적발시 과다지급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한
연방세법의 규정은 위반시에도 고발조치하지 않는 주요 이유중의 하나이다.
셋째, 고의적인 위법으로 판정된 사건의 대부분이 취업사실을 숨기고 급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된다는 현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하여야 하는
급부청구권자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주에 따라서는 과다지급금의 회수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과다지급금이 회수되는
실적이 50%를 약간 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급부청구와 관련하여 실직자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本節의 논의는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상당부분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失業保險과 所得補助
失業保險의 주기능을 실직자에 대한 단기적인 所得補助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심각해진 실업보험 재정수지의 악화에 따른 급부혜택의 축소,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실업보험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조라는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항에서는 실업보험의 소득보조기능과 관련하여
1980년대 제기되고 있는 제문제점, 실업자 중 급부수혜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 및 그 원인,
실업보험의 소득보조적 기능의 적정성 여부 및 구조적 장기실업자와 실업보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실업보험의 급부혜택과 관련하여 1980년대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실업자 중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가 실업급부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Burt-less, 1983; Burtless Sake,
1984; Corson Nicholson, 1988; Vroman, 1990). <표 5-2>는 1940년대 이후 전체실업자에 대한

급부청구권자의 비율(청구율)과 전체실업률(TUR)에 대한 보험적용대상 근로자기준
실업률(IUR)의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구율의 경우 1980∼86년간 1970년대에 비하여
0.066%포인트, IUR/TUR은 0.169%포인트 감소하는 등 1980년대에 들어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업자수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UR/TUR 하락폭이 청구율의
하락폭에 비하여 큰 것은 1960∼70년대에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이 청구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근로자계층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57∼79년 기간동안의 분기별 자료를 계량분석하여
1980∼83년간 정규실업급부의 축소규모를 추정한 Vroman(1990)에 의하면 1980∼83년까지 4년간
1957∼79년 기간대비 실업급부의 축소규모는 각각 10%, 24%, 31%, 45%이다.
1980년대 실업급부 수혜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측면에서 보면
우선 파트타임근로자, 한 개 이상의 직장을 가진 근로자, 취업경력이 짧은 실업자(주로
신규노동시장 입직자) 및 불법취업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존재등으로 실업급부와 관련된 제반 정보입수가 용이한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진 것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측면에서 청구율의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연방정부의 정책이 실업급부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것도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1980년부터 실업급부가 과세대상이 되었고 그 과세기준
임금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1976년 연방법 개정으로 연금등 다른 사회보장 혜택과
중복적으로 실업급부를 수혜하는 실업자의 경우 그

<표 5-2> 실업자 중 실업급부 수혜자의 비중추이(1948∼86)

액수만큼 감액하는 것을 강제하는 주의 입법을 1980년까지 의무화하였다.
1982년부터 주정부는 연방신탁기금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하게 되었고 주실업보험의
財政健全度를 제고시키는 주에 대하여 稅制上의 혜택이 주어졌다. 각 주정부도 주 차원에서
재정건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고급부지급기간을 단축시키고 청구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급부수준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Corson-Nicholson(1989a)은 1980∼86년
정규실업청구율이 하락을 보였는데 연방정부의 급부관련 입법과 주정부 자체의 정책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25∼30%, 22∼29%로 추정하였다.
한편 1980년대 정규실업급부외의 연장급부의 혜택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Vroman(1990)은
1980∼83년간 지급된 延長給付와 延長補助給付의 규모는 1970년대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정규․비정규 실업급부외에 對外貿易構造調整手當(TAA)등 실업시 지급되는 다른
수당의 규모도 1982∼83년간 10억달러로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전반 경제불황에서 나타난 현상의 하나는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실업급부의 혜택도 축소되었다는 것이다(Vroman, 1990; Danziger-Gottschalle, 1990).
經濟活動人口調査에 의하면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기간이 27주 이상인 근로자수는
1976년 410만명, 1982년 680만명, 1983년 620만명이고 전체실업자 중에서의 그 비중은 1976년
21.1%, 1982년 26.7%, 1983년 27.0%이다. 실업기간이 40∼52주인 실업자 중 실업급부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1980년 0.232, 1982년 0.258로 상당히 낮다. 1983년은 연장급부와 연장보조급부
혜택이 확대되어 장기실업자 중 급부혜택을 받는 근로자수가 증가하였다. 한편 실업자의 빈곤율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중반에 비하여 1980년대 초반이 실업자의 빈곤율이 높고 실업급부로
실업자의 빈곤이 경감되는 정도가 적으며 장기실업자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심하다. 예를 들어
실업기간이 41∼52주인 실업바의 경우 실업급부가 빈곤율을 축소시킨 정도가 1976년 35∼38%로
추정되었으나 1983년에는 23∼25%로 축소되었다(Vroman, 1990).
Corson(1977), Danziger-Gottschalk(1990) 등은 전반적인 所得補助體系내에서 실업보험제도를
분석하였다. Corson은 미국의 실업급부는 후드스탬프(Food Stamp)등 소득보조혜택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소득보조 자격요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실업급부 수혜자들이 배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조적 연장급부(FSC) 수혜자 중
31%만이 후드스탬프의 청구자격이 있었고 그 중 1/3만이 실질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Danziger-Gottschalk(1990)은 거시경제 상황이 유사한 1976년과 1984년을 대상으로 1984년 기준
주당소득액이 204달러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소득계층별로 실업보험의 소득보조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1984년 현재 저소득근로자는 다른 계층근로자보다 실업률이 3배 정도 높고
실직된 경우에는 실업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근로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상당수의 저소득근로자는 다른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반수 정도의 실업급부
수혜자도 다른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저소득근로자의 빈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낮은 소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1980년에 들어서 미국의 실업보험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조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장기실업자의 증가는 단기적인
소득보조 위주의 실업보험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실업보험의
연계성 강화, 직업안정기능 제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Corson-Nicholson, 1989b;
Danzier-Gottschalk, 1990).

<표 5-3> 실업구조와 실업보험(1976∼83)

주석1)급부청구자격요건, 한정한 급부지급기간등 실업보험의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부로 인하여 실업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적인
분석에는 이와 같은 실업보험의 제도적 측면이 배재되어 있다. (Atkinson-Micklewright, 1991). 예를
들어 실업급부수준의 과거의 취업기간과 연관이 크므로 미래의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신시키는 유인동기로 작용될 수 있다.

第6章
失業保險의 行政 및 其他
第1節 失業保險의 行政體系

1. 職業安定體系와 失業保險
1935년 제정된 社會保障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실업급부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나
연방노동성이 인정한 유사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야만 하도록 되었고 社會保障院(Social Security
Board)의 결정으로 美國職業安定局(United States Employment Service)이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도입초기부터 실업보험은 전반적인 직업안정체제내에서 다른 직업안정기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운영되어 왔다.
연방직업안정국은 1933년 와그너-페이어法(Wagner-Peyer Act)에 의하여 전국적인
주직업안정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기능으로 연방노동성내에 설치되었다. 와그너-페이어법에
의해 각 주는 직업안정기관의 필요경비를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방직업안정국과
협력할 주직업안정국을 설치․운영하고 지원경비의 사용내역을 연방직업안정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州職業安定機關의 組織 및 人事管理
주직업안정기관의 조직형태 및 주행정부내의 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독립적인 委員會(Committee or Board) 형태로 운영되는데 인디애나주등 8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보통 3∼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 의하여 勞․使․公益의 대표로
구성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원장은
주지사가 선임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두 번째 형태는 주정부의 최고행정기관의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이며, 아이다호주등 18개 주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노동성이나
유사노동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인데 앨라배마주등 27개 주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
연방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인사관리는 실적위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각주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실적위주 인사관리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체계 측면에서 직업안정기능과 실업보험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분리운영하느냐
통합하느냐의 문제는 실업보험의 도입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연방정부의 경우는
도입초기에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1948년 연방직업안정국이 두 기능을
통합운영되도록 개편하였고, 1969년부터는 다시 별개의 독립기구에서 분리운영되도록
개편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통합운영되고 있다. 1992년초 현재 雇傭職業訓鍊局(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두 조직을 완전통합 혹은
완전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주별로 운영체제가 다양하다.

3. 諮問委員會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는 失業保險諮問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사회보장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담당행정기관을 보조하고 실업보험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州知事나 州議會에 제출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노․사․공익의 대표가
포함된다. 14개 주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고 27개 주에서는 주자문위원회에
지역자문위원회나 특정산업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4. 聯邦失業稅의 徵收 및 會計監査

각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연방세를 징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失業償補委員會(National Commission on Unemployment Compensation)에 의하면 1980년 현재
실업보험 도입이후 부과된 총실업세의 99.6%가 徵收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주의 노동성은 ① 자격심사기준대상이 되는 고용주의
80%를 180일내에 심사완료하여야 하며 ② 분기별 세무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기는 고용주가 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주는 전체고용주의 계정 일부분을
會計監査하고 있다. 연방노동성은 주의 직업안정기관이 전체계정 중 적어도 4%는 회계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失業保險의 運營經費
失業保險의 運營經費는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된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연방실업세의 6.2% 중
고용주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으로 공제되는 부문(5.4% 최고한도)을 제외한 세액은
직업안정기관의 운영경비, 연장실업급부 중 연방정부의 부담분, 주정부에 대한 대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연방노동성은 주실업보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경비추정
방법이나 절차가 불합리하여 운영경비 보조금이 실제의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비,
여행경비, 통신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Kehl, 1990).
第2節 失業給付와 關聯한 異議調整節次
실업급부의 지급을 거부당한 급부청구권자는 행정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한
審査(hearing)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사회보장법은 주정부의 실업보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급부지급을 거부당한 급부청구권자에게 불편부당한 機構(tribunal)에 의한 공정한
심사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에 의해 각 주정부는 실업급부가
지급되어야 할(when due) 시기에 전액 지급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것이
연방노동성에 의하여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異議調整節次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실업보험 운영기관내에서 다루어지고,
두 번째 단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1971년 대법원의 판결(캘리포니아 人的資源開發省 對 자바(Java))에 의하여 연방노동성은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신속한 절차의 기준은 1단계
행정적 이의조정절차의 60%가 30일내에, 80%가 45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노동성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주의 이의신청건수의 1/3을 30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監視(monitor)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각 주는 이의 조정절차의 신속성이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을 연방노동성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운영경비의 보조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한편 1971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모든 이의 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급부의 지급은 계속된다.

1. 行政的 異議調整節次
하와이주, 네바다주 및 버진아일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실업급부의 지급이 거부된
청구권자를 위하여 2단계의 行政的 異議調整節次를 마련하고 있다. 1단계의 행정적
이의조정절차는 31개 주에서 單獨審査官(referee 혹은 examiner), 19개 중에서는 단독심사관과
勞使代表者(일당기준), 4개 주에서 行政法官(Administrative Law Judge)에 의하여 취급된다.
이의신청기간은 급부결정 이후 주별로 5∼30일이며 일부 주에서는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연장된다. 급부결정시점은 결정통지서를 급부청구권자가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통지한 날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2단계의 행정적 이의조정절차는 별도의 위원회, 노사관계위원회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 직업안정기관의 長 등에 의하여 취급되어진다. 약 반수 정도의
주에서 별도의 위원회에 의하여 행정적 이의조정절차가 취급되는데 위원수는 3∼7인이며 일부

주에서는 노․사․공익 대표가 포함된다.
일부 주에서는 노사분규와 관련한 이의조정절차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두 번째 행정적
이의조정절차에서 취급된다.

2. 司法的 異議調整節次
모든 주에는 司法的 異議調整節次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두 번째 행정적 이의조정절차에
의한 결정이 청구권자에게 접수되었을 때나, 우편으로 통보되었을 때 또는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부터 10일∼6개월까지이다. 반수 정도의 주에서는 특정기간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두 번째 행정적 이의조정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뉴저지주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권소멸시점을 결정한다.
第3節 正規失業給付外의 諸失業給付
연방정부는 1992년초 현재 正規失業給付(Unemployment Insurance : UI)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업급부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실업급부 프로그램으로 특정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 형평성의 제기되고 있다.

1. 延長失業給付(Extended Benefits)
1970년 이후 연방법에 의해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급부지급기간이
연장된다. 보험적용대상 실업률이 특정기준을 넘는 경우 각 주는 급부지급기간을 50% 연장하여
정규급부지급 기간까지를 합하여 39주까지 실업급부를 지급한다. 그 경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
해당 주에서는 과거 13주의 보험적용대상 실업률이 ① 과거 2년간 동기대비 실업률보다 각각 20%
이상 높고, ② 5% 이상인 경우는 연장급부의 지급이 의무화된다. 과거 13주의 보험적용대상
실업률이 6% 이상인 경우 과거실적과 관계없이 연장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배심원 의무와 관련된 주정부의 급부청구자격요건
제규정은 연장급부에도 적용된다.
2. 聯邦被雇傭者의 失業補償(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Federal Civilian Employees : UCFE)
연방피고용자의 실업보험은 연방정부 근로자들에게 정규실업급부와 같은 액수의 실업급부를
일반적인 조건 아래서 제공하고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연방피고용자 실업보험을
운영하며 필요경비는 당해 연방기관에 의하여 지불된다.

3. 前職軍人失業補償(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Ex-Service members : UCE)
전직군인 실업보험은 연방피고용자의 실업보험의 부속보험인데 1981년 7월 1일 이후 군무를 떠난
군인에게만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육․해․공군에서 滿期 명예제대한 군인에게만 해당되며 ①
정부의 필요에 의한 조기제대 ② 의학적 요인에 의한 자격상실, 임신, 자녀양육, 근무중 부상이나
불구 ③ 학대 ④ 1년 이상 근무했거나 적응상 문제점의 경우에 만기제대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연방군인으로서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방위군으로서의 근무기간도 자격심사시 인정된다.

4. 災難失業補償(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 DUA)
1974년 災難救助法에 의하여 대통령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하여 실직한 실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어야 하고 그 재난 때문에 실직하고
또한 실업보험등 기타 임금보조급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재난실업보조의 수혜자가 된다. 해당
지역이 중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로부터 26주까지 급부가 지급된다.

5. 對外貿易調整手當(Trade Readjustment Allowance : TRA)
1974년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법의 영향으로 발생된 수입의 증가로 결과된 실업자나
불완전취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외무역조정수당(TRA), 재배치․구직수당, 공인된
훈련기관 동안의 생활수당 및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대외무역조정수당의 자격기준은 해당 고용이 영향을 받는 주를 종료시점으로 과거 52주간 적어도
주당 3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에 26주 이상 취업한 자이다. 이와 함께 청구권자는
적절한 훈련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52주까지 정규실업급부에 의한 실업급부액만큼 공제되어 지급된다. 공인된
훈련을 履修하기 위하여 추가로 26주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1993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6. 緊急失業給付(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 EUC)
긴급실업급부는 正規失業給付를 소진한 실업자에게 주별로 최고 26∼33주 추가로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991년 11월 17일부터 발효된 긴급실업급부는 전액 연방정부에 의하여
재원이 충족되는데 1992년 7월 4일 종료될 예정이다.

7. 臨時傷害補助保險(Temporary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뉴저지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및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존하여 줄 것을
고용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근거로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급부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구가 된 경우 사회보장혜택은 가능하나 최소
10∼12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하고, 작업과 연관된 부상이나 질병은 별도의 조치로
임금손실이 보존되지 때문인 것 등을 들 수 있다. 작업과 관련이 없는 재해자의 임금손실보존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주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실업급부 청구자격의 결격요건에서 업무와 연관이 없는 재해를 면제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8. 鐵道勤勞者失業保險(Railroad Unemployment Insurance : RUI)
正規失業給付와는 별개로 철도근로자들의 실업보험이 운영되며 그들만이 유일하게 별도의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鐵道勤勞者失業保險은 철도산업의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鐵道退職委員會(Railroad Retirement Board)에 의하여 운영된다. 또한 고용주 분담금이 타산업에
비하여 높지만 실적기준요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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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중반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급부청구 자격요견의 하나로 청구권자가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할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요구되었는데 이 자격요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중인 실업자는 실업급부 청구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결과 실업보험과 직업훈련과의 관계는 없어진다. 실제로 1960년대 초반까지도 모든 주에서는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에게는 급부가 지급되지 않았다(Haber-Murray, 1966).
실업보험과 직업훈련이 상호연관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1960년대
미국은 경제의 불균형 발전으로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동화등
기술진보의 결과 실업률이 높아지리라는 일반인의 우려가 컸으며, 인적자본이론의 영향으로
교육이나 훈련도 투자의 일종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등 훈련이나 교육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의 결과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훈련을 촉진시키기
위한 人力開發訓練法(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이 제정되었다. 1966년 비숙련공을
위한 職場部隊法(Job Corps)도 제정되었다.
직업훈련에 대한 일반인이나 사회의 제고된 관심으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도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훈련과정을 이수중인 청구권자에게도 실업급부가 지급되게 된 것이다. 1960년 현재 한
州에서도 직업훈련중인 청구권자에 급부가 지급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1966년 현재 22개
주에서 공인된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급부가 지급되게 되었으며 훈련기간에
따라 기준급부 지급기간의 한도내에서 최장기간의 급부가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1970년에는 聯邦失業稅法이 개정됨으로써 공인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부의 지급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였다.
실업보험제도가 직업훈련제도와 더욱 연관을 가지게 된 것은 1982년 직업훈련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職業訓鍊協助體系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 JTPA)에
의해서이다. 보유기능을 가지고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失業者(dislocated worker)의 훈련에
대하여 주정부는 적절성을 심사할 권한을 박탈당하고 再訓練基金을 설치하여 이들 근로자를
재훈련시키되 그 기금의 50%를 실업세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정부는
재훈련비용의 상당부문을 실업급부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업보험과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법제정 이후 캘리포니아주등 4개 주에서는
재훈련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실업보험,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기능이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급부청구권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보험세원으로부터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는 시범적 프로그램이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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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제도는 실업자가 적절한 직장에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해당근로자의
임금상실분을 補塡하여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일정기간내에 해당 실업자가 적절한
직장에 채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보험과 직업안정체제가 도입된 지 50년이
지났고 전국적인 직업훈련체제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실업보험제도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에 의하여 실업급부가 지급되고 급부청구 자격요건이 심사되므로 실업보험제도는
직업안정기관의 일부분으로 혹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職業安定機能(Employment Service:ES)과
失業保險制度(Unemployment Insurance:UI) 運營機能은 별도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실업보험제도 운영요원은 자신들의 역할을 실업세를 징수하고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데 한정하며,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알선 기능은 직업안정요원의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근년의 연구결과이다(Corson-Hershey-Kerachsy, 1985, 1986; Corson-Kerachsy-Kisker, 1988;
Richardson, 1988).
직업안정기관은 그 운영경비의 2/3이상이 실업보험제도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
수혜자에게 재취업을 효율적으로 알선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로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안정기능간의 정보교환이 제한적이므로 직업안정기능요원은 어느
급부청구권자가 취업알선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실업보험제도 요원은 어느 급부청구권자가
취업알선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연방 및 주직업안정기관은
공공직업안정과 실업급부지급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 한 예로 불법
해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직업안정기관의 여러
가지 역할이 본인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직업안정기능과 다른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과의 협조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위에서 언급된 기존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함께 1980년에 이르러 보유기능으로는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근로자나 실업기간이 장기인 실업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심각해진 실업보험의 재정난등으로 실업보험 청구권자의 재취업 촉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실업보험제도가 개편될 수 있느냐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 조치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직업훈련제도로서 1982년
綜合雇傭訓練法(Comprehensive Employment Trade Act:CETA)으로부터 職業訓練協助體系法(Job
Training Partnership:JTPA)으로 개편되고 1988년 經濟不況 및 勤勞者適應補助法(Economic
Dislocation and Worker Adjustment Act:EDWAA)에 제정되는 등 구조적 실업자의 재취업에 보다

많은 자금과 지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失業保險制度를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에 기여하도록 개편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는 실직근로자와 고용주의 금전적 동기유인을 변화시키는 정책대안이고,
둘째는 실업보험제도와 기존의 직업안정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실업보험제도가
고용안정사업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실업보험의 재취업촉진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주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시험적 조치를 보면
네바다주, 워싱턴주, 뉴저지주에서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거나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실험적으로
시독되었다. 펜실바니아주, 인디애나주, 워싱톤주는 한 곳에서 失業保險 (UI), 職業安定(ES),
職業訓練(JTPA)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一括購買(one-stop-shopping) 개념을
도입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短期補償(Short-Time Compensation)制度가 도입되었다.
연방정부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업보험제도 개편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시범프로젝트로서 1985년 7월부터 1987년 9월까지 뉴저지주에서 시행된
多集中示範프로젝트(Multi-Focus Demonstration)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실업의
초기단계에서 구조적 실업자(displaced worker)를 추출하여 그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었다. ① 취업알선 ② 훈련이나 재취업관련 이주수당(dislocation
allowance)을 수반한 취업알선 ③ 재취업보너스를 수반한 취업알선 등 세 가지 전략이
비교․검토되었는데 실업보험제도, 직업안정기능 및 직업훈련협조체계간의 연계를 통하여
실업급부 청구권자의 자격이 심사되어 급부가 지급되며, 필요한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8,675명의 청구권자에게 이 프로젝트 아래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청구권자당 100달러의 실업급부액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뉴저지주의 시범계획외에도 일리노이주, 워싱톤주, 펜실바니아주에서 특정조건하에서
재취업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재취업보너스시범프로젝트(Rempoyment Bonus
Demonstration)가 시행되었다. 1984∼85년간 시행된 일리노이 프로젝트는 일단의 실험급부
청구권자에게 그들이 급부청구한 후 11주내에 재취업하고 4개월간 취업상태를 지속하면
5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였는데 청구권자당 158달러의 실업급부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Woodbury-Spiegelman, 1987). 펜실바니아 프로젝트의 경우 구직워크숍이나
개별적 취업알선 등 포괄적인 취업알선도 함께 제공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부지급프로그램은 워싱톤주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자영업을 원하는
급부청구권자에게 일시불로 4,000∼5,000달러를 보조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실업급부프로그램은
1987년 綜合豫算調整法에 의하여 오레곤주, 미네소타주, 매사추세츠주에서 시행되었는데
워싱톤주와는 달리 일시불이 아닌 週 혹은 隔週로 보조금이 실업보험신탁기급으로부터 지급된다.
실업급부 청구권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적 프로그램의 기본취지는
관련당사자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기관의 선정이나 재정적 문제 등에 관하여는
견해가 다르다. 구조적 실업자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문제를 해결하가 위하여 관련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은 있으나 실업보험은 본래 기능인 실업급부 제공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이 이들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Hansen-Byers, 1990). 이와 관련된 제조치 및 필요경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문제점도
발생한다. 실험보험제도와 연계 정도에 따라 필요경비가 실업보험제도로부터 나오느냐 혹은
일반예산으로부터 보조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Secretary's Seminar on Unemployment
Insurance, 1989).
주석 1) 1980년을 기준으로 사회보장법을 포함하여 24개의 법안, 19개의 행정명령, 15개의
연방정부기관과의 협약이 연방 및 주행정기관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

第7章
結論: 우리에게 주는 示晙點

1930년대 大恐慌의 여파 속에서 탄생된 美國의 失業保險制度는 도입초기부터 保險型
失業補償體系를 채택하고 있었고 현재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험형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급부청구권자의 노동시장의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실적이나 취업경력이 사용되면 현재 혹은 장래 노동시장의 귀속여부의 증거로서
급부청구권자가 근로를 할 능력이 있고 취업할 상태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되입이 계획되고 있는 우리 나라 雇傭保險制度의 構造나 補償體系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 純粹保險型 失業補償制度의 성격인 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내용이나 발전과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失業保險制度 導入의 諸經濟的 效果이다.
실업보험제도는 실직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조적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직중인 근로자들의 구직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오히려 실업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관한
미국의 여러 실증적 연구결과는 실업보험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효과는 있으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자발적 이직을 유발시킨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단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존재, 상당수의
실업자가 실업급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체적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실업보험의
실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추정된다.
실업급부액의 수준이 직장경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급부지급기간이 한정적이고 급부청구자격의
하나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인 경우 보험적용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정도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연구결과의 공통된 결론이다. 즉 보험형 보상체계가 보다 충실히 이행된다면 실업보험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보상제도가
유럽에 비하여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서구산업국가의 높은 실업률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는
연구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의 실업보험제도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은 하나는 雇用主의 실업보험제도의 실적과
연관되어 고용주의 분담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적기준요율제도는 고용주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보험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적기준요율제도가 고용주의 보험료 분담금을 비용발생부분과 연관시키는 정도가
불완전하므로 고용안정효과가 기대수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실적기준요율제도는
고용주의 제도운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역기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업보험제도 도입으로 실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소득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실직기간동안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그 결과 보다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여유를 가짐으로써
노동시장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대효과가 있다.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1930년대 도입 이후 일반적으로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조기능을
제한적이나마 충실하게 이행하여 왔다고 평가되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실업보험 재정수지의
약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조라는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실업자 중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가 실업급부를 지급받고 있다. 실업급부 청구율의 하락은 산업구조의
변화, 보험제정의 수지악화 등 여러 요인으로 설명되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결여에도 그
원인의 하나가 있다. 그 대안으로 직업훈련과 실업보험제도의 연계성 강화, 직업안정기능 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에 대한 단기간 보상체계 성격으로 운영되어 온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구조적 실업자의
증가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추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제도 자체의 개편방안의 미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는 구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둘째, 失業保險制度와 다른 勞動市場政策과의 連繫問題이다. 미국의 경우 실업보험 도입
초기부터 실업급부를 공인된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급부청구
자격요건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안정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안정체계와의 연계성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지급되어 발생한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도 여러 연구결과의 공통된 결론이다. 즉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도 급부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고용안정기능이 제고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운영요원은 그들의 역할을 失業稅를 징수하고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데
한정하고 있고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알선기능은 직업안정요원의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안정사업의 연계강화방안은 실업보험제도가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을
확인하는 기반을 확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사업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만 추진된다면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직업안정기능 제고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하리라고(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본다. 따라서 일본이나 독일처럼 적극적인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의 경험은 제도도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인력관리의 효율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자가 적절한 직장에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해당근로자의
임금상실분을 보존하여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일정기간내에 해당 실업자가 적절한 직장에
재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1960년대부터 훈련중인 실업자에게도 급부가
지급되도록 개편되었는데 1980년대 구조적 실업자의 증가등으로 실업보험과 직업훈련의
연계성이 더욱 강조되어 실업신탁기금을 직업훈련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범적 프로그램이
일부에서 도입되고 있다. 실업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재훈련의 결과 구조적 실업자의 재취업이
용이하여 진다면 장기적으로 실업보험의 재정적 건전도도 유지하면서 실업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순수보험형 실업보상체계라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본질이
변화하여 실업보험제도와 직업훈련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부분이
주도․추진되어 온 교육․훈련분야에 정부가 개입하는 계기가 실업보험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제도의 형성이나 발전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훈련과 고용보험제도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보상,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사업이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정책기조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失業者保險制度의 財源으로서 다른 勞動市場政策의 財政을 부담하는 문제이다. 현재 미국
일부에서는 미국의 재훈련프로그램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실업보험의
재원으로 훈련프로그램의 경비를 충당한다면 최악의 경우 실업보험 본래의 기능인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부의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견해에서 실업보험과 직업훈련과의 재정부담을
별개로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직업안정체계의 확대나 재취업훈련프로그램의 재원을 반드시
실업보험 분담금으로부터 충당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실업급부제도, 고용안정사업, 직업훈련제도를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 나라의 경우 세 가지 서로 다른 노동시장정책간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비용부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노사관련 당사자,
정부 및 학자들간의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엄보험제도와 직업훈련, 직업안정기능 등 여타 노동시장 안정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를 개편하려는 최근의 논의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노동시장정책이 구조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기는 하나
미국의 실업보험제도가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단기적 실업에 대한 보상이라는 보험형 실업보상체계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보험형 보상체계와 다른 노동시장정책과 보다 밀접히 연계되는 경우 일부
유럽국가에서 보듯이 실업기간의 연장이라는 실업보험제도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전반적인 社會保障體系와 失業保險과의 關係이다. 미국의 실업보험에 관한 연방법은
사회보장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1930년대 초반 대규모의 실업상황에서 실업보험의
도입논의가 본격화되자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반적인 사회보장체계내에서 도입검토를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經濟保障委員會의 조사결과에 기초한
사회보장법은 노년층, 신체장애자, 빈곤층, 모자건강, 실업보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중반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소위 4대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나 각
사회보장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 실시되었던 관계로 각 제도간에 상호연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失業保險의 財政收支 問題이다. 미국은 보험형 실업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업급부는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주의 실업보험 수지는 상당히 악화되었었다. 미국 경제의 불황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위대한 사회건설등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1970년이후 실업보험의 급부혜택은 확대된 반면
실업급부의 재원확보는 소홀히 하였다는 것도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제도도입 결정이나 수혜대상자의 확대 등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좌우되기 쉽다는 것을 잘 시사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전반적인 민주화․자율화
추세 속에서 주요정책의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고려되는 경우가 빈번하여지고 있다. 장차 도입될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민연금과는
달리 고용보험은 제도시행후 수년내에 급부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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