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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1960년대 이후 우리는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으로 국가의 경제력향상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노력과 함께 정부는 국민복지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면,
1964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7년에는 공적의료보험제도를,
1988년에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제도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부조 등의 복지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경제력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나친 복지정책의 추구는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함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선진국의 경험이나 南美의
국가들로부터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뒷받침이란 고용의 안정 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고용정책이 성공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고용보험은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인 동시에 고용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급속한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당면하고
있다. 이는 곧 고용과 실업의 구조 및 성격 역시 급속히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정책의 당면목표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업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과제가
부각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월활히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부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 혹은 기술의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직업안정에 필요한 제반노력을 촉진하게 된다.
고용보험의 도입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주나 피용자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업급부를 수급받기 위한 실업자를 量産하여 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국가의 생산력을 저하시킨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실업급부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급부 수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개인이
실업시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실업자를 공공직업안내소에 등록케 하고 노동시장의 정보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適期에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의 잠재력을 키운다는 고용보험의
명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행한 외국의 고용보험에 대한 비교에 따르면 성공적 고용보험의 도입 및 운용은
직업안정에 관련된 관련제도의 정비와 효율적 관리행정망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및 행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는 본 연구가 행한
외국고용보험제도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전반적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의 김원식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저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우선 고용보험의 선험적
연구자로서 자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 배무기 교수, KDI 연하청 부원장, 고려대 신수식
교수, 홍익대 박래영 교수, 노동부 이만호 과장, 본원의 박훤구 부원장, 유길상, 어수봉 두
연구위원 등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료의 수집에 큰 도움을 주신 건국대 최갑식 교수, Texas
A&M대학 한두봉 박사, 일본 게이오대학 이승용군, 아울러 자료처리와 정리에 최선을 다해 준
이재권 조교, 편집 교정에 애써 준 박찬영 주임연구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이를 담당한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0년 7월
韓國勞動硏究院
院長 孫 昌 熹
第1章
序論
우리나라의 경제가 1960년대 이후 經濟開發計劃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完全雇傭의 達成 혹은 失業의 抑制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고용안정정책과 실업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실업률은 1963년 8.2%에서 1988년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실업률의 抑制政策은 산업사회가 갖는 특성상 많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즉 실업의 억제는 물가의 상승을 낳게 되어 경제의 불안을 초래한다. 이는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지나친 실업의 억제는 항상 부작용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경제정책의 딜레마(dilemma)이다.
失業은 현대의 경제에 있어서 景氣循環과 摩擦的 要因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現代社會에서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는 失業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경제
뿐 아니라 개인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의
실업대책을 위하여 거의 모든 선진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雇傭保險이 고려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職業安定法 제2조 제5항에도 정부의 직업안정사업의 일부로서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그 도입 배경과
현재의 제도를 분석하고, 고용보험의 유형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 합당한 고용보험의 모형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2)
西歐의 거의 모든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산업화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로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풍요한
사회를 달성하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국민의 빈곤 혹은 복지를 고용증대라는 직접적 방법보다 사회보장이라는 간접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하여 오늘날의 社會保障은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서구 사회보장의 내용에는 醫療保險, 年金保險 및 産災保險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인 雇傭保險이 거의 모두 채용되고 있다. 이중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은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소득보장방법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의 社會保障制度 가운데 1988년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달을 보면, 이러한 문제는 國民的 合意에 의하여 곧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외국의 사례는 他山之石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용보험은 191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987년 현재 세계의 40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3) 이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약 150개 국가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은
연금제도의 실시국가 130여 개국, 의료보험 실시국가 100여 개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실시율이다. 이것은 고용보험이 사회보장제도 중 도입 실시하는데 제반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야
하는 제도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숙여건에는 실업이 해당국가에 있어서 보험 가능한
위험인가의 판단과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관리행정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등이 속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시국가는 고도의 산업화 국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이들 국가가 고용보험의 실시여건을 만족할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장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 불완전고용이 만성적 상황이라면 고용보험의 목적상
이들에 대하여 급부지급이 증대되어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업의 성격은 기술적 혹은 마찰적․구조적이어야 한다. 고용의 형태가 지속적 혹은
안정적인 산업사회가 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도입하기가 어려워진다. 고용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와 같은 실업과 고용형태를 갖고 있는가에 관하여 우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고용보험의 추세가 단순히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훈련, 취로사업,
공공사업 등 雇傭對策까지 포함한 고용보험으로 옮아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이라고 본다면 고용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급부의 지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실업급부에 관한
분석에 우선 연구의 목표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의 실업급부제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보다 同 制度가 비교적 정착되어 있고 특징이 있는 13개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비교적 많은 나라의 표본이 되고 있는 제도로서 英國, 美國, 日本, 獨逸 4개국의
제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것은 고용보험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그 중심 내용이
각국이 거의 비슷하며, 제도의 운영면에서 각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제2장은 고용보험제도의 意義 및 歷史的 背景에 관하여 논하였다. 고용보험은 특히 노사간에
많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제도인 만큼 각국마다 제도를 입법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다르다. 그리고
근로자, 사용자 및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제도의 형태도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각국의
현행제도에 대한 변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 합당한 제도의 장점을 그들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제3장은 각국, 특히 12개 선진국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장은 현행의 각국 고용보험을 적용방법 및 범위, 비용부담, 자격요건, 급부의 내용과 기간,
관장기관 등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경제적 의미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하였다. 이들
12개국은 미국, 캐나다의 북미 국가,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서독, 필란드,
덴마크, 네델란드 등 유럽 9개국 그리고 일본이다. 그리고 이들의 제도 형태는 <부표 2-1> 및
<부표 2-2>에 종합되어 있다.4)
제4장은 고용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앞서가고 있다고 믿어지는 영국과 미국, 일본, 독일의
현행고용보험제도를 분석하였다. 12개국중 이들 특정국가를 집중적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는
영국은 고용보험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國民保險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제도(이하 '연방주정부제도'라 함)이며, 일본은 고용보험내의 제도를 그리고 독일은
고용촉진법내의 제도를 각국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장의 구성은 우선
각국의 실업 및 고용현황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의 분석유형에 따라 고용보험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각국 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제5장은 외국고용보험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관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외국의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이긴 하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도입방향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 시야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고용보험의 모델
탐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외국의 고용보험으로부터의 교훈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것이라고 본다. 본장의 제2절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방향을 설정한 후
제3절에서 고용보험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였다. 고용보험의
도입은 지금까지 경제에 미치는 負의 效果(근로에 대한 유인의 감퇴)로 인하여 많은 우려를
낳았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이전에 이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목적 달성으로 인한 陽의 效果가 상쇄되는 경우는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고용보험이 과거 몇 차례 시도되었다가
실패하고 이제 또다시 도입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하는 배경에 관하여 우선 논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맺었다.
주석 1)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연구연보, 1963, 1988.
주석 2) 영어의 unemployment insuranc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실업보험」이 되지만 단순한
실업급부제도로 출발한 실업보험이 최근에는 적극적 고용정책과의 관련을 가지면서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의 지급 이외에 직업소개, 직업훈련, 능력개발 및 고용의 안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이 제도의 안정이나 효율성을 위하여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실업보험을 「고용보험」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실업급부제도(혹은 실업보험)보다는 고용보험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unemployment insurance를 「고용보험」으로 칭하고자 한다.
주석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7.
주석 4) <부표 2-1>은 延河淸(1981a)의 <부표 6-2>∼<부표 6-6>을 모델로 하여 1987년 기준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따라서 그의 부표와 본고의 부표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1977∼87년 10년간의
고용보험 변화 형태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第2章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및 歷史的 背景
第1節 雇傭保險의 意義
고용보험은 被保險者인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 보험제도에
의하여 그들을 일정기간에 걸쳐서 소득을 보상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산업에
1)
필요한 유지 및 보전을 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분리가 진행된 결과 근로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얻고,
스스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회 즉, 고용의
기회는 '실업'이라고 하는 非任意的인 事故에 의하여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에
있어서 실업은 그의 생활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며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실업에 의한 遊休勞動力의 존재와 이로 인한 그들의 기능의 저하는 국가의 생산자원의 손실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실업발생에 의한 구매력의 상실은 국가의 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생산 및 고용이 더욱 위축되게 되어 그 파급효과가 커지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실업에 의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침체 및 실업자 스스로의 자기관리도 어렵게 되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1930년대의 세계적 공황 이후 선진각국은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완전고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사실상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 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는 구조적인 실업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소위 '摩擦的 失業'의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업의 요인은 단지 개인 혹은 기업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업에 의한 경제생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이것을 개개인의 근로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개인의 사용자
책임으로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실업은
사용자나 고용자의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요인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의 해결은 하나의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사용자 및
국가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그 연대적인 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각국은 정부의 책임하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즉, 각국은 각종의 재정정책과 병행하여 고용대책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전개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직업훈련의 실시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많은 나라에서 실업중의 근로자가 재취업될 때까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고용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
고용보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중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목적에 따라 고용보험은 국가의 일방적인 救濟政策이 아니라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실업을 담보로 하는 社會保險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실업이 보험의 담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즉 고용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각 나라에 있어서 과연 고용보험이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같은 사회보험의 테두리에 있는
우리나라의 公的 醫療保險이나 年金制度 등에서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고용보험은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와는 달리 같은 사회보험이면서도 私的 保險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는 제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일정의 위험이 付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에는
첫째, 비자발적 위험일 것, 둘째,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 셋째, 입증 가능한 위험일 것, 넷째,
대수의 법칙에 해당될 것, 다섯째, 한 시점에 일부만이 실업에 있을 것, 여섯째, 예상 가능한
실업일 것 등이다.3)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는 근로자는 쉽게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왔으나 그렇지 못했던 근로자, 예를 들면 계절적 실업자, 가사근로자 등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데 대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보험의 대상은 투기적 위험이 아니고 순수한 위험이어야 한다. 즉 보험은 이미 존재해 온
위험만을 付保할 뿐 개인이 고의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부보해서 안 된다. 즉,
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 실업만이 급부지급의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시킨 실업 혹은 그가 직․간직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야기된 실업에 대하여는 급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의 모든 고용보험은 급부의 지급전에 급부의 수급자격을 심사함으로써
급부액을 제한하거나 급부의 지급을 전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급부의 자격은
각국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됨으로써 비자발적 위험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이 부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의 경우는 실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위험이 입증 가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부보되는 목적물은 事故가 거의 입증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수급을 위한 사망의 입증 및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의 입증 등은 모두 어렵지 않다. 실업의 입증은 고용주가 고용보험의 보험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실직 사유를 보고함으로써 입증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실직을 했는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일단 실직한 후 그가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매주 혹은 매달 失職報告를 해야하며, 만일 이에 대하여 虛僞事實이
드러날 경우 심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의 제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보험의 목적물은 大數의 法則을 만족해야 한다. 대수의 법칙이란 보험의 목적물의 수가
충분히 존재하게 되면 확률의 이론에 따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업의 현상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같은 확률의 실업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등면,
임시근로자나 건설근로자들의 실업 가능성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이들을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로 다른 보험료율로써 대수의 법칙하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보험사고는 한 시점에 극히 일부만 해당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근로자는
일생에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사실상 불경기에는 실직자의 수가
증가하며, 호경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의 불경기에도 거의 모든
사람은 고용상태에 있어야 하며, 일부의 근로자만이 실직상태에 있어야 보험재정의 급부조달이
가능해진다. 실업의 급증으로 給付調達이 불가능해지면 외부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마련은 실업이라는 위험을 보험제도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섯째, 실업이 보험의 목적물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실업이라는 개인의
위급한 상황이 합리적인 사고내에서 예상 가능한 것인가에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위험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각국의 실업률은 거의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움직여져 왔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언급한 보험운용의 합리성을 가진 목적물로서의 실업은 사적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적보험 혹은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의 목적물로서
충분한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이 사적보험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사적보험은, 개인적 형평에 중점을 두며 위험의 관리정도, 즉 급부수준은 갹출의 정도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에게 그들의 기본적 욕구에 비례한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에 입각하여 운용된다. 4)즉 실업자에게는 그들의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의 급부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더욱이, 실업의 빈도가 높은
개인에 대하여는 개인보험의 원리에 따르면 더 높은 보험 갹출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적절성'의
원리에서 보면 이와 같은 보험료의 부담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이들에 대한 높은 보험료 징수는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보험의 참여를 억제하게 되며, 결국 실업을 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실업이 보험의 목적물로서 충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실업은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석 1) 關英夫,『雇用保障法の詳解』, 東京:きょうせい, 1985,p.1.
주석 2) 미국에 있어서 1930년대초 고용보험의 입안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실업예측이
불가능하므로 付保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의 상황 즉,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영국의
고용보험도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급부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있었다(William Haber and Merill
G.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An Historial Review and Analysis,
Richand D. Irwin: Homewood, Illinois, 1966, p.36참조).
주석 3) William Haber and Merill G. Murray(1968). pp.36∼43.
주석 4) Robert J. Myers, Social Insurance and Allied Government Program, Homewood, Ill∴Richand D.
Irwin, Inc., 1965, p.6 참조

第2節 雇傭保險의 歷史的 背景
고용보험은 1789년 스위스의 배슬타운(Basle Town)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그들의 제도는 단지 몇 년간 지속되었을 뿐 이후 오랜기간 고용보험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았다. 1)19세기 중반 유럽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이들은 그들의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부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실업을 대비한 조직은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일부에 의하여 운용되었다.
이후, 1896년 프랑스의 디존(Dijon)을 시작으로, 시당국은 자발적인 고용보험 조직에 대하여
보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리이지(Liege)와 겐트(Ghent) 등의 벨기에 도시들은 각각 1897년과
1901년부터 고용보험을 운용하는 노동조합의 기금에 대하여 보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보조금은 매년 전년도에 지급된 실업급부를 기초로 하여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自治市 중심의
고용보험 보조는 이후 계속 널리 확대되어 갔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국가 단위로 이들의
자발적인 고용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들에는 스위스,
스페인 그리고 덴마크 등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고용보험의 발달은 정부가 주도한 고용보험이 아닌 노동조합 등의
민간부문으로부터 성장한 自生的 雇傭保險에 관한 내용이며 정부에 의하여 주도된 强制的
雇傭保險은 이들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의 첫번째 도입은 1894년
스위스의 自治市의 하나인 세인트 갈(St. Gall)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로 이전해 버렸기
때문에 1897년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1911년 영국은 처음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 고용보험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8년 후인 1919년 이탈리아가 두 번째로 강제적 고용보험을 도입하였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州,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이
2)
고용보험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1980년 현재는 약 40여 개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1.英國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이 1911년 강제적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는 이미 노동조합이 상당히
발전된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들의 失職組合員에게 실업급부를 이미 지급하고
있었으며, 1892년에는 이들 조합이 약 100여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노동조합은 1908년 680개로 약 180만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피용자수는 약
3)
1,800만명으로 약 10%가 노동조합에 의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380개
노동조합의 약 50만명의 조합원은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지 않았다.
1909년 영국의 貧民法과 救貧을 위한 王立委員會(the 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 and Relief
of Distress)가 4년간의 연구 끝에 고용보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비숙련
근로자들과 비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위하여 고용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제적
고용보험이 아닌 정부보조에 의한 자발적인 제도를 권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제적 고용보험은
비현실적이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고용보험을 1911년에 도입하였다.
1911년의 고용보험법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25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산업들은 건설업, 조선업, 철물 및 기계업 등이었으며, 계절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면방업 및 광업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강제적 고용보험의 실시 자체가 시범적인
것이었으므로 가입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11년 고용보험의 급부 역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급부의 지급기간은 5주 갹출에 대하여
1주의 급부를 지급하며 12개월 동안 최고 15주까지 지급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용주와 피용자가
같은 액수만큼 갹출하며, 4)정부는 전체 갹출금의 4분의 1을 보조하였다. 이 제도는 1916년
군수품공장 근로자들과 화학, 피혁 산업 등의 근로자에게도 확대․적용되었으며, 이 때의
가입자수는 약 370만명에 이르렀다. 당시의 피용자수를 2,100만명으로 볼 때 이 수치는
전체피용자의 약 18%에 이른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1920년, 즉 제1차대전까지 낮은
5)
실업률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재정이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의 기반이 확고히
주어짐에 따라 1920년에는 제도의 가입자 범위가 16∼65세 사이의 농업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계층을 제외한 모든 피용자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불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 11월부터 적용대상자가
확대됨과 동시에 실업이 급속히 증대하기 시작하여 약 3%에 머물렀던 실업률이 1921년에는
11.3%로 치솟았다. 그리고, 이후 1920년대에는 실업률이 평균 7∼9%, 대공황이었던 1930년대에는
6)
평균 10% 이상의 실업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유지의 방법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존재는 실업자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所得源이 되었다.
실업자에 대한 생활기금으로서의 고용보험은 정부의 실업자 구제를 위한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급부자격 및 급부기간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한시적으로 급부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기간동안 많은 실업자들이
정규급부를 수급받기에 합당한 보험료 갹출규정을 만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갹출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대신, 앞으로 피보험자가 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國家的 給付가 제공되었다. 7)
이와 같은 급부기간의 연장 및 제도의 방만한 운용은 고용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1920년 11월, 10년간 축적된 2,200만파운드의 고용보험기금은 1921년 7월에 모두 바닥나 버렸다.
이후 10년간 2개의 재정연도만을 제외하고 모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였으며 1931년 6월말에는
保險財政의 누적 적자가 7,500만파운드에 이르렀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1억 1,000만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8)

악화일로의 실업의 증가가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이
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주게 됨에 따라 1931년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서두르게
되었다. 國家豫算委員會의 勸告(Recommendations of a Committee on National Expenditure)에
따라,樞密院(the Privy Council)에 국가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전권을 위임하는
國家經濟法(the National Economy Act of 1931)이 통과되었다. 추밀원에 의한 긴급칙령은 갹출금을
인상하였고 동시에 週當給付를 인하하였으며 표준급부의 지급기간도 26주로 제한하였다. 또한
급부지급기간이 만료된 후 급부를 다시 수급받기 위한 자격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臨時給付(transitory benefit)는 종료되었으며 생활 궁핍자에 대한 臨時補償(transitory payment)으로
대체되었다. 임시보상은 기본급부를 모두 소진하고 1927년 급부자격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초기의 고용보험이 단순히 모든 피용자들을 위한
제도에서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조를 위한 제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비로소
고용보험제도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고용 보험의 목적에 있어서 개념적이면서 근본적인 전환은 고용보험의 지출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다.
추밀원에 의한 緊急勅令(Orders in Council)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킨 후 고용보험은
1934년의 失業法(the Unemployment Act of 1934)에 의하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임시보장제도가 폐지되고 실업급부를 수급할 수 없는 피용자와 극빈자를 위하여
失業扶助制度(Unemployment Assistance)가 운용되며, 재원조달은 전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고용보험제도는 모든 피보험 근로자들에게 연간 26주의 급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과거 5년간 고용기록이 좋을 경우 추가적으로 26주의 급부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주당 급부액도 거의 모든 수급자들이 추가적 지원이 필요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부채도 재정운영에서 분리되어 연간 500만파운드씩
상환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특별조치가 있은 후 영국의 고용보험제도는 비로소 재정안정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영국의 고용보험이 초기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의
안정된 사회보험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制度的 失策은 있었으나 과감한 제도적
보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데 있다고 본다. 더욱이 고용보험의 누적된 적자를 補塡하는 데
있어서 일반 재정에 의한 해결보다 자체적인 체질의 개선과 함께 제도내에서 적자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자립적 생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보험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차대전 이후,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보험은 모두 1946년 國民保險法(the Nation Insurance
Act)에 의하여 통합되었다. 그리고, 1948년 실업부조는 국민부조법에 의하여 국민부조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의하여 국민부조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위원회의 산하
지역사무소는 실업자 및 극빈자에 대하여 국민부조를 지불하도록 되었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모든 피용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의 가입에 대해여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국민보험에 속하고 있으므로 급부는 모든 사회보험을
포함한 통합 사회보험 갹출금으로 조달된다. 사회보험료는 피용자와 고용주가 같은 비율로
납부하며 정부의 피용자와 고용주 갹출금 총액의 4분의 1을 부담한다. 급부자격은 전년도에
고용기간이 최소 26주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업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급부가
지급된다. 급부는 50주 동안 고용된 자에 대하여 최고 30주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연장급부는
적어도 5년의 보험가입기간과 고용기회의 양호 정도에 따라 최고 50주까지 지급된다.
영국의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 그들의 1920년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1934년의 실업법에 의하여 극복되어
제도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우선 급부자격 및 급부기간 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게 하여, 실업자들이 지나치게 고용보험에 의존하여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2.獨逸
독일의 사회보험, 특히 공적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영국과는 달리 매우 늦게 도입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고용보험제도는 독일의 제도
도입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사실상 영국의 시행착오로부터 그들은 많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독일의 제도가 영국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1929년부터
영국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변혁이 자주 있었다.
즉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의 발생에 대하여 독일은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신 이 제도를 일종의 救濟制度로 사실상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10년 동안
국민실업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이로부터 실업문제를 접근하는 그들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1차대전이 끝난 이후 대량실업 문제에 당면한 독일은 國民失業救濟制度를 도입하였다. 비록 이
제도는 실업해결의 단기적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었으나 고용보험법이 도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완전한 실업구제제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1923년 10월부터 이 제도의 재원을
위하여 피용자나 고용주가 함께 갹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의 운영도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救濟機構로부터 고용중개소로 이전되었다.
이 구제제도는 1927년부터 獨逸失業保險法(the German Unemployment Insurance Law)에 의하여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 법은 실업자에 대하여 3중의 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첫번째 보장은
피용자나 고용자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는 고용보험제도이다. 두번째 보장은 資産調査에 기초한
긴급급부제도로서 연방정부에 의하여 재원의 5분의 4가, 지방정부에 의하여 5분의 1이 조달된다.
세번째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극빈자 구제제도로서, 이것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된다.
이상의 세 가지 실업보장 방법 중 두번째의 긴급급부제도는 일반적으로 실업급부가
불경기하에서는 실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생활보장 방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것은 고용보험과 극빈자 구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과 같은 기구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와 같은 독일의 3중보장에 의한
고용보험법 자체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단지 고용보험의 개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실업자의 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의 보호
및 생계에 관한 모든 문제도 사실상 이 제도하에서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당시 영국의 보험제도가 정액갹출, 정액급부의 제도였던 데 반하여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11단계의 임금계층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갹출과 급부를 달리한 소득비례 고용보험제도였다.
급부액은 저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능하도록 책정된 등급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위한 수당도 지급되었다. 급부기간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26주의 고용을 급부자격으로
하여 26주를 급부기간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입자격도 처음부터 거의 모든 피용자로 하고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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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는 연령부터 65세의 육체노동자와 연간 8,400RM 이하의 임금근로자가 가입되었으며
농업근로자와 가사근로자들은 제도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긴급실업급부는 예외적으로 실업이 증가된 기간동안 최고 26주의 급부를 받을 수 있으며 단 40세
이상의 사무직근로자들은 39주까지 수급받을 수 있었다. 이 급부는 정규실업급부를 소진한 자나
실업급부의 자격이 만족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되었다. 제도의 초기에 이 급부액은
정규실업급부액과 같았으나 1930년 11월부터 낮게 조정되었다.
1927년 독일은 상당히 호황기에 돌입하였으나 그 후 1년이 지난 1928년부터 곧 심각한 실업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1932년 600만명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 숫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용자의 약 50%에 이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충분한 급부준비금이
있었으나 1928~29년에 걸쳐서 보험기금은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차입을 해야 했다. 결국 이를
위하여 1930년 보험갹출료를 초기에 3%에서 6.21%로 인상하였다. 이후에는 비록 실업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보험의 재정수지는 맞출 수 있었으며, 1932~33년의 제정년도에는 救濟基金에
대하여 3억 5.900만RM의 이전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실업급부의 인하 조정과
급부자격의 강화에 기인한 바 크다.
보험기금의 재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29년 11월 대통령포고와 관련법들이 입법되었다. 이
포고령 및 관련법들은 보험가입자의 조정, 대기기간의 연장, 제도의 악용에 관한 규제강화,
급부자격의 강화, 급부의 인하 등을 포함하였다. 1931년 10월 급부기간이 20주로 줄었으며

1933년에는 첫 6주의 급부지급 후 貧困調査(needs test)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정규주당 급부액을
23%인하하였다.
영국이 연장급부제도를 빈번하게 변화시킨 데 반하여 영국의 연장급부에 해당하는 독일의
긴급급부제도는 크게 두 번 바뀌었다. 1930년 11월 농업의 육체노동자, 가사근로자, 21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 전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고 기본적 급부를 위한
일반자격만 만족되면 지급되었다. 반면, 긴급급부액은 하향 조정되었으며 급부기간도 39주에서
32주로 단축되었다. 40세 이상의 실업자에게는 급부기간이 45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빈곤의 정도가 확실히 입증되도록 자격이 강화되었다.
1932년 10월 보조연장급부가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지불되도록 되었으며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도
그들의 급부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지급되었다.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제도의 완화는 1933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1933년 5월부터 긴급급부에 필요한 비용은 갹출에 의한 실업기금에서
충당되었다.10)
일반급부(ordinary benefit)를 수급한 실업자의 비율은 1929년 1월 81.1%로 최고에 달하였으며 이
비율은 1932년 1월에 32.2%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실업자수의 증가에 의한
정규급부의 소진에 의한 것이었다. 급부수급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급부 수급자수는
1932년 2월 25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빈곤조사 없이 일반급부가 6개월간 지속될 수 있었던
1932년 6월 일반급부 수급자는 95만명(전체 실업자의 17.2%)으로 감소하였다. 1년후인 1933년
6월에는 실업자수가 500만명이었으나 41만 6,000명만이 일반급부를 수급하였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실업자들이 일반급부를 소진함에 따라 긴급급부의 수급자수는 증가하였다.
긴급급부의 수급자수는 1928년 1월 14만 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5.2%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1932년 3월에는 170만명에 실업자의 28.9%로 증가하였고, 이후 약간씩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地方救濟制度 역시 실업자수의 증가에 따라 많은 부담이 증가하였다. 1930년 8월에는 지방구제
등을 받은 실업자는 45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15.7%였으며 이 숫자 역시 계속 증가하여 1932년
12월에는 240만명(전체 실업자의 41.7%)으로 증가하였다.
2차대전 이후, 독일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용보험제도의 변화는 없었다. 단지, 被爆된 공장이나
생산 중단된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동안 실업급부가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1948년
연합국들은 정부의 모든 기금을 동결시켰으며, 적립된 기금을 제도의 새 출발을 위하여
정리하였다. 전후의 새로운 고용보험법은 1947년 10월에 立法되었으며, 1952년 3월 2차대전 전과
같은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연방고용실험보험기구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고용보험법의 구조는 1927년의 보험법과 매우 유사하다.
현행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는 1927년법과 같고 단지 가입근로자의 연령제한은 없다. 그리고
부두근로자와 건축근로자를 위한 독립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財源은 피용자나 고용자가 각각
임금의 1.5%씩 갹출한다. 1927년법과 현재의 법의 가장 다른 점은 급부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실업근로자가 전년도에 피보험 근로기간이 26주인 경우 13주의 급부기간을 가지며 39주의
피보험기간이면 20주의 급부기간, 그리고 52주의 피보험기간이면 26주의 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失業扶助는 과거 2년 동안 26주의 고용기간을 가진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소득조사에
따라 정규급부의 소진 후에 지급된다.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지나치게 급부의 원만한 지급에 신경을 쓴 나머지 제도의 운영에서
급부자격을 지나치게 강화하였다. 따라서, 실업이 계속 증가하여도 많은 실업자들이 급부자격을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국이 당시 고용보험의 방만한 운영에 의하여 재정이 악화되었던 것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로, 독일은 결국 스스로 財政獨立을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기금으로 긴급급부도 충당할 수 있었다. 긴급급부의 지급에 있어서도 그들은 급부자격을
강화하여 빈곤조사를 수급자에게 부과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된 독일제도는 불경기에 있어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한계를 보였다고 요약된다. 반면, 그들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흑자재정을
이룸으로써 불경기하에서 그들의 재원이 허락되는 한 긴급급부를 지급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제도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반영한다 하겠다. 그리고, 독일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소득비례
갹출과 소득비례 급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용보험의 급부제도에는 신중한
반면 실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美國
가. 州 雇傭保險의 成立

1935년 미국의 강제적 고용보험이 입법화되기까지 미국의 고용보험은 노동조합, 고용주와
피용자와의 계약, 혹은 기업내규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모두 자생적인 것이었으며 강제적 고용보험을 위한 입법의 시도는 이미 1916년부터 있어 왔다.
특히 1930년대의 불경기를 시작으로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주정부 단위의 많은 고용보험법안이 상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2년 위스콘신주의
고용보험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연방정부 고용보험의 도입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1935년의 강제적 고용보험이 입법화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강제적 고용보험 도입 이전에 자발적 고용보험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첫째는 노동조합제도, 둘째는 노사계약제도, 그리고 셋째는 기업제도이다.
첫째의 노동조합제도는 유럽에서 많이 발달된 노동조합의 고용보험 운영과 유사한 형태로,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그다지 널리 보편화되지 않았다. 미국의 노동조합에서 실업급부제도를
11)
처음 운영한 것은 1831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초의 불황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실직 조합원에게 실업부조를 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경기가 호황에
이르면서 이 제도의 실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1931년 4월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3개의
12)
전국적 노조 와 45개의 지역노조만이 영속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의 고용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5개의 지역노조 중 8개는 1930년의 불황기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노조에 의한 고용보험은 사실상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자위적인 행위FK고 볼 수
있으며, 결코 평상시에 발생되는 실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의 노사계약제도에 의한 실업급부의 운영은 거의 모두 1920년대부터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이 제도의 최초 도입은 1894년 壁紙産業에서 이루어졌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던 13개의 모든 산업은 봉제산업이었다. 이 제도는 고용주의 갹출에 의하여 재원이
도달되는 것이 5개였으며 8개의 제도에서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였다. 갹출금은 임금의 일정률로
결정되었다.
셋째 企業內規制度는 1917년 데니슨공업회사(the Dennison Manufacturing Company)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33년까지 38개의 기업이 19개의 시업급부제도와 저축제도, 그리고
고용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1931년 4월 노동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14개의 기업이 가입한
로체스터制度(Rochester Plan)를 포함하여 15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고, 약 8만명의 근로자들이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다. 로체스터制度는 기업제도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이 제도는
가입회사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기업은 그들 자신의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각 기업은 지불임금의 2%를 5년 동안의 갹출한 금액이 될 때까지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였다. 즉,
이 제도는 적절한 실업기금의 수준을 지불임금의 10%(=2%*5개년)로 보았다. 1933년 1월부터는
기금이 목표액에 달하지 않을 경우 모든 피용자들은 그들 소득의 1%를 갹출하고 각 기업도
추가적 금액을 납입하여야 했다. 초기에는 주당 급부를 소득의 60%로 하였으며 급부한도는
22.5달러였다. 급부의 수급자격은 1년 이상 근무에 소득이 주당 50달러 이하였다. 급부의 수급을
위하여는 2주동안의 待機期間이 필요했으며 급부기간은 1년부터 5년의 근무기간에 따라 13주로
제한되었다. 1932년 11월 급부는 잠정적으로 평균 주당소득의 50%로, 급부한도는 18.75달러로
감액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제도에 의한 실업급부제도의 운영은 고용자측에서도 매우 호의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들의 긍정적인 입장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의 고용보험 입법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강제고용보험 도입 이전의 제도발달 과정을 볼 때 이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그들은 불경기 상황에서 그들의 실직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항상 영속성을 갖지 못하고 호경기나 혹은
경기가 되살아 나게 되면 제도가 死滅하곤 하였다. 그 이유는 실업의 원인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자진해서 실업급부의 재원조달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주가 관여된 노사제도나 기업제도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나
영속성을 가졌다. 이는 고용주가 피용자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는 강제적이건 비강제적이건 고용주의 동의, 혹은 갹출이
따라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입법에 관한 논의는 헤리 시거(Henry R. seager)에 의하여 1907년 처음 시작되었다.
그는 美國勞動立法學會(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 Legislation)의 연례회의에서 'Ghent
System'13)에 관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 협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다.
그리고 1914년부터 1915년의 불황기 동안 그들은 "失業防止를 위한 現實的 制度"(A Practical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Unemployment)라는 제목의 고용보험 草案을 마련하였다. 2년 후인
1916년 메사츄세츠 州議會는 영국의 제도를 거의 모방한 고용보험법안을 처음 상정하였다.
그리고 1921년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뉴욕주에서 상정되었고 같은 해에 상당히 상이한 제도가
위스콘신주에서 상정되었다.
위스콘신주의 상원의원이었던 헨리 하버(Henry A Huber)에 의하여 상정된 법안은 고용주의
갹출을 그들의 고용 정도에 따라 차등을 준다는 특징적인 점을 갖고 있었다. 이 법안의 提案者는
존 코먼스(John R, Commons)로서, 그는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용주의 실업발생 정도에
따라 갹출을 달리하는 失業給付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실업급부의 지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이 부담의 책임을 州報償保險委員會(the State Compensation
Insuranse Board)에 의하여 통제되는 상호보험회사에 부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원리이다. 이
법안은 위스콘신주 勞動聯盟의 지지는 얻었으나 고용주측의 반대로 입법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른 주에서 고용보험법안의 초안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비록 이 법안이 입법에는
실패하였으나 미국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인 경험률제도를 운용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함께 매우 고조되었다. 1931년 위스콘신
주의회에는 허버法案과 매우 다른 두 개의 법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미국노동법협회에 의하여
상정된 "실업예비군을 위한 미국법안"(An American Plan for Uneployment Reserves)이며 다른
하나는 해롤드 그로브(Harold M, Groves)에 의한 법안이었다. 전자의 특징은 고용주가 지불임금의
1.5%의 균일갹출을하여 한계정의 주 정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고용주의 갹출을 통하여 재원조달되는 개별적 고용주 계정하에 주정부 기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버법안과 다르다. 따라서, 후자에서의 급부는 오직 당사자의 고용주 계정에서 지급되면
고용주의 잔고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급부의 지급이 감액되거나 거부된다.
이 두 법안은 동시에 청문회에 부쳐져서 그로브 법안에 대한 지지가 굳어짐에 따라 1932년 1월
입법화되었다. 위스콘신주의 실업보상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14)
① 개별 고용주의 계정으로 구성된 주정부 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은 州政府投資委員會에 의하여
公債에 투자된다.
② 갹출은 첫 2년 이후 고용주의 계정이 피용자 1인당 평균 55달러가 될 때까지 지불임금의
2%이며, 계정이 1인당 평균 55달러 이상 75달러 이하이면 1%, 75달러 이상이면 갹출은 없다.
관리운영비나 고용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모든 고용주에게 추가적으로 0.2%의 갹출을 한다.
③ 적용대상은 1년에 4개월이상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로 하며, 농업 근로자, 州間에
운행되는 철도피용자, 벌채노동자, 공무원 그리고 연간 1,500달러 이상의 소득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④ 급부는 2주의 대기기간 이후부터 주당임금의 50%가 지불되며 최저 5달러, 최고 10달러이다.
급부는 고용주의 準備金計定이 피용자당 50달러 미만일 경우 5달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당급여에서 1달러씩 감액된다. 급부는 전년도 4주 고용에 대하여 1주씩 지급되며 최고
10주까지 지급된다. 각 기업의 부채는 그들의 준비기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수의 기업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급부는 최종고용주가 첫 번째로 부담하며, 다른 고용주에게는 역순으로
부담된다.
⑤ 과실에 의한 해고, 고용주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이직, 합당한 직장의 거부, 노사분쟁에 의한
이직, 天災에 의한 실업, 방학중 근무한 학생의 이직등은 급부자격이 없다.
⑥ 급부자격은 州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이 기간동안 40주의 고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상 위스콘신주에서의 고용보험의 입법에 따라 다른 주들에서도 고용보험을 입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1931년 뉴욕 주지사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다른 6개주의 주지사들과 「失業保險에 대한 全國委員會」(Interstate Commission Unemployment

Insuranse)를 조직하고 위스콘신주 법과 매우 유사한 개인별 형태의 강제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1932년 2월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입법을 위한 준비가 계속 진행되어 1931년에는 17개주에서
52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중 오하이오주의 법안은 위스콘신주의 법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즉, 그들의 고용보험연구위원회는 비록 고용주의
갹출은 고용 경험에 따라 달리하나 주정부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용자들은 고용주의 2% 갹출 이외에 그들 소득의 1%를 더 갹출하며 모든 피용자에게 획일적을
16주의 급부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즉, 다른 많은 주는 이 두 주의 법을 선택적으로 취합함으로써
각 주의 실정에 맞는 주법을 입안하게 되었다.
나. 聯邦雇傭保險의 成立

1930년대의 대공황 이전까지 연방정부는 거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초의
공식적 제안은 1916년 勞使關係委員會(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의
보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들은 여기에서 일부의 직종별 산업에서 실업에 대한 보험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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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초의 연방고용보험법안은 1928년 하원의원 빅토 버거(Victor Betger)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나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28년 12월과 1929년 2월에 있은 교육노동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위스콘신주 고용보험법의 초안에 공헌한 코먼스가 실업급부가 어떻게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민간산업에 있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데 연방정부가 여기에 간여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이를 위해 공공정책이 고려된다면
이 문제는 주정부의 입법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러 주정부에서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는
고용보험 혹은 실업준비금법을 도입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고용보험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이
더욱 확고해질 필요가 있게 되었다. 주정부의 고용보험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고용보험을
도입한 주의 산업이 도입하지 않은 주의 산업보다 경쟁적인 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1934년초 제안된 와그너-루이스 法案(the Wagner-Lewis Bill)은 위스콘신주법에서와 같이
고용주의 지불임금에 5%의 定率稅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연방법의 적용을 받은 고용주들은
주법상 일정한 요건에 합당하게 되면 聯邦稅에서 10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실업발생 경험에 의하여 주법에 의한 갹출이 연방법에 의한 것보다 적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의 법안은 급부의 하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고용주들이 연방세의 세금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법은 주당 7달러 이상 혹은 주당 20시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부분급부는 완전실업에 대한 급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소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급부는 1년간 적어도 10주 동안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급부가 실업 이전에 근로한 기간 동안에
비례해서 지급된다면 적어도 15주를 급부의 최대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법은 다음의 경우 근로자들의 새로운 직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급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첫째 노동분쟁, 둘째 기준 이하의 임금, 근로시간 및 작업조건,
셋째 고용의 수락이 기업의 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본질적인 노동기구의 구성원을
참여하는 것 등을 간섭하는 것.
와그너-루이스 법안은 1934년 3월 하원의회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견해는 이 법안의 도입을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고 좀더 전반적 제도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의한 고용보험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6월 대통령에
의하여 經濟安定委員會(the 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가 구성이 되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심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 내에서의 가장 큰 불협화음은 이 제도가 연방제도 혹은
연방주제도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외에 그들은 보조금제도, 세금공제제도,
피용자갹출, 경험룰, 고용주 부담 세율과 시기등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계속되었다.
경제안정위원회는 그들의 보고서에서 주정부의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점, 즉 그들이 고용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다른 주에 비하여 경쟁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연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에 대한 책임으로서 연방정부가 정률세를 부과하고
고용보험법하에 보험갹출을 하는 고용주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금공제제도는 주정부의 입법에 있어서의 장애를 제거할 뿐 아니라 고용주가 세금공제를 받도록
주정부의 입법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이 위원회의 두 번째 제안은 연방정부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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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금을 교부하는 것이었다.
1935년 1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고용보험을 입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1935년 사회보장법의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경제안정위원회의 안을 거의 받아들였다.
경험률에 대한 요건이 약간 변화했으며 연방실업세는 1년에 적어도 20주 동안 8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근로자, 가사근로자, 비영리기관의 피용자,
정부근로자 등을 포함한 많은 근로자들이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주정부에 대한 관리비 지출에
있어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채용, 인사권, 보수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방입법의 한계에 의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결국 이 제도의 입법에 의하여
주정부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
1935년 통과된 사회보장법은 실업급부의 내용을 2개의 章(title)에 걸쳐서 싣고 있다. 제4장은
연방실업세와 이에 관련된 내용들으며, 제3장은 연방관리교부금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요약은
<부록 I>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방고용보험법의 제정은 이 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연방
프로그램은 또한 철도종사자, 연방 민간피용자, 퇴역군인, 신원을 위한 특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에 관하여는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자 한다.
1939년 사회보장법 개정은 老齡保險과 失業保險에 대한 적용 제외를 포함한 가입대상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가하였다. 즉, 농업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서, 과일 혹은 야채의 포장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의 작업이 시장출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면 고용보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외에도 비영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리고 정부기관의 범위에 국립은행과
연방준비제도 산하 주정부 은행 등도 포함되는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이 연방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각 주마다 주정부 제도를 도입하고 원만히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1958년의 불황은 실업급부를 소진한 실업자들의 수를 예상치 않게 증가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연방 혹은 주법하에 실업급부를 모두 소진한 실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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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부를 제공하는 잠정적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1958년의
불황이 계속되자 그는 1958년의 임시법과 유사한 법안을 제출하고 1961년 3월에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주정부 급부 혹은 사회보장법 제15장에 의한 급부를 1960년
6월 30일 이후 소진한 자는 정규급 부액과 같은 연장급부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장급부는 정규급부기간의 2분의 1 기간동안 지급될 수 있으며 최장 13주를 한도로 하고,
정규급부와 연장급부의 지급기간을 합하여 39주로 한다. 그리고 연장급부의 재원조달은 잠정적
연장급부의 경우와 달리 연방정부에 의하여 지금되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연방세는 잠정적으로
인상되었으며,18) 이 기금은 모든 주를 위한 급부의 조달을 위하여 공동관리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정부는 급부의 지급을 관리할지라도 연장급부는 사실상 연방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가
되었다.
초기에 연방고용보험법의 과세표준 임금은 가입고용주의 지불임금 전체였으나 1939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연간소득의 3,000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노령보험과 고용보험의 과세표준을 같이함으로써 연방세의 갹출을 좀더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방 OASDI(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제도의 과세표준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인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실업세의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전체임금 대비 과세임금의 비율은 1939년
97.7%였으나 1963년에는 58.1%까지 하락하였다.
1935년의 사회보장법이 미국 전역에서 주정부 고용보험 실시에 촉매가 됨에 따라 1935년 6월까지
거의 모든 주 및 자치구는 고용보험을 모두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업급부의 도입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었던 일부의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법안의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제안정위원회는 각 주마다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합당한 보험료율의 산정, 급부의 발생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등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하였고 공동관리기금과 개별고용주 준비금계정하에 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있도록 하는 초안을 마련하였다. 결과적을 초기의 거의 모든 주법은 일부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서로 유사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각국의 입법 이후 각주의 환경에 맞는제도의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에 마련된 주법의 공통된 성격과 그 이후 수년간의
개정 내용들에 관하여 간단히 개관하면서 미국 고용보험의 성장배경에 관한 논의를 맺고자 한다.

1) 가입법위
우선 가입법위에 있어서 각 주법은 연방실업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즉 연간 20주 이상을 8인 이상
고용하는 가입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실업세 갹출의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더 작은 소규모
기업을 가입대상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법의 가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용의 형태는
예외없이 연방실업세법의 예를 따랐다.
2) 주당급부
초기의 주법에 따르면 주당급부는 全日制(full-time) 주당소득의 약 50%였다. 그러나 각주들의
가입근로자의 주당임금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하자 기업의 회계관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는 각주에 대하여 분기별 임금기록을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노령연금제도에서 사용되는 분기별 임금기록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즉, 실업급부의 주당임금은
분기별 임금의 일정률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전일제 고용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전체급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간으로서 최근의 분기별 소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주당 실업급부는 분기별 소득의 1/26로 되어, 주당 전일제 임금의 50%에 상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당급부의 기준을 연간소득으로 하는 주가 생기기도 하였다.
거의 모든 주들은 또한 주당급부가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였다. 초기에는 3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급부의 상한으로 주당 15달러를 택하였다. 2차대전후 소득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최고급부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최고급부를 수급하는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평균 주당임금에 대한 주당급부의 비율도 계속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초부터 급부의 최고한도는 주의 사정에 따라 인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고한도의 인상은 각주마다 1년에 한 번씩 혹은 반년에 한 번씩 조정되도록
하였다. 거의 모든 주에서는 초기에 최저급부의 한도를 5달러로 하였다. 이것 역시 임금의 상승에
따라 최고 급부한도와 함께 계속 인상되어 왔다.
3) 급부기간
사회보장위원회는 1920년대의 실업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3%의 갹출에서 급부의
지급기간은 2주의 대기기간 이후에 12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각주들은 위원회보다 더
고용보험의 재정을 낙관적으로 보아 더 오랜기간 동안 실업급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3개 주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정부는 12주 이상의 긴급급부기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업세의 범위 내에서 더 오랜기간 동안 급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입증되고 근로자측에서도 급부의 연장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26주의 지급기간이
표준화되게 되었다.
급부기간에 관한 주법의 차이는 크게 급부기간을 모든 실업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혹은 과거의 소득 혹은 고용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초기에는 오하이오주만이
획일적 급부기간을 적용하였으나 1941년까지 15개 주가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러한 주의 수는 감소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3주 동안의 고용에 대하여 2주를 대기기간으로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52주의
고용에 대하여는 4주의 대기기간을 제시하였다. 초기에는 30개의 주가 2주의 대기기간을,
19개주가 3주, 2개의 주가 4주의 대기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본래는 급부신청절차를 받는데
적어도 2주의 대기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절차기간은 점차 감소되었으므로 거의
모든 주는 대기기간을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이를 없애는 주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4) 급부자격
거의 모든 주는 급부를 신청하기 전 일정의 기본기간 동안에 일정 고용기간과 일정소득의 稼得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基本期間(base period) 이라 함은 보통 歷上의 4개 분기를 말하며, 거의
모든 주에서는 첫 번째 급부의 신청전 歷上의 5개 분기 가운데 처음의 4개 분기로 본다. 이러한
요건을 설정하는 목적을 급부신청자가 노동시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가를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급부의 자격이 만족되면 실업자는 일할 능력(able to work)이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available for work)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제도의 초기에 거의 모든 주가
채택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30개 주는
지방고용사무소에 의무적을 등록해야 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직장을 적극적을 찾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
급부자격의 상실, 혹은 급부의 제한에 있어서는 주마다 그 강도 및 범위가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격상실 요건에는 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② 근무에 관련된 과실로 인한
해직 ③ 합리적인 직장의 거부 ④ 노동쟁의에의 참여 ⑤ 급부의 수급을 위한 사기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의 급부자격 상실은 부분적인 傷害에 의하여 이에 대한 상해급부를 받는 경우, 그리고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노령연금 급부를 받는 경우 등 자격상실 소득(disqualified income)이있는
경우 급부는 감액된다. 또한 거의 모든 주는 임신에 의한 실업, 결혼생활을 위한 실업, 학생의
부직으로부터의 실업 등 특정집단에 대하여 급부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5) 재정
모든 주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들이 주정부 기금에 갹출하도록 하고 있다. 갹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연방실업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갹출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피용자 갹출에는 약간씩 의견이 다르다. 초기에는 10개 주가
1.0∼1.5%의 피용자 갹출을 하였다.
실업기금의 성격에는 개별고용주 계정의 형태와 전체 공동기금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개별고용주의 준비금계정제도는 고용안정에 큰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 반면, 공동기금을
주장하는 그룹은 개별계정은 쉽게 소진될 수도 있으므로 공동기금은 근로자에게 실업급부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위스콘신주 법과 달리 7개의 주는 개별고용주 준비금제도를 도입했다, 나머지 주들은
공동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들 중 11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경험률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모든 주는 공동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에 대하여
고용주의 갹출에 경험률을 적용하고 있다.
경험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각주마다 특색이 있으며 이들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준비금률,
급부율, 급부임금률, 보조분리(Compensable-separation), 임금변화율(Payroll-variation Plan). 이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좀더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초기에 과세표준 임금은 임금총액이었다.
그러나, 1939년 과세대상 피용자의 연간임금에서 3,000달러까지가 과세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임금의 상승에 따라 과세임금의 한도도 조정되어 왔다.
미국의 州雇傭保險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해서, 이들을 한데 묶어서 요약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제도의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야만 할 것인가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들의 제도를
분석하는 데는 각주에서 나타나는 제도 변화의 흐름과 연방정부의 이들에 대한 규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반면, 이들의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들의 제도적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日本
일본에 있어서 失業對策으로 사회보장법을 사용하는 것은 질병, 노동재해, 노령 등의 다른 사회적
위험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그 발달이 매우 늦었다. 제1차대전후의 세계적 불황은 일본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1920년의 대공황은 많은 실업자를 발생시켰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 같은 해 國際勞動機構의 제1차 총회에서는 「失業에 관한
勸告」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고용보험제도에 대한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실업에 대한 각종의 조사연구를 행하였으며, 1925년에는
「실업구제사업」이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憲政會가 제45차 및 46차
정기회의에서 「고용보험법안」을 제출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제2차대전
전까지 고용보험법의 성립을 볼 수가 없었다. 즉 일본의 고용보험은 제2차대전 전까지
고용보험법의 성립을 볼 수가 없었다. 즉 일본의 고용보험은 제2차대전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그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임의의 공제조합이 神戶市를 시작을 하여 東京, 大版, 名古屋에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의한 자발적 공제제도로서 적용범위나 급부내용으로 보아서 현행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의의는 서구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고용보험 실시 이전에 자발적 제도의 고용보험이 있었다는 데 있다.
제2차대전 이후 계속되는 물가앙등과 사회불안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였던 군인의 제대,
해외종사자들의 귀국, 군수공장으로부터의 실직자 등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실업대책이 경제사회의 큰 문제였으며, 또한 고용보험의 창설도 긴급한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1946년 社會保險制度調査會를 설치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1947년
8월 제1차 정기국회에 失業保險法案 및 失業手當法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모두 같은 해
11월에 성립되어 12월에 공포되었으며 11월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노동성이 관장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직업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행정기구로서 확립되도록
하였다.
제정 당시의 실업보험법은 일반적 실업보험제도로서, 강제적용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 우편업,
전신전화업, 보험위생사업, 흥행관계사업, 접객․위락관계사업 등은 제외되었다. 급부에
있어서는 失業給付만으로 給付日數도 일률적으로 18일이었다. 급부금액도 임금에 따라 임금의
40/100에서 80/100까지의 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임금의 6할을 하회하였다.
보험료는 종전후의 혼란기의 이직률이 높았던 것을 반영하여 22/100로 되어 있었다.
1975년 고용보험법으로 전환되기까지 약 30여 회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내용의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급부의 개선도 추가되었다. 우선 1949년의 1차 개정에는 다량의
실업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실업대책법이 시행된 것과 함께 日曜 실업보험제도의 실시 등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19)실업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 제도를 의식적 혹은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1950년의 8차개정은 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적 실업자난 단기고용근로자에 대한 급부일수를 단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피보험자에 대한 급부일수를 단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피보험자에 대한
급부일수를 연장하는 등 피보험기간과 급부일수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개정이었다.
이후 1960년의 제16차 개정에서는 보험재정의 건전한 추이를 반영하여 비용부담의
경감(16/1000에서 14/1000), 급부개선(공공직업훈련 신청중의 급부일수 연장제도의 도입과
취업준비금제도 도입 등)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3년의 제22차 개정에서는 일본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반영하여, 대폭적인 급부의 개선(일반고용보험금액의 최고한도인상(700엔에서
860엔으로)), 부양가산급부의 실시, 상병급부금제도의 도입, 기간 통산제도의 도입, 보험료율의
탄력적 변경제도의 확충, 일고고용보험의 국고부담률의 인상(1/4에서 1/3)등과 재취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제도 도입)의 완비 및 내실화가 실현되었다.20) 따라서 1946년
도입된 일본의 고용보험은 사실상 약 15년이 지난 1960년대초에 몇 차례의 개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짧은 시간이 정착이었으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1950년 8차 개정의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정 이후 매년 일정기간 계절적으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집을 떠나고 귀향하여 실업보험금을 수급하는 소위 短期循環受給者의 수는
격증하고, 한편 여자수급자에 대하여 급부가 남발되는 것 등으로 1964년에는 보험수지가 적자에
이르도록 되었다. 이와 같은 계절적 수급자가 初回給付受給者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도 1955년
17%에서 1965년에는 35%가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급부의 급부총액에 대한 비율도 1955년에는
8%에 불과하였으나 1965년에는 30%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매년 이 비율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21)
더욱이 정부는 이미 고용보험제도를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한 확대적용에 대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을 실시할 것을 이미 공약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재정에 관하여 긴박한 상황에 도달해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정에 관한 집중적 논의에 이에 드디어 1969년말
개정법안을 성립시켜서, 피보험자 기간의 연장과 不正給付 수급자에 대한 급부명령제도 등
계절근로자 대책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가 실현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소위 徵收法) 및 「고용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개정법률 및 노동보험의 보험료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소위 整備法)이 동시에 성립되었다. 이 두 법은 197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징수법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에 관련되는 일부 내용 및 보험료에 관한
부분이 모두 고용보험법으로부터 징수법으로 이전되고 재해보험의 이상과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동재해보험법으로부터 이전되게 되었다. 즉, 실업 및 재해보험에서 보험관계의
징수가 징수법으로 일원화되게 되었다.
이는 실업법과 재해보험의 성격을 연금보험과 달리 단기적 보험의 성격으로 보고, 고용을 재해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에서 양 보험을 징수에 있어서나마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고용과 재해는 고용주의 노력 여하에 의하여 어느 정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고용보험을
재해보험과 같이 묶을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는 1947년 도입된 이후 28년간 실업발생에 대처하는 일본의 고용실업대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보험제도의 배경을
이루어 왔던 경제사회의 정세는 이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1965년을 전후하여 노동력의 수급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여 저연령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의 경향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1960년대에는 고용상태가 양적으로 현저히
개선되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도 자녀를 많이 갖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력 공급구조 자체로 인한
저연령노동력의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이와 동시에,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자원문제나 물가 등에 의한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고용면에서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되어, 고령화 사회에의 이전에 있어서 중․고연령자의
고용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지금까지의 높은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생활수준이 향상하는 등 일본의
경제사회는 고도의 발전단계에 도달하고, 국민의 욕구 다양화․고도화가 선행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실업정세,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를 둘러싼 저연령 여성수급자나 계절적
수급자, 적용범위나 복지시설 등의 제도 등 각종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노사관계자를 비롯한
각계층이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게 되었다.22)
이상의 고용대책제도를 둘러싼 경제사회의 큰 변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각종의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사회의 동향에 대응하여 학계 및 관련자를 연구위원으로
하는 「失業保險制度委員會」를 설치, 객관적․전문적 입장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1973년 5월 제1차 회의를 시발로 14차례의 회의 끝에 같은 해 12월
「失業保險制度硏究報告」를 노동성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노동성은 이 고용보험안 요강을
작성하여 여러 관련심의회의 등을 거쳐서 1974년 공표되었다.
실업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실업보험법은
제1조 법률의 목적에 있어서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위업을 촉진하고, 아울러서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넓히는 것"을 들고 있다. 새로 추가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부(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부사업)외에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의
소위 '三事業'을 행하고 있다.
첫째, 고용개선사업의 취지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에 관하여 고용상태의 개선,
실업발생의 방지, 기타 이들의 고용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등이 근로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그들의 적성 및 희망에 따라
기술의 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그의 능력에 맞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고용복지사업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에 관한 원조와 고용환경의 정비개선, 기타 근로자의
23)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또한 이 사업을 행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종래 보험료인 임금총액의 13/1000가운데 3/1000을
분리하여 이것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은 10/1000을 실업급부의 비용으로 하여
노사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1/1000, 피보험자가 1/1000를
부담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실업급부 이외의 모든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돌연히 도입된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제도 내에서도 일본 경제의 급숙한 성장에 따라 석탄 등 광업의 쇠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하여 대량의 이직자가 발생하였고, 농어촌 경제의 변모에 의하여 저연령근로자의
도시이동, 인구의 중․고령화에 의한 중․고연령 근로자의 재취업문제 등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이러한 類의 제도의 실시가 있었다. 1950년 고용보험법 8차 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의 규정이
마련되었고,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하여 피보험자수의 급증과 임금의 앙등으로 고용보험
특별회계가 높은 잉여금을 낳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사업이 행하여져 왔다. 이와 같은
제사업에 대한 지출은 1973년도 결산에 의하면 약 13억 5,000만엔이었으며 일반보험 총지출액의
약 35%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三事業'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비용부담이 명확히 되고 고용실업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위치를 굳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은 비록 그 시작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늦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현재 일본의 산업사회가 보여주는 경제적
잠재력을 키우는 데 고용보험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단순히 서구의 실업제도에서 볼 수
있는 실업에 대처하기보다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현재의 일본경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실업의 발생에
대한 처방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적 고용창출의 방향을 고용보험과의 조화에서 설정하는 적극적인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석 1) William Haber and Merill G. Murray(1966), p.47.
주석 2) William Haber and Merill G. Murray(1966), p. 48.
주석 3) Thelma Liesner, Economic Statistics 1900∼1983, New York: Facts on fill Publicaction, 1985, p.
25.
주석 4) 피용자의 갹출금 납부는 현재에 있어서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닌데 그 이유는 실업의 책임이
피용자에 의한 경우가 드문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주석 5) 당시의 적용 제외된 근로자들은 농업근로자, 가사근로자, 공무원, 철도 및 공익시설
피용자, 연간 250파운드 이상의 사무종사자였음.
주석 6) Thelma Liesner(1985), p.26.
주석 7) 당시의 추가적 급부에는1921년부터 1924년의 비계약급부(uncovenanted benefit)
1924년부터 1928년의 연장급부(extended benefit) 그리고 1928년부터 31년의
일시적급부(transitional benefit) 등이 있었다.
주석 8) 1931년의 실업률은 15.1%였다.
주석 9) RM(라이크마르크) : 1925∼48년까지의 독일의 화폐단위.
주석 10) 이것은 영국의 경우와 반대의 과정으로, 다음해 영국은 연장급부와 정규급부의 재원조달
방법을 완전히 분리하였다. 이것은 영국이 정액갹출, 정액급부의 제도를 가진 데 반하여 독일은
소득비례갹출과 급부제도를 갖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본다.
주석 11) William Haber and Merrill G. Murray(1966), p.61.
주석 12) 3개의 전국적 노조는 1884년에 실업급부를 시작한 재미독일인 인쇄공조합, 1910년과
1921년에 각각 시작된 금속세공기술자와 다이아몬드세공인 조합이었다.
주석 13) Ghent는 벨기에의 도시로서, 1901년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불하였다.
주석 14) 이 법안은 후에 로버트 닉슨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므로 닉슨법안이라고 한다.
주석 15) Report of Pregident's Committee on Unempleyment, Business Cycles and Unempleyment, New
York : Macgraw-Hill Co., 1923.
주석 16) U.S. Report to Presid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5.
주석 17) Public Law 85-441, approved June 4, 1958.

주석 18) 1962년과 1963년에 연방실업세는 0.4%의 인상이 있었다. 그리고 1963년 의회는 이를
0.25%로 인하하였다. Public Law 83-31, approved May 29, 1963.
주석 19) 1차 개정의 주용내용은 日雇雇傭保險制度의 설립 이외에 보험급부율의 개정(일률적으로
임금의 60%로 함), 임금범위의 확대, 보험료율의 인하, 보험료징수방법의 개정 등이었다.
주석 20) 關英夫(1985), p. 10.
주석 21) 氏原正治郞, 日本經濟と雇用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989, p.58, <표 3> 참조.
주석 22) 關英夫(1985), pp.12∼13.
주석 23) 氏原正治郞(1989), pp.101∼104.

第3節 結語
본장에서는 失業이라는 社會的 危險이 어떻게 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가의 문제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정착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도입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완벽한 제도의 도입은 각국의 가장 좋은 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적의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 경제환경의 고려가 필요하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 및 행정체계의 정비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에 필요한 指標의 開發(예를 들면,
실업률, 최저생계비, 빈곤율 등) 등이 필수요건이 된다. 따라서 각국의 고용보험의 성장 배경을
우선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의 선택 및 전망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장에서 살펴 본 영국,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각국마다 발전초기에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으면서, 각국의 형편에 맞게 변형되어 왔다. 영국의 제도는 가장 먼저 시행되어
정액갹출 정액급부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으나 소득비례장식으로 전환되었다가 최근에는
정액갹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독일의 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으나 소득비례에 의한
갹출과 급부제도를 기초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주정부제도를 성립시켜서
연방법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州의 형편에 맞게 발달해 왔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늦게 고용보험을 실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경제현실에 부합시기려고
노력하였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겪은 그들 자신의 施行錯誤를 바탕으로 고용정책 체계내에
고용보험을 끌어들였다는 특색을 갖는다.
다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실업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고용보험이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3章
雇傭保險制度의 類型
본장의 목적은 외국 고용보험의 현행 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합당한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을 찾아보는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각국의 현행 고용보험의
유형을 우선 구분하고 다음 장에서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순으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의 유형은 ① 적용방법 및 범위 ② 비용부담 ③ 자격요건 ④ 급부내용과 기간 ⑤

1)

관장기관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延河淸(1981b) 에 따른 구분으로 보험제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된 관심을 갖는 대상국가는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2개 국가와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서독, 필란드, 덴마크, 네덜란드의
유럽 9개국, 그리고 일본 등 총 12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고용보험제도는 <부표 2-1>부터 <부표
2-6>까지에 요약되어 있다.
第1節 適用方法 및 範圍

1. 適用方法
고용보험의 적용방법은 우선 크게 강제적 제도와 임의적(자발적)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적용범위는 전체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일부 특수직종을 제외하는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헙은 국가의 강제적 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직종내 혹은 기업내의 노동조합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자발적
고용보험은 이러한 관행이 현대국가에까지 이어짐으로써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는 자발적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국가로
각종 산업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失業基金을 적립하도록 인가받아서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부표 2-1 참조). 그러나 노동조합이 內規에 의하여 조합원은 조합의
실업기금에 대한 가입과 갹출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피용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제도로는 덴마크 이외에 스웨덴과 1984년
이전의 핀란드 등이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의 의의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필연적이며, 누구에게도 피할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실업의 대량 발생에 의한 사회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하여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피용자를 강제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강제적 고용보험의
시작은 1894년 스위스의 세인트걸 자치구였으나 사실상 실패했고, 국가적 차원의 강제보험은
1911년의 영국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순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였다.
보험의 형태가 아닌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실업부조제도가 몇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실업부조에
관한 재원의 조달은 피용자나 고용주의 갹출없이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실업급부에 관한 논의를 고용보험에 국한시키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한다(표
3-1 참조).
고용보험을 사회보험의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 보험의 경우 사실상 실업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을 보험으로부터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 보험은
사회보험이 사회 전체의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깨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자발적
보험이 정부의 보조나 혜택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이 없는 피용자는 失業時에 어떠한
대책도 없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불평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형태에서는 강제적 보험이 합리적이며, 자발적 보험의 경우도 다른 보조적인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표 3-1> 각종 실업급부제도의 형태

2. 適用範圍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전체 피용자로 하는 경우(대표적인 예로서 영국, 네덜란드)와
각국의 상황에 따라 특수직종, 특정연령, 기업규모에 따른 피용자들을 적용제외하는 사실상의
부분 적용하는 경우(거의 모든 국가)가 있다. 일반적으로 직종별로 공무원, 자영업자 및
농업근로자, 가사근로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연소자 근로계층과
노령층에 대한 적용제외가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일정규모 이하 기업의 피용자가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사회보험의 입장으로 본다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모든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거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기업, 특수직종의 기업 등을 하나의 제도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계층의 적용문제가 발생한다. 즉, 관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급부의 지급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킴과 공시에 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항상 각 계층별로 고용보험의
타당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본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직종에 대한 적용제외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일본, 캐나다,
영국, 핀란드 등이 있으며, 농민 등 특수직종에 대한 적용제외 혹은 별도의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에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 적용제외에 관한 대상과 정도는 각국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적용범위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 계층은
자영업자계층과 소규모기업 근로자, 농업근로자, 가사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등이다.
첫째, 자영업자계층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될 때 어떻게 그들의 소득을
입증할 것인가가 우선 문제된다. 또한 그들이 실직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그들의 사업소득이 격감하였을 때, 그들은 사업을 청산하여 실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소득은 다양하게 변해 왔을 것이므로 급부수준을 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급부수준이 미리 정해진 경우 그들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에 도달하게 되면 스스로
실업의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실업급부를 수급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둘째, 소규모 기업이 고용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리 운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즉 많은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고용보험세를 징수하거나 그들의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상태와 그들의 임금기록을 정확히 수집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비용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세무행정 및 노동행정의 효율성으로 해소될 수도
있으나 이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들의 적용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소규모 기업의
피용자들이 보험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기업의 폐업 및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셋째, 농업근로자에 대한 적용은 매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들은 기업화되어 있을 경우
정규적인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계절적 근로자의 성격 또는 일을 찾아
이동하는 이동성 근로자의 성격도 갖는다. 이들 역시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리 운영상의 문제이다. 즉, 비활동기의 소득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며, 일을 찾아 이동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들의 소득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며, 일을 찾아 이동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들의
소득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그들이 活動期나 일을 찾아 이동하는
기간동안 어떻게 실업상태임을 입증할 것인가에도 이들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이들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근로자가 하나의 근로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을 경우, 이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외국의 경우 이들의 보험적용은 가장 큰 논란을 겪고 있다. 개인가정에서의 가사근로자들에 대한
보험적용은 제도의 초기에는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半日制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때 이들에 대한 적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의 취업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이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납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소득신고를 기피할 것이며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고용보험세를 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임금을 보고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자발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이 일반적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법률적으로 신분의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들이 실직
위험에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버와 머레이(1966)의 논의에 의하면,
그들에게도 실직의 위험은 존재한다고 본다. 즉, 정부에도 단기적이고 계절적인 직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실직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행정 및 제도의
2)
변화와 이전 등에 의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해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給付費用比率(benefit-cost ratio)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이들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나, 한편으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이들에게는 더 선호될 수 있음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일반적으로 전체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 의미의 고용보험은 많은 장애가
있으며 이의 달성에는 긴 시일이 요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이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영업자, 소기업 근로자, 농업근로자, 가사근로자들은 가장 실업의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주석 1) 연하청,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3궐 제1호, 1981,
pp.85∼103.
주석 2) William Haber and Merrill G. Murray(1966), p. 163.

第2節 費用負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財源調達源은 고용주, 피용자 그리고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선진
고용보험 실시국가들은 이들의 3자를 서로 그들의 상황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13개 고용보험 실시국가 중 거의 모든 국가는 고용주
혹은 피용자가 보험급부를 조달하며, 정부는 관리행정의 부담과 혹은 보험재정의 적자시 이를
補塡하는 등의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다. 단, 이들 중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우는 정부가 전혀 이
제도에 대한 出捐을 하지 않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는 고용주 혹은 피용자의 부담으로
고용보험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미국과 이탈리아만이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며 기타 다른 국가들은
거의 고용주가 관리 운용비를 제외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부표 2-2 참조). 이중적
실업급부제도를 갖고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 등에서는 실업부조의 경우 고용주 및 피용자의
부담은 없고 전액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표 3-2>는 각국의 재원조달 방법에 관하여
요약하고 있다.
보험갹출금의 노사분담은 실업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물론
거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실업급부의 수급자격을 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갹출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 여부의 정확한
규명이 쉽지 않다고 본다면, 고의적 실업에 의한 급부의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용자에게도
보험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레자(1984)는 고용보험이 전액 고용자 부담이 되는
1)
r서이 선호되는 이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피용자는 그들의 실업을 조절할 능력이 없으므로 갹출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에
있엇 점차 두드러진 실업의 현상은 마찰적 실업 혹은 구조적 실업으로서 이는 피용자들에게
고용의 지속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준비를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 역시 고용주가 조절할 수 없는 한도 이상의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용주 전액
부담의 고용보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입장으로서 피용자 갹출부담은 피용자의 순소득을 줄일 뿐 아니라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고용주 부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갹출부담이
피용자나 고용주 어느 쪽에 지워지더라도 궁극적으로 피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순소득은
같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표 3-2> 각국의 고용보험 재원조달방법

2)

성립되지 않는다 .단, 財貨의 市場이 비경제적일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비용의 상승을
구실로 재화의 가격을 인상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할 수도 있다.
셋째, 고용주는 피용자 갹출을 하게 되면 피용자들이 피용자 부담 이상의 임금인산을 요구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보다 더 피용자 부담을 염려한다. 이는 노동의 판매자 독점성향이 강할 경우
고용주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앞서 두 번째 요인과 같은 맥락의
것으로서, 비록 피용자가 갹출료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부담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
미국에 해당하는 요인으로서 넷째, 고용주에 대한 經驗率(experience rate)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제도를 피용자 갹출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여기서
3)
경험률이란 고용주의 실업발생 경험에 따라 갹출료율을 변화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피용자 갹출에 적용하게 되면, 결국 피용자가 스스로의 실업을 조정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경험률의 존재하에서 피용자의 갹출부담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레자(1984)의 네 가지 주장 중 갹출료의 고용주 부담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인은
첫째와 넷째로 축약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의 요인이 비자발적인 것이
확실히 판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용자의 일부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주석 1) George E. Rejda,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Prentice-hall Inc., 1984, pp.
366∼367.
주석 2) 이에 관한 논의는 Edger K. Browning and Jocqueline M. Browning, Public Finance and the
Price System, 3rd ed., macmillan, 1987, pp. 396∼398 참조
주석 3) 경험률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第3節 資格要件
고용보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업급부 수급을 위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실직 전에 일정 고용기간 이상 고용되거나 일정 임금수준 이상을 가득하여야
하면 일할 能力(ability to work)과 意慾(willingness to work), 그리고 일할 수 있는 狀態(availability
for work)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험급부의 수급자격자는 수급의 부적격
요건(disqualification)에 의하여 급부를 제한받게 된다.

1. 資格期間과 資格所得
고용보험의 목적은 피용자가 직장없이 비자발적 실업에 처해 있을 때 피용자에 대한 급부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급부자격을 만족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피용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되어 있는가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피용자들이 일정 고용기간 동안 고용을 했는가,
정상적인 임금을 받았는가, 일할 능력과 의욕,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조사하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가 노동력 인구에 포함되어 있고 직장을 얻을 경우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론적으로 직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피용자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그는 실업의 위험에 당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자격기간은
무엇보다도 실업위험에 대한 보험급부의 재원보전에 관련되어 필요하다. 즉, 실업 이전의
고용기간 동안 최소한 액수의 갹출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으면 단기적 혹은 주기적 고용의 많은
피용자들이 실업급부를 수급받으려 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에 의하여 임금손실을 입은 선의의 피용자들에 지급될 보험기금의 유출을 낳게 되어
보험재정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일정기금을 안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고용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가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격소득과 자격기간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게 자격기간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기간의 자격소득은 첫째 정액소득으로 하는 방법, 둘째 주당급부의 일정배수로하는 방법,
셋째 일정기간 임금의 일정 배수로 하는 방법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방법은 개인의
임금수준이 높게 되면 쉽게 자격소득에 도달할 수 있으며,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정액소득을
법률상으로 인상시켜야 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둘째의 방법은 수급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급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첫째와 마찬가지로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근로자보다 쉽게 수급자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셋째 방법은 일정 기간동안
상대적으로 고용기간이 적은 피용자들을 수급자격에서 쉽게 배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와 둘째는 미국의 일부 州에서, 셋째는 英國, 美國의 다수 州에서 채택하고 있다.
자격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일정 週數 이상을 고용될 것을 요구한다. 자격기간의
설정은 자격소득의 설정보다 더 제한적인 요건으로 자격소득의 경우는 임금수준에 따라
자격기간이 다양해지는 대신 자격기간의 경우는 모든 피용자가 똑같은 고용기간을 요구받게
된다. 자격기간만을 요구하는 국가는 일본(퇴직직전 12~6개월 고용), 캐나다(실업급부수급전년도
10~14주 고용), 미국(급부수급전 14~20주 고용), 이탈리아(최근 2년간 52주 보험가입),
스위스(최근 2년간 6~18개월의 고용) 등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다(부표 2-3 참조)

2. 일할 수 있는 能力과 일할 수 있는 狀態
앞에서 살펴 본 자격소득 및 자격기간에 관한 논의가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정식으로
참여했는가에 관한 확인절차였다면, 일할 능력과 의사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여부는
현재나 앞으로 계속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인절차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
기간동안 충분한 갹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실업급부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업급부가 항상 지급될 수 없다.
급부신청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매우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특정의 불구, 질병, 병약 등 신체적 상태나 그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내규에
의하여 혹은 그 자신의 선호에 의하여 특정직종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조건들이 만족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조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를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급부신청자들이 급부의 수급시에 給付支給地에 출두하여 건강상태를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개인이 비록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을 기피하는 경향의 급부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의 조사를 위해서는 개인마다 융통성
있는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이직을 하는 여성근로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판명될 수 없으므로 급부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수급자격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13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국가는 이 중 캐나다, 영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등에
불과하다.

3. 給付의 制限要件
이상에서 언급한 자격소득 및 자격기간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모두
만족된다고 해도 이들의 실업이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 되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우리는 給付의 制限(disqualification) 혹은 受給의 不適格 要件이라 한다.
실업급부의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부적격에
대한 근거는 대개의 국가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그 이유는 각국의 제도가 상당히 초기의
영국제도에 기초하여 있거나 혹은 영국의 이 부분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1) 영국제도에 따른 부적격이란 타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퇴직, 과실에 의한 해고, 적당한
직장제공에 대한 거부, 노동쟁의에 의한 고용상실, 제공된 직업훈련의 거부 및 부당한 급여신청
등이다. 이상의 조건 가운데 마지막의 부당한 급여신청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어서
급부의 감액, 급부의 일시적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된
부적격 요인은 처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타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퇴직은 어떤 일정의 이유가 있으면 급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피해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용자가 그의 직장을 떠날 만한 합리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그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면 그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타당한 이유는 급부신청자가 실업위기의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개인으로
행동했는가에 따라 혹은 실업의 상황이 필연적인 것이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유는 실직의 원인이 고용주측에 있을 경우를 규정짓는 경우가 많다.
둘째, 過失(misconduct)에 의한 解雇에서 과실이란 고용주의 이익을 경시한 고의적 혹은 의도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은 있을 수 없고 악의가 없는 단순한 태만 등은
과실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설령 악의가 있어도 태만으로부터 야기된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법의
적용에서 과실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본다.2) 일반적으로 과실에는 사내 법규의 위반에 의한 경우
음주작업, 기물의 탈취 등에 의한 실직이 이에 속한다.
셋째, 적당한 직장제공에 대한 거부는 일반적으로 직업안정소의 직장알선과 관련하여 발생된다.

즉, 직업안정소는 그들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구직요청이 있을 경우 실업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게 된다. 고용보험은 이들의 기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당한 직장알선을 거부할
경우 급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실직자가 적함한 직장을 거부함으로써
발생되는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넷째, 노사분쟁에 의한 실업에 있어서 노사분쟁이라 함은 파업과 직장폐쇄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노사분쟁 자체가 급부의 자격정지의 원인은 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폐쇄에
3)
의한 실업이 급부자격의 상실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이
고용주가 행한 행위로부터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부의 지급제한을 할 수
있는 노사분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어느 쪽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피용자들이 임금 혹은 작업환경을 향상 및 인상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이는 파업에
속하며, 고용주가 임금을 낮추려 하거나 피용자의 환경을 악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직장폐쇄에
속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고용보험에서 노사분쟁에 의한 실업을 정의하는 데 절대적인
4)
영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네 가지 요인 외에 제공된 직업훈련 알선에 대한 거부, 부당한 급여신청, 퇴직급여 혹은
해고수당 등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등 각국마다 다른 기준의 급부수급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공된 직업훈련을 거부했을 경우 부자격이 되는 국가는 일본,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서독,
네덜란드 등으로 고용정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퇴직급여나
해고수당 등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자격상실 혹은 급부가 감액되는 국가로는 미국의 일부 주와
스웨덴이 있다.

4. 기타 受給資格
이외의 연금수급자격으로는 일정의 대기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정의 대기기간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개 실업급부 지급의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을 얻기 위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업 즉시 급부가
지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구직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예 ; 미국의 경우)은 일반적으로 고용사무소에 의한
직장알선이 실업자에게 충분한 직장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직장을 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업자에게 지나친 구직 노력을 강요할 수 있고
실업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용보험의 목적에 따르면, 모든 실업자들은 실업급부의 수급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에서 언급된 고용보험의 부적격 요건들은 사실상 고용보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부적격 요건을 설정하는 목적은 고용보험의 부보대상인 실업이 道德的
危害(moral hazard)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위해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보험급여가
지불되면 선의의 실업자에게 돌아갈 보험재정이 고갈될 뿐 아니라 이는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한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격 요인은 피용자의 고용에 대한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무절제한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업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석 1) P.R. Kaim-candle, Comparative Social Policy and Social Security : A Ten-Country Study, Martin
Robertson and Co. Ltd., 1973 : 安積銳二 他(譯), 「社會保障の國際比較」, 日本 : 言成信房, 1981,
pp. 176∼177.
주석 2) william Haber and Merrill G. Murray(1966), PP. 297∼299.
주석 3) 미국의 경우, 1987년 현재 23개 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주석 4) William Haber and Merill G. Murray(1966), pp. 305∼307, 혹은 Jerre S. Williams, " The Labor
Dispute Disqualification- A Primer and some Problems", Vanderbilt Law Revew, vol, Ⅷ, No 2, 1955, pp.
338∼375.

第4節 給付水準과 期間
실업급부 수준의 결정 및 실업기간의 결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은 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실업급부의 수준인데 그 이유는 이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급부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한도를 정하게 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연장급부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1. 給付水準
급부수준의 결정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최소한의 급부보상을 하는 경우와 충분한 급부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잇다. 각국의
평균임금에 대한 급부수준의 비율을 보면 아주 다양한데 프랑스의 경우 42%인 데 비하여
핀란드의 경우는 90%에 이르고 있다.(부표 2-4 참조).
일반적으로 급부수준이 낮게 책정되어져야 하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실업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보다 더 나빠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1)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합리성을 갖기 위하여는 정부의 결정에 다음과 같은 점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실업자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실업에 대하여
근로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이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낮은 급부수준을 고집하는 기본적인 假定은 무엇보다도 실업이 모두에게 당면한
재난이 아니라 개인의 약점과 도덕적 약점을 노출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실업자는 일을
싫어하고 윤리관이 결여된 사람 정도로 생각하므로 최소한의 급부만 지급되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 견해에 따른다.
반면, 관대한 급부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실업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것이며 실업의
상황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실업자의 입장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
물가상승을 늦추기 위한 정책이나 고용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기술진보정책에 의하여 실업상태에
빠져든다면, 이러한 이유로 실직을 당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경우는 실업이 자발적인 경우보다 비자발적인 경우로
보는 것이 많고, 실업을 직장생활에서의 실패라기보다는 개인적 불행에 의한 것으로 보는 쪽이 더
2)
많다. 실직자에게 관대한 급부수준이 주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업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견해에 기초한다. 따러서 사회적인 책임에 입각하여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1930년대 케인즈에 의하여 제창된 경제적 이유로서 전국적 지역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력을 유지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수준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설업급부가 지급되게 되면 반대의 효과를 낳게 되고, 사실상 실업을 더욱 유발시키게
된다.
셋째, 높은 수준의 실업급부는 경우에 따라서 생산성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
산업구조의 재편성은 노동의 잉여를 낳게 되며, 피용자들의 직장과 생계를 위협하게 되어 재편성
과정에서 그들의 협력보다는 저항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충분한 실업급부의 제공은
생산방법이나 새로운 노동력 재배치 계획의 선택에서 그들의 저항을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가 발달하고 산업화됨에 따라 실업급부의 수준은 점차 상승해 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실업이 피용자의 도덕적인 책임에 기인한다기보다 사회의 구조적 책임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실업급부의 수준은 사회의 발달정도 및 산업화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소의 급부수준을 설정하는 다른 이유는 실업자를 보조하는
재정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업률을 낮게 유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베커(Joseph M. Becker)는 급부의 합당성에 대한 기준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3)
첫째, 급부는 임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급부수준과 생계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셋째, 급부 수급자들이 사회부조의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필요불가결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급부의 결정에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데 항상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급부수준의 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재, 표준소득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경우(미국, 서독, 일본, 프랑스 등) 둘째, 일정액으로 결정되는 경우(이탈리아 등) 셋째,
첫째와 둘째의 혼합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영국, 핀란드 등) 셋째, 첫째와 둘째의 혼합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영구, 필란드 등)가 있다. 각 국가의 급부수준은 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가족수에 따라 附加的 給付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급부의 최저
한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급부의 지급에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국가도 대부분이다.
최초의 고용보험인 영구의 제도에서의 실업급부는 정액제였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임금의
격차는 매우 다양하며 같은 분야에서도 다른 기능간의 임금격차도 컸기 때문에 모든 실업자에게
정액의 실업급부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계층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소득비례의 실업급부제가 도입되었다.
소득비례의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급부의 산출근거는 근로기간중의 주당소득에 기초할
것인가 혹은 분기별 소득에 기초할 것인가, 연가소득에 기초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에 즈음하여 피용자의 임금수준은 많은 변화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급부 산출근거도 주당소득, 분기별 소득 혹은 연간소득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합리적
임금기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급부의 최고 한도는 일반적으로 일정액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라 실업자들이 수급할 수 있는 급부의 한도는 실질적 소득의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급부의 최고 한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급부의 최고 한도 인상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인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간 평균소득 등 일정의 기준에 따라 최고 한도를
가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급부의 결정에 있어서 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수에 대한 실업수당에 관하 문제 및
연장급부의 결정 등에 관한 문제 등이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각국의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계속하도록 한다.

2. 給付期間
급부의 결정에 있어서 급부수준 못지 않게 중요한 다른 측면은 급부기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 일정의 소득을 실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직기간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경우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급부기간은 당연히
실직기간 전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고용보험에서의 실업이라 함은, 단기적이고
제한된 기간동안에 당면한 고용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실업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적 보험이 아니라 단기적
보험이며 단기적으로 급부가 지급된다. 이것이 바로 고용보험에 있어서 최대급부기간이 설정되는
이유이다.
최대급부기간의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없다. 최대급부기간의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4)
사항은 실직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직자는 더욱 고용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업급부가 지급되는 실직기간을 줄임으로써 구직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대급부기간은 실업자들이 곧 재고용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기간은 각 국가의 경제상황,
산업구조, 고용구조 등에 따라 다르다.
각국의 고용보험법에서 최대급부기간은 모든 실업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실업자가
일정 기간동안 얻은 임금액이나 고용기간, 나이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 대부분의 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국가는 일본, 캐나다, 서독 등이다. 양자의 절충형으로서 일정기간 지나면 급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스위스 등이 있다.
급부기간을 가변적으로 할 것인가 혹은 고정적으로 할 것인가는 제도의 발생초기부터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가변적 급부기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고정급부기간은 다른 모든 모험의 성격과 더 일치한다. 거의 모든 모험에서
개인은 그들이 갹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손실이 완전히 구분되며, 보험금액은 갹출전 기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갹출액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진다는 개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이 고용기간이 길수록 급부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보험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 고용주는 피용자가 고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실업급부에 더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부기간은 실직전 고용기간에 비례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실업이 '고용주의 책임'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특히 미국에 있어서, 거의 모든 주가 가변급부기간제를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거의 고용기간이 길수록 더 긴 급부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본다. 피용자의
갹출이 있을 경우 이러한 논리는 더욱 절대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용자의 갹출이
없다면 급부기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짧은
고용기간을 가졌던 실업자들은 고용기간이 길었던 자들보다 저축이 적을 것이므로 더 긴
급부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은 사실상 실업으로 발생되는 欲求와 社會的
適合性(soicial adequacy)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 공평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정적 급부기간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있은 가변적 급부기간에 대한 논의에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실업자가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부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실직상태의 실업자에게 더 큰 안정을 준다. 둘째,
고정급부기간은 급부신청자에게 실업급부의 이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셋째,
고정급부기간은 고용주로부터 정보와 회계자료, 급부기간 산출작업 등이 적게 요구되므로
관리운영이 쉽다.
이상의 양 제도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쉽게 어떤 급부기간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급부기간이 적합하게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給付消盡率(exhaustion ratio)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12개월 동안 1차적 급부지급에 대한
급부소진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높을 것이다. 이
지표는 급부기간을 조정하는 좋은 指標라고 본다.

3. 給付期間의 延長
일반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면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정규급부를 소진한 실업자들은 더
이상 실업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부는 받을 수 없는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사실상 고용보험의 존재가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규급부를 소진한 실업자의 증가는 그들의 장기적 실직상황을 보호받기 위하여 더 긴
급부기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경기에는 잠정적으로 급부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제2장의 고용보험의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20년대 영국의 경험이나 1958년도의 미국의 경험들이 바로 이러한 연장급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부기간의 연장방법에는 고용보험에 의한 연장(미국, 캐나다 등)과 失業扶助에 의한
연장(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등이 있다. 전자는 연장급부를 고용보험의 재원에 의하여 조달되나

후자는 사회부조의 차원에서 보험재정과 관계없이 국가재정에 의하여 지급된다. 이 경우는 우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이 고려될 것이며, 강제적인 실업을 노사 자체의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는 견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연장급부는 수시로 정규급부의 소진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혹은
지방단위의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을 때 정규급부를 소진한 실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보통이다(캐나다, 미국 등) 한편, 이와 같은 연장급부의 재원조달은 정규급부와 같은
기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국에 대한
고용보험의 분석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주석 1) 安積銳二 他(譯)(1981), p. 174l.
주석 2) 安積銳二 他(譯), p. 174.
주석 3) Joseph M. Becker, S.J., The adequacy of the Benefit Amount in Unemployment Insurance,
Michigan :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61, P. 64.
주석 4) 이와 같은 사실은 실업자에 대한 통계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
1957∼63년 사이에 실직자는 연간 27주 이하의 실업기간을 85%가 가졌는데 이중 1∼4주의
실직기간을 가진 비율은 전체의 30∼50% 정도였으나 15∼26주의 실직기간을 가진 비율은 전체의
약 20% 정도였다(William Haber and Merrill G. Murray(1966), p. 201.).

第 5 節 管轄機關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운영에 관하여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전국에 敬在해 있는 전체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대한 행정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고용보험은 무엇보다도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용안정소 혹은
직업안내소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관리 행정사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도입은
고용안정소의 정비 혹은 전국적 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국가, 특히 덴마크의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관리행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용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기관이
운영을 담당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실업의 문제가
노동에 관련되므로 노동성의 소관으로 하는 경우(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독일 등)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사회보장성에서 관리하는 경우(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이다.
전자의 경우는 실업의 문제를 고용과 동일한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노동성의 고용대책은 실업을 줄일 수 있으며 고용대책의 범위내에서 하나의 제도로
고용보험이 운영된다. 이와 같은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독일 등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실업문제를 고용과 달리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여 노령, 산업재해, 질병 등
다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급부와 일관성 있게 조정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건강 상실에 의한 실업,
노령에 의한 실업, 産災에 의한 실업 등 사회적 위험 가운데 이중적인 사회보장 혜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급부만 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의 관할에 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사회보장 역사가 어떻게 흘러 왔는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성에서 일원화되어 왔다면 후자가 더 선호될
것이며, 각자의 사회적 위험이 각 해당 부처에서 담당해 왔다면 전자가 더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일천한 경우에는 이의 선택에 보다 산중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第 6 節 結語
이상에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이 가질 수 있는 형태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고용보험의 성격은
실업이라는 목적물을 담보하는 단기적 보험이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을 담당하는
현대사회의 필수적 존재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마련은 물론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고용보험의 다섯 가지 유형도 물론 고용보험의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의 확립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는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른
도입방법의 설정이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고용보험은 경기의 기복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정착되어 왔다. 따라서 제 2장에서 언급된 고용보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고용보험의 정착은 많은 시일을 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각국의 고용보험의 유형은 <부표 2-1>∼<부표 2-5>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는 각국의 고용보험
유형을 1978년 기준으로 정리한 延河淸(1981a)의 부록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연구의 부록과
비교함으로써 1978년과 1987년 기간의 제도적 변화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第4章
外國의 雇傭保險制度
본장은 제3장에서 살펴 본 고용보험의 유형에 따라 우선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된 영국과 미국,
일본, 독일의 현행 고용보험을 차례로 밀도있게 분석한다. 본장에서의 고용보험은 현행제도와
노동시장에 관한 분석에 중점을 두며, 각국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혹은 배경에 관하여는 제2장을
참고할 수 있다.
第 1 節 英國의 雇傭保險
영국은 1911년 세계 최초로 공적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920∼30년대에 걸친 세계적
불황에서 실업자수의 대량증가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갹출과 급부의 밀접한
대응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보험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장기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失業扶助制度를 1934년 도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 국민보험법이 새로 성립되고 여기에 고용보험이 흡수되어 실업급부가 지급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국민보험제도의 실업급부는 고용보험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실업부조제도는 국민부조제도내에 실업에 의한 보조급부로 재정비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완전고용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실업의 성격이 변하였다. 즉,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구조적․마찰적 실업의 비중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부제도를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1965년
剩餘人員整理手當(Redundancy Payment)을 도입함과 함께 1966년 현재까지 정액급부였던
실업급부에 소득비례급부를 첨가하였다.
1960년대말부터 실업자수의 급증, 불황의 장기화로 장기실업자의 수가 증대하여 국민보험에
기초한 실업급부를 소진한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업의 曼延이 70년대에
계속되자 이에 따라 국민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9년 대처(Margaret H. Thatcher) 政府는 정부의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대규모의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2년 실업급부의 소득비례제를 폐지하고 실업급부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1. 失業構造의 特徵

영국의 실업자수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처정권의 등장 이후 3년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서 보는 실업자수는 1982년 10월에 개정된 실업자 정의에 따른
것으로서 실업급부사무소에 대한 급부(국민보험에 기초한 실업급부, 보조급부, 국민보험갹출금
면제) 신청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것이다.
이 시기에 영국의 실업자들이 급증했던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 첫째,
경제불황에 의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이 진행되어 이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둘째, 민간서비스부문에서 고용이 확대되어 왔으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다수는 고용이 불완전한 여자 半日制 근로자였다. 셋째,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기회가 크게 감소하였다. 넷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상승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노동공급의 급증하였다.
영국의 失業構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여성의 직장진출을 반영하여 여성실업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표 4-1 참조). 그러나
여성실업률은 남성의 경우보다 하회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여성실업자가 실업급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실업자를 실업급부신청자에 한정하는 현재의 定義하에서 이러한
여성실업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4-1> 실업자수1) 및 실업률2)의 추이

또한 여성근로자들은 실업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의 실업률보다 통계상 낮다고 해서 이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둘째,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25세 미만의 저연령 실업률이 다른 연령계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표 4-2 참조). 더욱이 이 숫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저연령 실업대책에 대한 참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이 포함되면 실업률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1988년 10월 현재 영국은 25세
미만의 저연령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 가운데 28.6%에 이른다. 저연령층에 실업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수준이 낮고, 현재 영국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수준은
점차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력이 낮고 직업 경험이 부족한 저연령
실업자에게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따라서 직종별로 보면 실업자는 반숙련 및 미숙련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실직기간에 있어서 25세 미만의 저연령 근로자의 실직기간이 대개 짧은데 반하여 55세
이상의 고연령 근로자의 실업기간은 길다는 것이다(표 4-3 참조). 그러나 남자는 44.5%, 여자는
30.8%에 달하며 영국의 장기실업자수는 전연령층에 관하여 보아도 1986년 현재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콜리지-바톨로뮤(M. College and R. Bartholomew,
1980)와 화이트(M. White, 1983)에 의하면 제조업 가운데 구조적 불황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장기적인 실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45세 이상의 실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무한
직장을 해고당한 이후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장기 실업자로 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35세 미만의 장기실업자에 있어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직업을 바꾸어 온 근로자가 많고 전직의
과정도 점차 나쁜 곳으로 직장을 이전하여 이미 재취업의 길이 막힌 경우도 많음을 보이고 있다.2)

<표 4-2> 연령별 실업률(1983. 85. 88)

<표 4-3> 연령별 실업기간 비율(1986. 89)

마지막으로 이외에 영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인도제도나 아시아제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 소수 인종 2世의 실업문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지역별 실업률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서 구조적 불황업종이 집중된 지역(잉글랜드 북부와 북서부,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은
실업률이 높고 하이테크 産業이 서서히 대두된 지역(잉글랜드 남동부, 이스트 앵글리아, 남서부
지역 등)은 실업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영국의 실업문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고용보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 雇傭保險制度(國民保險의 失業給付制度)
영국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은 국민보험에 가입한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간의
고용보험급부가 소진되면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보조급부를 수급받는다.
그리고 2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한 18세 이상의 피용자가 '잉여인원의 발생'을 이유로 해고될 경우
잉여인원정리수당을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본항에서는 고용보험제도를 제2장에서 살펴
본 다섯 가지의 유형에 따라 우선 분석하고 영국의 제도에 있어서의 특징을 살펴 본다.
가. 적응대상
영국의 실업급부는 국민보험의 범주에 속하므로 적용대상은 국민보험의 적용대상자와 일치한다.
국민보험의 적용대상자는 16세 이상 65세(여자는 60세) 미만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당소득 38파운드 이상 稼得하는 자이다. 1985년 현재 국민보험에 갹출을 하는 근로자수는 약
2,360만명에 이른다(표 4-4 참조). 다른 나라에서는 공무원이나 자영업자를 일반적인 피용자와는
별도의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국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단일제도로 운영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수의 추이는 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 1911년 제도의 시작
초기에는 건설업, 조선업, 철물, 기계업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근로자가
가입대상자로서 200만명이었으나 1916년 군수품공장 근로자와 화학․피혁산업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로 가입자수는 370만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20년에는 농업근로자와 가사근로자를

제외한 16세에서 65세 사이의 근로자에도 모두 확대 적용되었다. 즉, 영국의 고용보험은 이미
1920년대에 皆保險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고용자 구성과 국민보험갹출 고용자의 추이는
<표 4-4>와 같다.
나. 비용부담
영국의 고용보험은 국민보험의 일부로서 퇴직연금, 질병보험, 장애보험 등과 함께
국민보험료로서 징수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재원조달측면은 국민보험의 갹출방식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보험에서 실업급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다르나 약 4∼8%
정도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급부내용에 관

<표 4-4> 영국의 고용자 국민보험갹출과 현황(1983. 85)

한 분석에서 다시 언급한다.
국민보험의 보험료는 最低所得額(lower earnings limit : LEL)이상의 자에게만 부과된다. 이
최저소득액은 남자근로자 평균임금의 20∼25% 수준이며, 독신자에 대한 퇴직기초연금액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198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소득액은 주 38파운드로 되어 있다. 즉,
국민보험의 재원조달은 주 38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로부터 조달된다.
영국의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으로서 최고소득액(Upper earnings limit : UEL)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저소득액의 7배 정도로 결정되며, 남자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1987년 4월부터 이 금액은 주 295파운드였다.
국민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의 형태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제1종은 피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노사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다. 1985년 10월까지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소득이 낮은 자에게는 낮은 보험료율이 부과되는 누진율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이 낮은 젊은 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려되었다.
1986년도의 1종 보험료율은 <표 4-5>와 같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주당 소득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소득이며 소득이 주 38파운드를 넘으면 그 이하의 소득에 관하여도 보험료 갹출의 의무가
부과된다.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초과하면 피용자는 보험료를 갹출할 의무가 없으나
고용주는 갹출을 해야 한다. 이 표의 괄호는 연금보험의 적용제외된 자의 보험료율이다.3) 이 1종

보험료는 內國稅廳(Inland Revenue)의 세무서를 통하여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고 있다.
제2종 보험료는 2,075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정액의 보험료이다.
1986년 현재 이 금액은 주 3.75파운드이다. 이 보험료는 다음에서 언급될 제3종 보험료와
마차가지로 우체국에서 印紙를 구입하여 보험료에 첨부함으로써 납부되나, 은행에서의 납입도
인정된다.
제3종 보험료는 임의로 납부될 수 있는 정액의 보험료로서 1986년도 금액은 3.65파운드였다. 이
보험료를 갹출한 자는 최저소득액(LEL)에 관련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급부,
미망인급부, 아동수당 및 사망일시금만 지급된다. 따라서 실업급부와 관련이 없다.
제4종 보험료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로 1975년부터 도입되었다. 1986년도의 보험료는
연수익 4,45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단 14,820파운드 이하)에 6.3%를 곱한 금액이다. 이
보험료는 내국세청에 납입되며, 이 보험료의 납부에 따른 특별한 급부는 없다.
실업자, 출산수당 수급자, 취업불능자, 21세미만의 학생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 면제가 인정되어,
이들에 대하여는 최저소득에 관련된 제1종 보험료를 갹출한 것으로 본다.
제1종 보험료에 있어서 최저소득액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25%라고 가정하면, 1986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은 주 152파운드라고 추정된다. 즉, 평균소득의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국민보험료율은
노사 합하여 19.45%가 된다. 국민보험의 지출 가운데 고용보험의 비중이 약 4∼8%임을 가정할 때,
영국의 고용보험만을 위한 보험료율은 총임금의 약 0.8∼1.6%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표 4-5> 제1종 보험료율(1986)

영국의 국민보험은 다른 나라의 연금보험과 같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고용보험 역시
부과방식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용보험이 일정의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성격이다.
다. 자격요건
실업급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다음의 갹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급부청구 이전의
각 租稅年度(tax year)에 있어서 주최저소득액(LEL)의 25배에 상당하는 제1종 보험료를 지불하고
둘째, 실업개시 직전의 조세년도에 있어서 주최저소득액의 50배에 상당하는 제1종 보험료를
지불했거나 혹은 지불했다고 인정되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될 경우는
처음으로 신청자에게 실업급부의 자격이 발생하고,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될 경우는 완전한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다.
급부수급시 급부신청자의 상태에 관한 조건으로는, 첫째 일할 능력이 있고, 둘째 피용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셋째 16∼17세의 실업자 경우 숍센터(Shop Center)나 캐이러
센터(Career Center)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자는 고용성에서 관할하는 실업급부사무소에 실업급부를 신청하며, 급부 신청은 계속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주마다 갱신된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최고
6주까지 급부가 지급 정지된다 ;
첫째,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사유에 의한 퇴직
둘째, 과실에 의한 실업
셋째, 실직기간 동안 제공된 적당한 직장을 거부하는 경우
넷째, 실업급부를 수급한 후에 필요한 면접을 거부하고, 또한 권고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한 경우
다섯째, 노사간의 분쟁에 의하여 실직한 경우로서 분쟁이 계속되는 기간
이외에 실업급부의 신청자는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상병급부, 장애급부, 重度障碍者手當,
戰復手當, 노동재해의 장애연금, 공적 퇴직연금 등을 받으면서 실업급부를 받을 수 없다.
60세에 달한 자로서 주당 35파운드 이상의 기업연금(영국에서는 戰域年金이라함)을 수급받고
있는 자는 연금의 35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업급부액이 감액된다. 단,
잉여인원정리수당4)에 있어서는 감액되지 않는다. 介護手當, 公的介護手當의 경우는 실업급부를
받을 수 없다. 출산수당을 받고 있는 여성은 취업능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 역시
실업급부는 수급할 수 없다.
실업급부를 신청하는 기간에 있어서 수급자는 보험료 갹출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2주다마 실업급부사무소에 그 뜻을 보고하면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갹출을 면제받게 되면 앞에서 언급된 보험급부의 신청자격을 만족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다.
실업급부의 자격요건으로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피용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다. 이를 위하여 실업급부사무소는 급부신청자가 할 수 있는 근무형태,
의지, 고용에 대한 선호 등에 관하여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1947년 이후
1982년까지 비슷한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신청자들은 어떤 형태이든 全日制 고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답변에서 부정을 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며, 긍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 없이 급부신청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입증할 더 나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5)
고용보험의 수급자 추이는 <표4 -6>에서 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부의
수급자수는 물론 전국민에 차지하는 비율까지도 계속하여 증가해 왔다. 1950년도부터
1986년까지의 36년간 고용보험 수급자는 매년 8.91%씩 증가했으며 특히 1980년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부터 1980년까지의 증가율 역시 4.25%임을 볼 때 실업급부의
수급자수는 퇴직연금급부를 제외한 국민연금급부의 수급자수보다 크게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1950년대 이후 경기가 지속적으로 불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나
제도의 실업급부자격이 점차 완화되고 급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道德的 危害에 의한 실업증가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탈과 진입이 잦은 여성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던 것도 한 이유로 보인다.

<표 4-6> 국민보험의 수급자수의 추이

라. 급부내용

1979년 대처정권은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규모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한
결과 1982년 1월부터 실업급부의 소득비례급부가 폐지되었고, 같은해 8월부터는 실업급부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었다.
1986년 7월 현재 남자 65세, 여자 60세 미만인 자의 경우 주 30.80파운드의 일률적 수당과 주
18.20파운드의 성인부양가산금이 지급되고 있다. 최근 실업급부의 변화는 <표 4-7>과 같다.
6)
1985년 현재 피용자 주당임금은 141파운드 로서 독신자 실업급부수준은 약 20% 정도이며,
사회보험의 다른 급부인 퇴직연금 급부의 약 80%이다.
남자 65∼70세, 여자 60∼65세의 퇴직하지 않은 고령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실업급부가 지급된다. 이 경우 1986년 7월 현재 독신자에 대하여 주당
38.70파운드, 성인부양가산금으로 주당 23.25파운드가 지급된다. 이것은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시점에서의 퇴직연금급부와 같다.
<표 4-7> 주당 사회보장급부의 변화 추이

두 번째 갹출 자격요건인 실업개시 직전의 租稅年度에서 주최저소득액의 50배에 상당하는 제1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규급부액은 감액된다. 또한 제1종
보험료를 주최저소득액의 25배(37.5배)를 지급한 경우에는 정규급부의 50%(75%)가 지급된다.
실업급부에는 1984년까지 부양아동가산금도 포함되었으나 兒童給付(Child Benefit)가
도입됨으로써 동년 11월 폐지되었다.
국민보험의 실업급부를 만료한 자, 혹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 전일제의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생활의 필요경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資産調査(means test)를 한
후 보조급부가 지급된다. 또한 실업급부를 수급받고 있는 자도 그 급부액이 생활필요경비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이 보조급부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 가운데 보조급부를
수급받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고용보험급부가 이미 소진된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계속 급증하는 것과 또한 직업경험이 없거나 짧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저연령층이나
부인의 실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7). 보조급부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별도의
분석을 하기로 한다.

3. 補助給付
보조급부(Supplementary Benefits)는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빈곤자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의 하나이다. 敎盆法의 긴 역사를
가진 이 제도는 1948년 國民扶助法으로 바뀌고 1966년 현재의 보조급부제도로 개혁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상당히 많은 빈곤자의 생활이 최저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되고 있다.
현재 이 제도에 의한 급부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금수급연령 이상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연금, 둘째 연금수급연령 미만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수당 그리고 셋째 특별한
8)
욕구(need)에 대한 일시금 등이 있다 . 이 중 세 번째의 실시금 급부는 1980년의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즉, 이 급부는 보조연금이나 보조수당의 수급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수당이다.
가. 수급자격
보조급부의 신청자격은, 첫째 원칙적으로 16세이상의 개인일 것, 둘째 영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
셋째 전일제 취업을 할 것. 넷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할 수 있을 것, 다섯째 자력조사가
이루어질 것 등을 들 수 있다.
첫째의 16세 이상의 경우 신청자가 연금수급연령 미만 남자 65세, 여자 60세이면 보조수당이
지급되며, 연금수급연령 이상이면 보조연금이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이 65세 이상이면

보조연금이 지급된다.
둘째, 국내거주에 관한 조항에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 4주에 한하여 급부가 지급된다.
셋째, 전일제 취업에 있어서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의 피용자 혹은 자영업자들은 전일제
취업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일제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① 가정에서 통상적인 가사를 돌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정에 고용되어 그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이 경우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해야 함)
②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MSC(Manpower Service Commission)의 훈련과정에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③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자로서 수입이 일반 개인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경우
전일제 취업에서 이직한 직후에는 연금수급연령에 달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일정기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피용자였던 자는 최후로 수취한 급여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며, 자영업에 종사했던 경우는 14일간이다. 급여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경우는
각자에 해당되는 기간의 합계로 한다. 급여에는 휴일급이나 사전통고에 의한 해고수당도
포함된다.
새로이 직장을 가진 후에 최초의 임금지불일까지 최장 15일간은 보조급부가 지급된다. 이것은
보조급부의 목적을 고려하여 편의상 前佛로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초의 임금지불일이
15일 이상 후에 오는 경우 급부는 연장되나 이 연장분은 반드시 상환되어야 한다. 보조급부의
대기중에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경우에도 최초의 임금지불일까지의 기간으로부터 대기기간의 남은
날짜를 공제한 일수분의 급부가 지급된다.
넷째, 일정의 조건에 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보조급부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반일제 취업자도 전일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취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2주마다 실업급부사무소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서명을 함으로써 대체된다. 이것을
기피하였을 경우 물론 급부의 지급은 금지된다. 16세와 17세인 저연령 실업자들은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될 뿐 아니라 지방의 직업센터(Career Center)에 등록을 해야 한다. 18세 이상은 이
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취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는 우선 취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취업이란 임금이 지불되는 피용자로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을 말한다.9) 그리고 보통 주당 최저
30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 신청자가 장애자인 경우는 그 장애의 성격에 따라
30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력조사는 소득과 자산의 두 종류에 관하여 이루어진다. 소득에 관한 조서는 급부
수급자격의 유무 환경뿐 아니라 급부지급액의 산정과도 관련된다. 소득조사의 소득의 개념에는
가득수입, 사회보장급부, 부양비 등이 있으며 소득종류에 따라 전액 계산되는 것과 부분적으로
계산되는 것, 전액 계산되지 않는 것이 있다. 자산이나 투자적 재산이 1983년 현재 3,000파운드
이상이 있으면 보조급부의 수급자격은 없다. 자산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소유도
포함된다. 즉, 자녀의 소유자산을 포함하여 3,000파운드를 넘는 경우 감액된 보조급부를
수급받는다. 단, 자산 가운데 신청자가 거주하는 소유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득조사에 따라 주당 정기급부는 주당 필요비용 인정액과 주당 수입인정액의 차이로
결정된다. 여기에서 주당 필요비용 인정액은 일상생활비에 상당하는 것으로 식료품비, 광열비,
피복비, 교통비, 기타 잡비가 포함되며 주거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1986년 현재 보조급부 수급인구(배우자나 피부양아동을 포함한 수)는 829만명으로 전인구의
14.6%를 점하고 있다. 이것을 1966년의 386만명, 전인구의 7.2%에 비교할 때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보장급부에서 보조급부 지출이 점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급자의 증가원인은 실업자, 특히 저연령 실업자와 戰親世帶의 급증에 있다. 실업에
의한 보조급부의 수급자는 1966년 17.9만명(전체수급자의 7.2%)에서 1986년 현재
212만명(전체수급자의 23.3%)으로 그 수치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4-8
참조). 국민보험의 실업급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대부분은 보조급부를 수급받고
있으며, 이들은 1986년 현재 전체실업자의 7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영국의 고용보험은 사실상
실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보조급부가 실업자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중대해 왔음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실업의 형태가 점차 장기화하고 있으며, 실업의 해소가

단기간 혹은 단기적인 정책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문제는 반드시 고용정책의 병행이 수반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게 된다.
나. 급부내용
실업급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당 필요비용 인정액과 資力調査에 의한 주당수입인정액의
10)
차이로 산출된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당급부지급액=주당필요비용인정액-주당수입인정액

<표 4-8> 보조급부 수급자수의 추이

여기서, 주당필요경비인정액=주당통상필요비용+주당가산적 필요비용 + 주당주걸필요비용
첫째, 통상필요비용은 일상생활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식료품비, 광열비, 피복비, 교통비, 기타
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비는 제외되어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이 비용의 기준액은
신청자가 부부의 경우와 독신자의 경우로 나뉘어 결정된다. 1986년 7월 현재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필요비용의 기준액은 48.40파운드이며, 독신세대주인 경우 29.80파운드이다.
신청자의 주당급부는 기본급부와 장기급부로 나뉜다. 장기급부를 받기 위하여는
보조연금수급자가 부부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1인이 60세를 넘어야 한다. 또한, 고용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속 52주간 보조급부를 수급받고 있거나 휴업보상급부, 重度障碍手當,
勞災年金, 戰復年金, 그리고 취업불능보

<표 4-9> 보조급부의 주 평균지급액

조급부를 수급받는 경우도 장기급부가 지급된다. 1986년 7월 현재 부부인 경우의 장기급부는
60.65파운드, 독신세대의 경우는 37.90파운드이다. 연도별 주당 통상필요비의 평균지급액은 <표
4-9>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년부터 1986년의 기간동안 실업자에 대한 보조급부는 전체
보조급부의 증가율보다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보조급부 가운데 보험급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주당평균급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주당
필요경비인정액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당수입인정액이 보험급부가 있는
경우의 실업자가 더 적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같은 기간에 실업보험자의 급부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4-7>에 따르면, 실업급부의 연평균증가율이 1976-87년의
기간동안 독신자의 경우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雇傭保險制度의 特徵
영국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은, 첫째 소득비례급부에서 정액급부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둘째
잉여노동력급부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가. 정액급부로의 전환
1960년 7월 보수당 내각이 제정한 국민보험의 개정은 段階的 年金制度(Graduated Pension
Scheme)를 실현하여 종래의 균일갹출을 기반으로 하여 부분적인 소득비례갹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제도는 장기보험급부로서의 소득비례였으며 단기보험급부인 실업급부나 상병급부에
대한 소득비례는 1960년 3월 법개정에 의하여 동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고용보험에서의 소득비례급부의 도입은 물론 급부수준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특히
이에 따라 노동력 유동화 정책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본다.11) 이와 같은 소득비례의 급부정책은
균일갹출․ 균일급부의 「베버리지」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영국 경제의 장기적인 정체에 따라
사회보장의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1966년 정액의 실업급부는 전년도 회계연도에 450파운드 이상을 취득한 전원에 대하여
소득비례의 보조급부가 지급되었다. 이 소득비례급부는 주당 평균수입(최고 30파운드 한도)이
9파운드를 넘는 초과분의 3분의 2를 지급률로 하여 12일간의 대기기간 이후부터 지불된다.
따라서 주 26.60파운드의 소득을 갖고 있는 표준적인 임금취득자의 경우 소득비례급부는
5.87파운드로 독신자의 경우 급부가 17% 인상되게 되었다. 단 소득비례에 의한 보조급부는

26주간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소득비례급부의 도입은 실업자에 대하여 정액에 의한 생계유지를 위한 급부라기보다
근대적인 소비자 사회의 欲求(need)를 만족시켜 준다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본다.
개인들의 주거사용료, 저당 및 분할구입 등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수입을 갖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이러한 계약은 질병 혹은 실업중에 의하여 갑자기 당면하는 소득의 상실에 직면하는
경우 쉽게 조정될 수 없다. 따라서 실업시의 불안이나 재정적 곤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부는
수입에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급부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 산업재편성의 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노동력이 갖을 사회적인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소득비례급부제도의 실시 이후, 영국 경제가 점차 약화되어 실업급부와 보조급부의 수급자가
증대되고, 실업자의 입김이 급부의 인상까지도 요구함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더욱
사회적인 부담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을 전후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실업과 빈곤에 대한 관계의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용성과 보건사회보장성의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부액이 빈곤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며 취업시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된다고 본다.12)
이에 따라 1982년부터 실업급부에서 소득비례급부가 폐지됨과 함께 급부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부의 소득대책율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낳았다.
나. 잉여노동력급부
영국의 1950년대 및 1960년대는 완전고용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실업의 성격이 변화하는
기간이었다. 즉, 이 기간동안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構造的 失業이나 摩擦的 失業이 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1965년 정부는 잉여노동력급부법이 산업의 재편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잉여피용자에 대하여 임금 및 근속기간 등과 관련시켜서 일시금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잉여노동력의 정리로 인한 노사관계의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산업의 재편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에서 '잉여노동력'이라 함은 일정의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있어서 사용자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정지되어 현재의 계약이 종료된 노동력으로 정의된다.13)
2년 이상 근무한 피용자는 임금의 2분의 1, 22∼41세까지는 임금 1주분, 45∼65세(여자는
60세)까지는 1.5주분에 대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상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근속기간은
20년이며, 매주 수입의 한도 이상은 보상급부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 급부는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급부는 단기간(2년이하) 근무와 저연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도록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잉여노동력급부는 사용자에 의하여 행해지나 1969년부터 사용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잉여노동력기금에서 잉여노동력에 대하여 지불된 급부의 반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다른 사회적 위험과 마찬가지로 잉여노동력급부의 반은 사실상 사회에 의하여 공동 관리되고
재원도 축적되나, 나머지 반은 잉여근로자를 발생시킨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은 미국의
제도에 있어서 경험률의 제도와 같은 유인을 갖는다고 본다. 더 높은 생산성을 목표로
산업재편성을 하여 잉여노동력을 발생시킨 기업과 거래의 감소가 잉여노동력의 원인으로 된
기업에 대하여 이 법률은 동일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이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같은
조건하에서 더 능동적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1960년 대에 있어서 이 제도는 영국의
산업재편성과 기술혁신을 자원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5. 管理運營制度
영국의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적 감독은 보건사회보장성(이하 '사회보장성'이라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고용보험이 국민보험의 일부로서 행하여지기 때문이며 이들은 주로
갹출과 소득조사에 대한 기록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 운영 및 급부에 관한
일반적 행정은 雇傭省에서 담당한다. 급부의 신청 및 지급은 고용성 산하 실업급부사무소에서
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용보험의 관리운영은 갹출 및 운용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실업급부의 갹출은 국민보험료에서 일괄적으로 갹출되며, 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성은 사실상
이들의 실업자 소득기록을 고용보험뿐 아니라 상해보험, 연금보험을 위하여 종합 관리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갹출에 따른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제도의 건실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1980년 3월 교용성과 사회보장성 합동으로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와 보조급부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시까지 사회보장사무소(보조급부)와 실업급부사무소(실업급부)로
나뉘어 있던 실업급부 사무를 후자에 일원화하고, 실업급부사무소에 실업급부를 신청한 자를
실업자로 하는 것을 권고하여 이 내용이 채택되었다.14) 이에 따라 취업이 요구되는 급부 신청자나
실업자의 경우 지역 실업급부사무소에 실업급부나 실업에 따른 보조급부를 모두 신청하게 된다.

6. 雇傭政策
실업의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고용의 부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실업에 대한 대책은 고용에 대한
대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단기적인 실업의 문제보다 장기적인 실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서는 그 부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없이는 실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의 근본적인 차이는 실업대책이 실업자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정책임에
대하여, 고용대책은 실업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실업의 출현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11년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1909년 직업소개소가 전국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이 제도
이전에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사업이 가끔 행하여졌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 장기간에
걸쳐서 완전고용이 지속되었으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원조정책(예를 들면 1967년
지역장려금제도)을 제외한 이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허용되지 않았다.
영국에 있어서 노동시장정책이 본격화한 것은 산업구조가 크게 전환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7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1970년 정권인 보수당 정부는 1971년 고용성으로부터 「고용서비스의
근대화」(A Modern Employment Service)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지금까지의 직업안정소를
숍센터(Shop Center)로 개칭하고, 직업소개 업무와 실업급부 업무를 분담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훈련행정의 확립을 위하여
1973년 「고용 및 훈련법」이 성립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정부와 노사 3자간의 대표로 구성된
MSC(Manpower Service Commission)의 고용성 내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후 MSC를
중심으로 직업소개서비스나 직업훈련서비스가 정비되고 더욱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고용대책이 계획되었다.
오일쇼크의 발생에 따라, 1975년 MSC는 고용기회창출계획(Job Cration Program)을 시작하여 24세
미만의 저연령 실업자 및 50세 이상의 고연령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구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78년부터 이것을 19세 이상의 성인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연령자고용기회사업(Youth Opportunity Program)의 두 가지로 나누어 후자에는 직업훈련을
겸하도록 하는 코스도 병설되고 있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1975년부터 잉여인원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고용보조금제도(Temporary Employment Subsidy)가 개시되고, 더욱이 1977년부터
노동공급제한책의 하나로 고연령자 조기퇴직장려금제도(Job Release Scheme)가 도입되었다.
1979년 집권한 대처정권은 노동자대책을 크게 저연령실업자대책, 장기실업자대책,
자영자개설지원정책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저연령 실업자대책으로는 1978년 도입된
저연령자고용기회사업을 1983년 저연령자훈련계획(Youth Training Scheme)으로 대체하고 1986년
현재 이것은 MSC예산의 약 40%를 점하고 있으며 다른 대책보다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15)
저연령자 훈련계획은 16세의 고등학교 졸업자 대부분과 17세의 실업자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미 취업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86년 현재
이 제도에서 16세의 참가자에게는 최초년도에 주당 27.30파운드의 수당(비과세임)이, 다음
연도부터는 주당 35파운드의 수당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1986년 10월 현재 35만명의
저연령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16)
또한 1982년부터 18세 미만의 미취업 경험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저연령자고용조치(Youth Worker Scheme)도 개시되어 임금보조에 의하여 저연령 실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치는 주급이 40파운드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저연령자를 고용한 경우 15파운드의 임금보조를, 또한 주급이 40∼45파운드로 그들을 고용한
경우에는 주당 7.5파운드의 임금보조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저임금노동을
장려하는 하나의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제도는 영국 경제가 정체에 있었던 원인이
고임금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여 저임금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강하여,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저임금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노동단체로부터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1983년에 시작된 저연령층훈련계획(YTS)이 정비되어 16∼17세 집단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저연령고용조치(YWS)는 이것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게 되어, 1986년 9월부터
저연령층훈련계획의 수료자로서 적당한 직장을 갖지못한 18∼20세의 저연령과 대상의
저연령층고용촉진사업(New Workers Scheme)으로 대체되었다. 이 사업은 20세 미만의 연령층을
주급 55파운드 이하로, 20세의 연령층을 주급 65파운드 이하로 고용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종업원
1인당 주 15파운드의 임금보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외의 저연령실업대책으로는 1973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회활동사업(Community Industry)이
있다. 이 제도는 17∼19세의 직업상 특별한 장애를 갖고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취로사업 가운데 임시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대상의 고용대책으로는, 1986년 7월부터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
숍센터에서 카운슬링 서비스로 제출발계획(Restart Program)을 실시하고, 재취업이 가능한
기업이나 직업훈련을 알선함과 함께 지역취로사업(Community Program)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지역취로사업은 6개월 이상 실업중인 18∼24세의 저연령자 및 1년 이상 실업중인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최장 1년에 걸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예를 들어 개간, 공원조성,
장애자나 노인의 지원 등)을 계획하고 이것에 참가하는 자에게 지역의 시세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고, 또한 훈련계획을 제공하는 것이다. 1986년 10월 현재 약 24만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17)
예산 규모도 MSC의 30% 가까이 정하고 있다.
이외에 18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본인을 대상으로 주당 80파운드 미만의 전일제 노동을 하는 경우
주당 20파운드의 임금보조를 지급하는 취업지원조치(Job Start Allowance)가 1968년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장기실업자대책으로는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를 지원하는
직업클럽(Job Club)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처정권은 실업자를 자영업자로 바꾸기 위하여 자영업개설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실업자를 한 명 감소시켜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것뿐 아니라 신설된
자영업자로부터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는 자영업을 개설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자문으로부터 은행융자의 보증에 이르기까지
각종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즉 소규모 경영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소기업서비스(Small
Firms Services)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 융자를 정부가 70%까지 보증하는 융자보증제도(Loan
Guarantee Scheme), 세제상의 부대조치를 통하여 소규모 경영에 대한 투자지원을 행하는
사업확장제도(Business Expansion Scheme) 등이 있다. 또한 1983년부터 실시된 자영업개설지원
수당제도(Enterprise Allowance Scheme)는 18세기부터 연금지급개시 연령까지의 자로서
고용보험이나 보조급부를 8주 이상 받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자영업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주당 40파운드의 수당을 그들의 급부와 대체하여 1년간(52주)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청하는 조건은 적어도 1,000파운드의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1986년 현재 약 6만 8,000명의
실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18) 이상의 영국 고용정책 및 이의 변화는 <표 4-10>에 요약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영국의 고용실업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 첫째, 정권 혹은 내각이
바뀔 때마다 노동시장정책이 자주 바뀌고 새로 도입됨에 따라 着尾一貫한 노동정책을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표 4-10>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지나치게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실업자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둘째,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내용이 항상 산업의 변화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이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고도의 직업훈련 등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교적 단순노동에 대한 훈련은 그다지

<표 4-10> 영국의 고용정책(1970년대 이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의 변화, 산업계의 필요에 의하지 않은 고용정책은 실업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최근 10여 년간의 적극적 고용정책 기간동안 영국의 경제정책은 긴축적 재정금융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노동수요를 사실상 억제하는 모순적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그들은 고용을
희생하여 물가억제에 주력하였다. 더욱이 제조업의 급속한 고용감소에 대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공공부문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이상의 요인들로 인하여 개개의 정책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사실상 고용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7. 結 語
영국의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일부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갹출제도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것이다. 즉, 실업급부의 지급을 基金化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년도의
보험의 수지를 맞추어 나가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재정은 악화되어 보험 갹출급여의 조정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바로
정액갹출․정액급부에서 소득비례의 갹출 및 급부로 제도가 전환되고, 다시 정액급부로 환원된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의 특징은 국민보험제도의 일부로서 고용보험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국민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의 제도로서 이 가운데 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운영이 국민보험제도내의 다른 제도에
의하여 제약을 받음을 의미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재정에 관한 자금을 공동 관리한다는
점에서 제도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두번째 사항에 관련된 문제로, 실업이 고용대책 등의 다른 제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운영이 이들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같은 줄기를 갖고 있은
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별도의 제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영국 고용보험의 성격에 대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용보험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국 특유의 사회보장 발전단계에서
나타난 성격이지 우리에게 항상 합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 언급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고용보험제도의 位相에 관한 비교분석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주석 1) 下平好傳, "失業保險勞動市場政策", 社會保障硏究所(編),
「イキリスの社會保障」,東京大學出版會, 1987, pp. 107∼108.
주석 2) M. College and R. Bartholomew, "The Long-term Unemployed : Some New Evidence",
Employment Gazette, Oct. 1983, pp. 9∼12 ; M. White, "Long-term Unemployed : Labor Market
Aspects", Employment Gazette, Oct. 1983. pp. 437∼443.
주석 3) 국민보험제도 내의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연금(혹은 직역연금)가입자에게
국민보험료를 감해 주고 있다.
주석 4) 이 제도는 1965년 산업재평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고려된 것으로, 기업의 잉여피용자에
대하여 일시금의 보상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관하여는 본절의 잉여노동력급부에서 다시
분석된다.
주석 5) U. K. Employment Gazette, March 1987, pp. 144∼146.
주석 6) COS(1987). P.256
주석 7) 下平好傳, "失業保險の 勞動市場政策", 社會保障硏究所(編), 「イギリスの社會保障」,
東京大學出版會, 1987, p.115.
주석 8) 一圓光弱, 『イギリスの社會保障論』, 日本 : 光生館, 1988, pp. 154∼155.
주석 9) 會原利滿, "補足給村", 社會保障硏究所(編),『イギリスの社會保障』,東京大學出版會,
1978, p.136.
주석 10) 보조급부는 정기급부, 단일급부(single payment), 긴급급부(urgent need payment)의 세
가지로 나뉜다. 단일급부는 일상생활비 이외의 예외적 욕구(needs),출산, 이사 등의 경우 지급되며,
긴급급부는 화재,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 지급된다. 따라서 실업에 관련된 보조급부는
정기급부이므로 본 연구는 이에 관하여 분석한다.
주석 11) 小出路男, "イギリスの社會保障", 佛部英男․福武直(編), 「世界の社會保障50年」,
全國社會保障協議會, 1987, p.196.
주석12) Departmant of Employment and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Payment of Benefits
to Unemployed People, HMSO, 1981.
주석13) 安積銳二他譯. 1981. p.181.
주석14) Department of Employmant and Departma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1981) 참조.
주석15) Manpower Service Commission, Annual Report, 1985/86.
주석16) U.K., Employmant Gazette, 1986. 10.
주석17) U.K., 앞의 책, 1986. 10.
주석18) U. K., 앞의 책, 1986. 10.

第2節 美國의 雇用保險
미국의 사회보험은 크게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
노령․유족․폐질건강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th Insurance: OASDHI), 그리고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자보상은 근로에 관련된 사고나
직업병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현금급부, 의료보호, 재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사망급부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되며 주정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된다. 그리고 OASDHI는 우리나라의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고용보험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상호보완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1932년 위스콘신주가 고용보험법을 통과시킨 후 1935년 사회보장법에 고용보험을 채용하는
주정부에 대하여 조세공제의 형태로 고용보험 도입의 유인을 제공하였다. 즉, 8명 이상을
고용하는 상업과 공업의 전체사용자에게 聯邦賃金稅를 부과하고 고용보험 갹출금의 최고
90%까지 연방임금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1937년까지 거의
모든 주정부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다.
州法에 의한 보험제도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의 기준이 요구된다. 즉, 급부는 공적인
직업안정소를 통하여 지불되어져야 하며, 또한 갹출이 시작된 후 2년 동안 급부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1) 현재에 있어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여러 가지 조항이
추가됐거나 변경되어 왔다.
미국의 고용보험은 여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모든 자치구와 주정부가 운영하는 연방주정부
고용보험과 대량실업의 기간동안 추가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연방주정부 연장급부, 퇴역자를 위한
고용보험, 연방정부 피용자를 위한 실험보험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연방주정부의 고용보험과
연장급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1. 失業構造의 特徵
미국의 실업은 1900년대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약간의 기복은 있었으나 거의
안정적이었다가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20%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이후 10% 이내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1987년 현재는 6.1%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을 남녀 구분하여 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남녀 모두 저연령자의
실업률은 중고연령자보다 거의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연령자 실업이 심각함을 보이고
있다(표 4-11 참조). 또한 白人과 非白人系의 실업률도 큰 차이를 보여서 비백인계의 실업률은
백인계 실업률의 2배에 가깝다(표 4-12 참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실업이 저연령층,
비백인계층에 집중된 문제임을 보이면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고용보험의
효율적인 운용 자체도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보인다.
미국의 실업자들의 실직의 원인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되어 집계되고 있다.
첫째, 해직자(job-loser)로서 이들은 비자발적 퇴직을 당하고 곧 바로 구직활동에 들어가거나
一時解雇(lay-off)에 의하여 실직을 당한 실업자들이다. 둘째, 이직자( job leaver)로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후 곧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이다. 셋째, 재진입자(reentrant)로서
2주 이상 전일제 직장에 취업하고 있었으나 구직활동 이전에 노동력 인구에서 제외된
실업자들이다. 넷째, 신진입자(new entrant)로서 2주 이상 전일제 직장에 근무한 근무자들로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들이다.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임시해고나 다른 경제적 요인들에 의하여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발적 실업에 의하여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신진입자나

재진입자는 실직상태에 있는 빈도가 높다. 이들은 노동력인구에 포함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갖은 여성근로자나 첫 직장을 찾는 저연령 근로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1988년 현재 약 46%의 실직자들은 해직자에 속하며, 약 14.3%는 이직자에, 26%는 재진입자,
12.3%는 신진입자에 속한다. 이와 같은 실직자의 구성비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 구성비가 변화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 구성비의 변화에
대하여는 <표 4-13>에서
<표 4-11> 미국의 성별․연령별 실업률 추이

<표 4-12> 미국의 인종별․성별 실업률 추이

<표 4-13> 원인별로 본 실업의 구성

살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었던 오일쇼크 이후의 1975년 실업자 가운데
해직자의 수는 가장 높았던 반면, 이직자의 수는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의 수나 실직의 원인 못지 않게 실직의 기간 역시 실업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은 그들의 성격에 따라 실직을 한 후 쉽게 구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실직기간은 경제상황에 따라 혹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실업에 따른 부담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실업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직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고용보험급부를 모두 소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결국
실직자 가계의 부채 증가는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표 4-14>의 실직기간에 관한 추이를 보면 1975년 이후 5주 이하의 실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로부터
마찰적 실업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15주 이상의 실직자 감소로부터는 구조적 실업의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실업문제의 해결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직업훈련 등을 통한 구조적
실업의 감소를 꾸준히 하면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정보망의 확충이 있어야 함을
쉽게 결론지을 수 있다.
<표 4-14> 실업자의 실직기간 추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분류해 보면, 첫째
흑인근로자․스페인계 인종․아시안 계통의 인디언 등의 유색인종과, 둘째 저연령자, 셋째
고령자, 넷째 여성가장의 가족, 다섯째 단순기능과 저학력 근로자등이 된다.
첫째, 유색인종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업률은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4-11 참조). 이들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서는 그들이
높은 실업률을 낳을 가능성이 많은 단순기술, 저임금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
외에 고급직종에 있어서의 인종적 차별이나 차별적 고용 등도 높은 실업률의 이유가 된다. 또한
이들은 학업중도포기율도 높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기회도 부족하다.
둘째, 저연령자(16-19세)의 실업률 역시 다른 연령계층의 실업률보다 3배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높은 실업률은 ①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限界收入生産(marginal revenue
product)이 낮은 곳에 이들에 대한 고용을 기대하도록 하는 요인이 있으며 ② 이들이 아직
학령층에 있으므로 노동력시장에 대한 진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며 ③ 많은 주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저연령 노동에 관한 州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그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직장의 임금이 낮고 근로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므로, 더 나은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실업에 머물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셋째, 고연령자들은 일단 실업에 직면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공서열 등에 의하여 그들의 직장이 보장되는 경향은 있으나 실직기간은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더 길다. 이들의 실직기간이 긴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자동화나 기술적 변화에
의하여 실직을 당한 고연령 근로자들은 그들의 기술이 이미 진부해져 있거나 다른 직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다. ② 고연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이동을
싫어한다. 따라서 구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적 제한을 받는다. ③고연령자들 역시

유색인종들과 마찬가지로 구직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2)

넷째, 가정을 이끄는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높다. 1983년 1월 이들의 실업률은
3)
13.2%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이혼, 별거중이거나 單新世帶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다.
다섯째, 기술부족은 비농업근로자에 있어서 실업의 주된 원인이 된다. 산업화에 따라
단순노동직의 수요가 감퇴하여 단순근로자의 실업은 증가하는 반면, 전문직의 수요증대로
전문직종 근로자의 실업은 감소하게 된다. 최근 들어서 자동화등의 기술혁신으로 단순노동직에
대한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고도의 전문직종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실업률은 1980년대의 확장적 경제상황에 의하여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특히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25% 이상 높은 실업률을 보였던 여성의 실업률이 최근
들어 남자보다 더 낮아지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비백인 근로자의 실업률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창출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비백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환경도 개선됨에 따라
이들의 고용이 백인들보다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雇傭保險
본항에서는 주정부 고용보험의 내용을 우선 살펴 본 후 이의 운영에 있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와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 제도의 특징의 하나인 경험률에 있어서 그
내용 및 도입배경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규 실업급부의 소진후에 지급되는
연장급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 적용대상
주정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법의 과세조항, 연방실업세법(the Federal
Unemployment Tax Act)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인가된
주정부 고용보험하에서 고용보험갹출을 하는 고용주만이 연방세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직종은 주정부 실험보험의 인가조건으로서 연방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비영리기관의 근로자와 정부산하
기관의 근로자들이 이에 속한다.
1956년 이전 연방법은 1년에 20주 동안 매주 1일 이상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였었다. 그러나 1946년에는 4명 이상 직장의 고용주, 1972년에는 1명 이상
직장의 고용주에 대하여 가입자격이 완화되었다. 1988년 현재는 농업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고용주를 제외하고 연방세법은 최근의 1/4분기 혹은 전년도에 1, 500달러 이상을 임금으로 지불한
고용주, 혹은 당년도 혹은 전년도에 20주 동안 주당 1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근로자의 경우는 현재 혹은 전년도의 어떤 분기에도 농업근로자에게 2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불했거나 혹은 20주 동안 적어도 1일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개인 가정의 가사서비스의 경우는 현재 혹은 전년도의 歷上의 분기동안 가사근로자에게
1,000달러 이상 지급한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철도근로자들은 연방법과 주법에 의하여 1939년
이후 철도퇴직위원회(Railroad Retirement Board)에 의하여 운영되는 연방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초기에 거의 모든 주에서는 20주 동안 각주마다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만 적용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제한적 적용은 주로 연방세법의 가입조항 때문이었으므로,
점차 고용보험에 대한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 범위는 증가하였다(표 4-15 참조). 현재는
33개 주에서 연방실업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을 제한하며, 다른 10 주에서는 적용대상을
넓혀서 어떠한 고용서비스를 갖고 있는 고용주도 가입대상이 되고 있다. 나머지 주에서는
20주이하의 적용요건 혹은 역상의 분기 동안 1,500달러 이상의 임금지불을 하는 고용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보험가입자의 전체수는 1955-85년까지 연평균 3.07%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의 민간부문

근로자수보다 더 높은 증가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총근로자수에 대한 피보험가입자의 비율도
1955년 66.2%에서 1985년 92.6%로 증가하였다. 연방세법에 의한 가입자격의 확대가 있었음에도
이 피보험근로자의 수가 비연속적 증가가 없는 것은 연방세법의 가입확대 이전에 상당수의 주가
연방법보다 폭넓은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비용부담
주실업연금의 재원조달방법 역시 앞서 언급된 적용범위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연방실업세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즉, 고용주들은 인가된 주고용보험법하에서 연방임금세에 대하여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경험율제도하에서 주실업세를 절약할 수도 있다. 고용주들과
달리 피용자들은 연방세의 부담을지지 않는다.

<표 4-15> 연도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변화추이

연방실업세율은 1961년 3.0%에서 3.1%로, 1970년 3.2%, 1977년 3.4%, 1988년 3.5%, 최근에는
1985년 개정되어 6.2%로 인상되었다. 6.2%의 실업세는 6.0%의 常設稅( Permanant Income Tax)와
0.2%의 연장급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세에 대한 세금공제는 5.4%가 한도로 되어 있다. 이것은
주 정부가 고용주에게 경험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5.4% 이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연방실업세법에 의하면 보험가입 고용주들이 그들의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연간임금의
3,000달러에 대하여 6.2%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고용보험세를 납부할 경우
5.4%까지는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0.8%는 연방정부에 납부되며 이것은 연방과
주정부의 고용보험 관리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연장급부제도의 연방정부 부담액에 대한
재원조달과 주정부의 급부재원이 모자랄 경우 이들에 대한 대출을 행한다.
징수된 실업세는 미국재무성의 실업신탁기금에 예치되며, 기금으로부터의 이자소득 역시 당해
주정부 計定에 귀속된다. 또한 급부지급을 위한 자금이나 과다징수에 의한 보험세의 환급 역시 이
기금에서 지출된다. 실업신탁기금에 관하여 후술할 '관리운영'에서 살펴본다.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실업세의 기본율(standard rate)4)은 연방세의 최고 세금공제율인

5.4%이다. 일부의 주(14개주)에서 실업세의 과세표준은 1년 동안 고용주에게 지불된 임금 가운데
7,000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으나 실업기금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37개 주에서는
과세표준의 한도를 7,000달러 이상으로 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에서 보험세에 새로 적용되는 고용주는 그들이 일정의 고용경험에 도달될 때까지는
기본율보다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 기본율과 동일한 세율이나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엘리배마, 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 5개 주는 피용자도 실업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피용자부담 보험세의 과세기초는 고용주의 경우와 같다. 피용자 갹출은
피용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며, 고용주의 실업세와 함께 주정부의 기금에 예치된다.
앨라배마의 경우 피용자 세율은 1.0%, 뉴저지는 1.125%, 알래스카는 0.5∼1.0%이다.
연도별 보험세의 갹출료 및 갹출액의 변화는 <표 4-16>과 같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실질
보험세율은 총임금의 약 1%로서 이는 법정세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과세표준에 한도가 있으므로, 실질인금총액과 과표상의 임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고용보험 초기인 1940년대의 과세표준율이 90%인 반면 최근의 수치는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업발생의 위험이 제도의 초기보다 적어졌다는 측면도 있으나, 고용보험의 운영으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
다. 자격요건
연방법은 급부의 수급자격이나 부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거의 모든
주정부는 실업자들이 실업급부를 수급받기 위하여 만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설정하고 있다. 즉,
실업급부를 수급받기 위하여 급부신청자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이것은 신청자
<표 4-16> 미국 고용보험의 보험세 징수 추이

들은 노동력인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들의 실업이 직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급부제한 요건 혹은 부자격요건(disqualification)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급부수급자격과 부자격 요건 등은 고용보험이 부보하는 위험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능력상태조사(the able-and-available test)는 급부를 매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조건이며(positive
condition) 부자격 요건은 급부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소극적 조건(negative condi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업자의 수급자격이 검토되기 전에 급부신청자격이 만족되어져야 한다.
모든 주정부는 실업자가 실업급부를 수급받기 위하여 첫째, 급부신청자격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수 이상의 임금을 稼得해야 하며 퇴직후에 일정기간이 대기기간으로 경과해야 한다. 둘째,
수급자격으로서는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부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급부신청자격
가) 일정고용기간 동안 혹은 일정의 임금을 가득
거의 모든 주는 급부신청을 위하여 일정의 기본기간(base period) 동안 일정액을 가득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고용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건의 목적은 현재 노동력을 갖고 있는 선의의
5)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기간은 일반적으로 급여년도(benefit
year) 이전 4개 분기 혹은 52주로 한다. 급여년도는 일반적으로 급부신청자가 급부를 수급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인 52주이다. 기본기간 동안 가득되어야 하는 임금액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정해진다.
주당 실업급부 혹은 최근 분기의 임금의 배수 : 약 20개 주에서는 급부자격을 위한 소득한도를
주당 급여의 배수(보통 30배) 혹은 최근 분기 임금의 배수(보통 1 1/2)이상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면 주당 실업급부가 100달러라면 근로자는 기본기간 동안 3,000달러를 가득해야 한다. 반일제
혹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급부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당 실업급부를 가득한도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주에서는 근로자가 2분기 이상 고용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전일제의
근무없이 기본기간 동안 3,000달러의 가득을 하더라도 실업급부의 수급자격은 반드시 부여되지
않는다.
정액가득: 기본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가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일부의 주는 1분기 이상 일정급여를 가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네브라스카주는
적어도 2분기 동안 각 분기마다 1,000달러를, 그리고 기본기간 동안 적어도 2,800달러를 가득해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주는 주당급부를 결정하는 데 연간임금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된 週의 수: 10개 이상의 州에서는 적어도 일정의 주당금액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주는 급부신청자가 일정액 이상을 가득한 주만을 고려하여
급부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수급신청 조건을 다시 만족하기 위한 조건: 기본기간과 수급년도 사이에 시차가 있는 모든 주는
두번째 급부년도의 급부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시차기간 동안의 임금을 적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실직 후에 2년 연속급부를 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요건은 시차기간 동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가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나) 대기기간
대기기간은 일단 급부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어도 급부가 지급되지 않은 실업기간을 말한다. 11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정부는 실업급부가 지불되기 전에 모든 실업자에 대하여 1주간을 대기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특정의 조건하에서 실업급부가 지급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에서는 부분적 실업상태의 대기기간도 완전실업의 대기기간과 같이 간주된다.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은 단기적 실업급부의 요청을 줄임으로써 보험제도의 지출 및
관리비용을 억제하고, 실업급부지급의 절차를 밟을 시간을 얻는 데 있다.

2) 수급자격
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상태
실업급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직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실업급부를 신청하고 공공고용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이것은 거의 모든 주에서 요구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availability for work)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지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된다. 이것 역시 공공고용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만일
실직자가 합당한 직장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직장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을 할 경우
직장을 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부의 수급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규정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규정보다 더
다양하다. 32개 주에서는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규정하는 반면 12개 주에서는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나머지 9개 주에서는 평소의 직종이나 당사자의 기술훈련 및 경험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적극적 구직활동
약 40여 개의 주에서는 실업급부의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장을 얻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지방의 고용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적극적 구직활동의 조항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포괄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으로 고용자들만 귀찮아지며 실업자에게도 많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고용사무소에서 실업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취업지도를 받는
6)
구직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석 1) <부록 1>의 1935년 사회보장법의 고용보험 참조.
주석 2) Gordon F. Bloom and Herbert R. Northrup, Economices of Labor Relations, 8th. ed., Richard D.
Irwin, Homewood, Ill. 1977, p. 442.
주석 3) U. 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Earnings, Vol. 30. No.2, Fed., 1983, p. 50.
주석 4) 고용주의 고용경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전의 세율이다.
주석 5) George E. Reida(1984), p.358
주석 6) William Haber and Merrill G. Murray(1966). pp. 266∼267.

3. 給付의 制限
실직자는 일정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부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거의 모든 주에서
실업급부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자발적인 이직, 둘째 과실에 의한 해고,
셋째 합당한 직장의 거부, 넷째 노동분쟁에 의한 실직 등이다. 급부상실의 내용은 다음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한다. ①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부 수급의 연기 ② 실업급부 수급권의 취소 ③
실업급부의 삭감이다.
급부상실기간은 보통 부적격 행위가 지속되는 주로부터 이후 연속적인 歷上의 일정한 수의 주가
된다. 일정기간 동안 수급권을 상실시키는 근거는, 일정기간 이후에 근로자의 실업의 원인이
수급의 상실에 있다기보다 노동시장의 일반적 상황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수급권을 상실시킴으로써 실업자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상당히 다수의 주정부에서는 수급권의 재취득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근무와 임금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한 일부에서는 근무에 관련된 과실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신용(wage
credits)을 취소함으로써, 실업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급부자격을 상실시킨다. 그러나 실직기간
동안의 급부상실 혹은 실업 이전의 임금신용의 말소는 급부신청자들을 이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을 낳게 된다. 만일 임금신용의 말소가 현재의 급부년도에서 기본기간 이상으로 되면 신용의
소멸이 다음 급부년도에까지 지속되게 된다.
자발적 이직 : 직장의 부족에 의한 임금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하에서, 합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이직이 급부수급의 부자격 요건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주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을 부자격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직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부의 지급은 거부되지 않는다. 많은 주정부(약 40개 주)에서는 합당한
이유를 직무 혹은 고용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거나 고용주의 잘못을 포함하는 것 등에
제한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성적인 개인이 참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면 근로자의 이직은 비자발적인
것이 되며, 그는 당연히 급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당한 이유에는 성적 혹은
푸대접에 의한 冒瀆(7개 주), 강제퇴직(8개 주), 이직을 위한 퇴직(7개 주), 급부신청자의 질병(22개
주), 군입대(4개 주) 등이 포함되는 주가 있다.
과실에 의한 해고 : 근로자가 과실로 인하여 해고될 경우 그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일정 수의 주
동안 급부수급권을 상실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했거나 기업의 안전규칙을
어겼거나, 감독자나 동료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의무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급부의 제한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자는 폭행, 근로에 관한 절도, 불성실 혹은 범법행위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고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주는 임금신용을 일부 혹은 전부 말소시키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부자격기간을 1년 혹은 실업기간 전체로 하기도 한다.
적합한 직장의 거부 : 고용보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가 전에 갖고 있던 직장과 유사한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거의 모든
주정부는 급부신청자가 합당한 직장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도덕성에 대한 위험정도, 신체적 적합도, 과거의 기술훈련, 경험,
소득, 실업의 기간, 신청자의 직종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전망, 가정과 직장의 거리 등이다.
연방실업세법은 1935년 사회보장법과 마찬가지로 실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부적당한 직장의
기준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3장의 제3절에서 참조할 수
있다.
노동분쟁 : 거의 모든 주정부는 노동분쟁에 의하여 실질된 근로자에 대한 실업 급부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주에서는 이러한 제한에서 일정의 노동분쟁은 제외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고용주의 직장폐쇄에 의하여 실직된 경우 일부의 주에서는 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파업이 고용주가 노사협약이나 주정부의 노동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면 실업급부를 지급한다. 이상의 조건들은 사실상 근로자의 책임에 의한 노사분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급부가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주에서는 파업에 의하여
실직을 하였어도 그들이 노동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해당 노동분쟁에 자금지원이나 직접적
관심이 없는 경우 실업급부가 지급된다.
노동분쟁 동안의 실업이 급부수급자격의 상실 요건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업과
직장폐쇄는 주정부가 노사간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 경제적 전략이다. 파업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것을 사실상 주정부에 의한 보조를 받는 것이며 중립적 입장을 깨는
것이다. 둘째, 실업세가 거의 모든 주에서 고용주에 의하여 조달되므로 노사분쟁시에 급부가
지급됨은 고용주가 파업을 재정지원함을 의미하게 된다. 셋째, 급부의 거부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며, 그들의 파업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1)
기타의 이유 : 일정의 근로자계층은 실업급부를 받을 자격이 제한된다. 거의 모든 주에서는
학교에 재학중 직장을 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급부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학교․중학교 교사, 대학교수 및 학교의 피용자에 대하여는 방학기간 동안 혹은 學期間에는
급부가 지불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주정부는 실업급부를 얻거나 증액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급권을 박탈한다. 이것은 관리행정상의 벌칙금의 성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실업자에 대한 급부를 회복시키는 장치도
갖고 있다.
모든 주에서는 근로자가 비자격소득(disqualifying income)이 있을 경우 급부의 수급자격을
박탈한다. 비자격소득에는 失業豫告付 賃金(wage in lieu notice), 해고임금, 단기의 부분적 不具에
대한 근로자 보상, 고용주의 연금제도로부터의 연금급부, OASDHI제도의 보험급부 등이 속한다.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소득이 실업급부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이를 실직자들에게 지불한다.
가. 급부내용

사회보장법의 고용보험조항은 연방주정부제도에 대하여 급부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업급부의 지급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은 없으며 각 주는 급부산정을 위한 다양한 산식을
발전시켜 왔다. 급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급부신청자격을 위한 고용기간 및 소득,
고용기간, 주당급부의 산출방법, 급부지급기간 산출방법 등이다.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각주의 급부산출방식을 비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1937년부터 미국의 내국세청은 老齡遺族保險廳(the Bureau of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의
근로자 소득 통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분기소득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각 주정부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이에 기초하여 급부가 결정되고 있다.
거의 모든 주는 주당급부 산출의 기초를 위하여 기본기간의 최고소득분기(the highest quater)의
임금(이후 '최고분기임금'이라 함) 을 사용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연간소득의 일정률 혹은
평균주당소득을 사용하기도 한다.
급부수급년도에 급부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부의 한도는 일정액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완전실업의 경우에 수급받는 주당급부의 일정 배수로 결정된다. 따라서 부분실업자들은 더 많은
기간 동안 실업급부를 수급받을 수도 있다.

1) 주당급부
거의 모든 주에서는 급부신청 후 1주일을 대기하도록 한 후 실직기간 중 매주마다 주당
현금급부를 지급한다. 실업급부액은 일정의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에서 근로자의 과거 임금에
따라 다르다.
주당급부액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① 거의 모든 주에서 주당급부액은 근로자의 최고분기임금의 일정률(보통 1/22에서 1/26)로
결정된다. 임금에 대한 일정률은 1/26인 경우가 9개 주로 가장 많은데, 이 금액은 실직자가 과거
3개월 동안 13주의 전일제 고용시 받는 임금의 50%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실직자 A가 그의
최고임금분기동안 주 300달러를 수급하고 총 3,900달러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금액을 1/26의
급부율에 적용하면 주당급부는 150달러 혹은 전일제 주당임금의 50%가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들은 최고임금분기 동안 실업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급부는 급부율의 적용에
있어서 1/26이상을 적용한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주기도 한다.
② 8개 주에서는 주당급부를 기본기간 혹은 기본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평균주당임금의 일정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당급부는 근로자 평균주당임금의 50∼60%로 하고 급부의 상한을
둔다.
③ 5개 주에서는 연간임금의 일정률로 급부를 결정한다. 이 중 3개 주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급부를 지급하는 가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주당급부의 산출방법은 정부기관이 개인 피용자의 임금을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거의 모든 고용보험이 첫번째의 산출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노령유족보험청에서 분기별에 입각한 급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 임금관리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본다.
2) 최소․최대급부
거의 모든 주정부는 주당급부에 최소화 최대 급부액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는
보험법에 일정액의 주당 최소급부를 설정하고 있으나 8개주는 임금의 수준에 따라 최소급부가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최대급부의 결정에 있어서 25개 주 이상이 連動的 최대급부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급부는 주에서의 임금수준에 따라 연간 혹은 6개월마다 조정된다. 주당최대급부는 7월부터의
최근 1년간에 있어서 주의 평균주당임금의 50%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액제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법의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나, 연동제의 경우는 주의 임금수준에 따라 최고․최저
한도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장점이 있다.
3) 급부지급기간

모든 주정부는 급부의 수급권자가 급부년도에 수급받을 수 있는 급부액에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한은 급부가 지급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급부가 지급되는 기간은
29∼39주 정도로 주에 따라 다양하나 거의 모든 주는 26주를 적용하고 있다.
9개 주에서는 資格賃金(the qualifying wage)을 만족하는 모든 급부신청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최장급부기간 동안(20∼26주) 급부를 제공한다. 그러나 나머지의 주정부에서는 각 근로자의
임금신용 혹은 고용된 기간에 따라 급부기간이 달라지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수급기간
동안의 총급부액에 대하여 최고한도를 주당급부액의 배수 혹은 기본기간 동안의 총급부액에
대하여 최고 한도를 주당급부액의 배수 혹은 기본기간 임금의 일정률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최대급부 기간은 26주로 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는 급부지급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부지급기간은 일반적으로 주당급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불경기나 실업의 형태가 구조적일 경우 구직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최장급부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실직상태로 최장급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모든
주는 일정의 실업률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연장급부의 형태로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실업에 대한 보조급부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실업자는 추가적인 급부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4) 연장실업급부
많은 근로자들은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 있어서 그들의 정규실업급부를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987년 현재 급부소진 실업자는 4만 6,000명으로 최초의 급부신청자수 32만 8,000명의
약 14.0%에 해당되며 전체피보험자수의 1.97%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불경기일수록, 구조적
실업이 증가할수록 전체 실업자수에 대한 급부소진자의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표 4-17 참조).
1970년의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주정부 연장급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연장급부제도하에서 급부수급권자는 급부를 추가적으로 13주 동안 더 받는 급부의 총액이나
정규급부 총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쪽의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장급부가 수급되면
정규급부와 연장급부의 수급기간의 합은 보통 39주가 된다. 연장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반씩 부담한다.
1981년 법개정 이전에 연장급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수준에서 모두 지급될 수 있었다. 즉, 주의
실업률에 관계없이 미국의 실업률이 일정률 이상이면 전체주에서 연장급부가 지급될 수
있었으며, 주의 실업률이 일정률 이상이면 또한 해당 주에서 연장급부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전자에 의한 연장급부제도는 폐지되었다.
현재의 법률하에서 주정부의 연장급부지급을 결정하는 지수는 주정부의 계절조정 없는
피보험자의 실업률이 ① 적어도 5%이어야 하며 ② 과거 2년간 같은 시점의 실업률과 비교하여
20% 이상 높아야 한다. 첫번째의 조건은 만족되나 두번째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는
피보험자 실업률이 6%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장급부를 지급할 수 있다. 주정부의 연장급부는
위 ① 혹은 ②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한다. 단, 주정부의 연장급부가 시작
<표 4-17> 주 실업급부 수급자수 추이(주당평균)

되면 이 제도는 적어도 13주 동안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1981년 법개정 이전에 모든 주정부는 근로자들이 연장 실업급부를 받기 위하여 정규급부와 같이
일정의 임금을 가득하거나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81년 이후부터 연장급부를 수급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전일제 피용자로 20주 이상을
근무하거나 기본기간 동안 피용자가 임금의 일정액 이상을 가득해야 한다. 피보험자 임금의
일정액은 근로자가 최근에 수급한 주당급부의 40배 혹은 최근 3개월간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요건의 강화로 인하여 주의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도 연장급부를 받은
실업자수는 상당히 줄게 되었다.

5) 보조연장급부
심각한 불경기에 당면하게 되면, 정규급부와 연장급부를 모두 소진한 실업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의회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해 왔다. 최근의 특별입법은
1982년 聯邦補助補償法(the Federal Supplemental compensation Act)으로서 이것은 정규급부에 대한
권리를 모두 소진하고 정규․연장 혹은 추가적 급부를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고용보험법하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부는 주의 피보험자
실업률에 따라 6∼8주 동안 급부를 지급하거나 연장급부를 지급하는 주에서는 10주 동안 급부를
지급한다.
보조급부는 26주의 정규급부를 수급한 사람이 실직기간 14주째가 시작될 때부터 지불된다.
정규급부, 연장급부, 보조급부의 최대 지급기간은 52주이며, 국가 및 주에서 실업률이 높은
경우는 65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미국의 보조급부는 정규급부 및 연장급부를 소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입법이다. 따라서 양
급부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항상 보조급부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혹은 주의
실업률이 일정률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들이 아무런 보조급부를 수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 가계가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빠져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상설보조급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관리․운영
1) 제도의 관리․운영
주고용보험이 관리․운영기구에 대한 형태나 직위에 관한 연방정부의 제약은 없다. 단,
고용사무소에 관한 기초법률인 와그너-페이서法(the Wagner Peyser Act)은 정부가 미국의
고용사무소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인력으로 구성된 주정부의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법은 주법에 노동성장관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한 보고서가 마련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주는 이러한 방법의 조항에 부합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고용안정에 관한 관리․운영기구는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를 위하여 어떤 주에서는
독립적인 이사회나 위원회를 갖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 직속의 독립된 부서를 갖고
있다. 나머지 거의 모든 주는 관리․운영기구가 주정부 내의 勞動省이나 다른 省에 속해 있다.
이들 관리․운영기구들은 피보험자의 기록을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보험의 자격을 결정한다.
또한 급부신청절차를 밟고 실업급부를 지급하게 된다.
이들 기구의 행정조직은 지방고용사무소이며 고용사무소는 급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직장의
개발 및 소개․정보교환의 역할을 한다. 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공적 고용사무소에 구직을 위한
등록을 하며, 보통 1주마다 정규적인 구직활동 혹은 일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보고를 행한다.
그리고 매주 같은 고용사무소에 급부신청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절차는 우편에 의하기도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자들은 급부신청을 한 이후 7일 이내에 급부수급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급부를 수표로 지급하거나 우편으로 송금한다.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급부가 거부된 급부신청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급부신청자는 급부 판정관이나 재판소에 우선 재심을
청구하거나 재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절차는 법정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

2) 실업신탁기금의 운영
사회보장법은 고용보험을 관리․운영하도록 연방정부에 의하여 인정된 주고용보험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연방정부의 교부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고용안정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징수나 주정부 일반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모든 실업세의 갹출금은 재무장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失業信託基金(Unemployment Trust Fund)에
적립된다. 각 주정부는 이 기금내에 독립된 신탁계정을 가지며, 이 계정은 각주에서 징수된
실업세 갹출과 주정부의 기금투자 수익으로 유지된다. 신탁기금은 연방정부의 증권에 하나의
구좌로서 투자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과 비교할 때 신탁기금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2)
나타나고 있다. 1940년 이후 실업신탁기금의 운영상황은 <표4-18>과 같다. 표에서 기금수입률이
연차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최근 들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률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업신탁기금에는 세 가지의 별도계정이 있다.
첫째, 雇傭安定管理計定(the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on Account)으로 주실업세로부터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이 계정에 적립된다. 이 계정은 연방주정부 고용안정 프로그램의 관리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정의 조건하에서 이 계정의 기금은
다른 두 계정에 이전될 수 있다.
둘째, 延長失業給付計定(the Extented Unemployment Compensation Account)으로 연장급부
프로그램에서의 연방정부의 부담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금은 고용안정관리기금으로부터
월간 순갹출금의 1/10씩을 이전받으며, 기금한도는 7억5천만 달러 이상 혹은 전년도
피보험가입자 임금총액의 0.125%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聯邦失業計定(the Federal Unemployment Account)은 주실업기금이 고갈된 주정부에게
급부를 재원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이 기금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하여 이자가 없었으나
현재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계정의 기금은 회계연도의 끝에 연장급부계정에 이전되지
않고 관리계정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금으로 구성되며, 계정의 한도는 5억5천만 달러 이상
혹은 전년도 피보험가입자 임금총액의 0.125%가 된다.
이상의 계정이 법정의 기금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실업신탁기금의 각주 계정으로 배분되게
된다. 연방실업신탁기금 이외에 42개 주에서는 별도의 특별관리기금을 갖고 있다. 이것은
체납갹출금, 벌칙금 등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된다. 이 기금의 목적은 연방기금으로부터의 재원
이전이 늦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기 지출이나 연방기금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 등에 사용된다.

<표 4-18>실업신탁기금의 변화 추이

3)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미국 고용보험제도의 주된 특징은 첫째, 연방주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이며, 둘째,
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 고용주의 고용경험이 반영되는 경험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연방 주정부 운영제도
고용보험은 연방 혹은 주정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규제하에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첫째, 국가적인 실업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연방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州自治權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져서 헌법상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주정부가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고용보험제도를 제정하는
주정부에 의한 관리운영이 연방정부에 의한 것보다 더 실질적이며, 획일적인 단일제도는
급부수준, 재정, 관리운영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일정의 최소 기준만 만족하면 그들의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데 제약이 없다.
1935년 사회보장법에 제정된 고용보험에 관한 조항에서, 연방실업세의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주정부 고용보험의 자격요건은 제2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연방실업세법에서의 세금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3)
① 모든 실업세는 재무성의 실업신탁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총괄적으로 투자되나 각
주정부는 각자의 계정을 갖게 되며, 재원조달은 고용보험갹출금과 기금의 투자수익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금으로부터 인출된 자금은 실업급부의 지불 혹은 과실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을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② 실업급부는 공적 고용기구 혹은 기타 공인된 기구를 통하여만 지불되어져야 한다.
③ 주정부는 노사분규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직장 혹은 근로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이 기준
이하이거나 혹은 고용조건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거부한 실업급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실업급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실업급부는 첫번의 급부년도 시작 이후 연속된 다음 급부년도에는 지급될 수 없다.
⑤ 실업급부는 공인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될 수 없다.
⑥ 임금신용(wage credit) 혹은 급부수급권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근로에 관련된
과실, 공갈 혹은 부정한 소득에 의한 해직의 경우이다.
⑦ 주실업세의 감면은 오직 고용주의 실업경험률에 의하여야 한다.
⑧ 정부기관 혹은 비영리단체는 실업세를 지불하는 대신 그들의 과거 실업자에게 급부를
지불하기 위하여 적립한 기금으로 급부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⑨ 실업급부는 임신 혹은 임신의 종료를 이유로 하여 지급이 거부될 수 없다.
⑩ 실업급부는 프로선수의 非競技期間 동안 지급될 수 없다.

⑪ 1980년 3월 이후에 지불되는 실업급부는 OASDI나 철도근로자의 퇴직으로부터의 급부를
포함한 공적․사적연금 급부만큼 감액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고용된 고용주에
의하여 지불되는 연금은 예외일 수 있다. 즉 주정부는 근로자가 지불하는 연금갹출금을 고려하여
이 금액을 1:1 이하의 기준으로 감액시킬 수 있다.
⑫ 실업급부가 거부된 수급권자는 공평한 심리를 제청할 수 있다.

1935년 사회보장법의 고용보험규정과 비교하면 ⑤∼⑫의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주실업법은 이와 같은 연방실업세법에 의하여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연방실업세법은 주고용보험의 중요한 틀을 제공하며, 이 범주내에서 주정부의 고업보험은 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한다.
州의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연방정부는 연장급부를 지급하게 된다. 이것은 일정의 실업이
주정부에게 과대한 부담이 되어 실업기금의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급부지급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연장급부가 소진될 경우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급부의 지급은 특별법의 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장급부기간 이후의 장기적인 실업에 대한 급부지원대 따라서 연장급부기간 이후의
장기적인 실업에 대한 급부지원대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장기적 실업에 대한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역할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경험률제도
경험률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의 실업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제도에
대한 사용자 갹출을 변화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의 고용기록에 기초한 갹출률의 인하에
대하여 연방세는 완전한 세금공제를 허용한다.
고용주들은 경험률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일정의 연방 주정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거의 모든
주정부의 요건으로 첫째, 새로운 고용주에게 경험률이 적용되기 전에 1∼3년간의 실업기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정부는 세율의 인하 이전에 실업기금이 일정수준 이상의 잔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불능력에 대한 요건은 실업기금으로 실업급부를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다. 셋째, 주정부는 실업기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고용주의 갹출료율을
증대시켜야 한다.
경험률을 결정하는 공식에는 1988년 현재 네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 ① 준비율공식(Reserve-Ratio
Formulas) ② 급부율공식(Benefit-Ratio Formulas) ③ 급부임금률공식(Benefit-Wage-Ratio Formulas)
④ 임금감소공식(Payroll Decline Formulas).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준비율공식으로 32개
주에서, 다음은 급부율공식으로 15개 주, 급부 임금률공식은 4개주, 임금감소공식은 1개 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준비율 공식은 기본적으로 비용산출에 따르는 것이다. 각 고용주에 대하여 임금과 세금 갹출 및
실업급부의 지급에 관한 개별적인 기록이 사용된다. 준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준비율=(급부지급액-실업세 납부총액)/임금지불액
거의 모든 주에서 사용되는 임금지불액은 과거 3년간의 평균으로 하고 있다. 고용의 갹출률은
주정부 실업준비기금의 규모는 물론 준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준비율이 높을수록 실업세율은
낮아진다. 물론 주정부 실업준비기금의 수준이 낮아지면 더 높은 갹출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업이 급부지급액보다 기금액이 더 크지 않으면 고용주는 세율의 인하를 받을 수 없다.
급부율공식은 임금지불에 대한 급부의 비율에 따라 갹출률의 감면을 받는 것이며
급부임금률공식이나 임금감소공식은 경험률 산출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
많은 주에서는 고용주가 자발적인 갹출로 더 낮은 실업세율을 얻도록 하고 있다. 즉, 자발적
갹출은 고용주의 계정에 잔고를 증가시키므로 준비율제도를 사용하는 주는 낮은 갹출률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실업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주에서는 고용주의
고용기록이 당해 기업을 인수하는 다른 고용주에게 이전되는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경험률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서 많은 찬반을 낳고 있다. 경험률을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둘째, 실업급부의 비용을 적당히 안배할 수 있고 셋째, 고용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4)
고용의 안정 : 고용주들에게 실업의 비용을 부담시키면 경험률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최근의 계량분석에 의하면, 경험률에 대한 반응으로서 계절적 실업을

5)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험률은 단기적인 임시해고(lay-off)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비용의 합당한 배분 : 경험률하에서 높은 실업률의 기업들은 더 많은 갹출을 해야 하므로
실업비용을 합당하게 배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용자들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은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만일 이들 기업이 합당한 실업급부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은
부분적으로 다른 기업의 부담이 된다. 이것은 실업을 적게 발생시킨 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본다.
또한 실업급부의 비용이 상품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각 산업에 그 비용을 배분한다. 실직자를
많이 낸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 실업의 비용을 인수해야 한다.6)
고용주의 관심증대 : 사용자가 실업자의 부정한 급부신청에 의한 자신의 불이익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제도를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부정한
급부신청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경험률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첫째는 기업이 고용을 조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률제도는 기업이 고용을 조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험률에 의한 갹출수입의 감소는 실업기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서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보험세를 납부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이 제도를 반대한다. 셋째,
실업세는 기업의 자금능력이 최저수준인 불경기 동안 증대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상의 경험률에 대한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률제도는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경험률에 대한 반대의견은 경험률의 결정방법을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雇傭保險 關聯制度
1972년 이후 고용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실업에 대하여 취업장려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세
가지의 상설 연방제도가 도입되었다. 연방주정부 고용보험제도와 달리 이 제도들의 급부는
연방기금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며, 급부의 지급은 聯邦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제도는
다음과 같다.
가. 무역재조정수당(Trade Readjustment Allowance)
1993년 만료되는 1974년의 貿易法(the Trade Act)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역조정급부로부터
야기되는 수입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자에 대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에 의하여 규정된 貿易調整扶助(Trade Adjustment Assistance)에는 무역조정수당, 재배치
구직수당, 일정의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및 교통수당이 포함된다.
무역재조정수당의 수급자격은 수입증가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으로부터 실직한 주 이전의 52주
동안 주 30달러 이상의 임금으로 26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된다. 그리고 무역재조정수당의
수급자격을 획득한 이후 주고용보험 급부율로 104주 동안 급부의 지급이 가능하다.
나. 근로유인제도(Work Incentive Program)
사회보장법의 1967년 개정은 4장(Title Ⅳ)의 부양자녀와 실직부모에 대한 보호(the Aid to
Dependent Children and Unemployed Parents)에 관련된 제도로서 勤勞誘因制度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개인이 그에게 합당한 고용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誘因과 扶助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부조의 세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스스로 실업자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만일 그가 당장 고용될 수 없다면 둘째 순위로서 직업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이상의 방법이 어려울 때는 셋째 순위로 특정의 취로사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두번째 순위에 속한 근로자는 15일마다 15달러의 유인급부(Incentive Payment)를 받는다. 세번째
순위에 속하는 근로자는 취로사업에서 稼得하는 임금에 따라 공공부조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조급부가 지급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실업자에게는 자녀수당이나 비용수당(Expence
Allowance)이 지급된다.

다. 재해실업부조(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1974년의 재해구조법(the Disater Relief Act)은 대통령이 재해로 인하여 실업이 된 자에게 실업기간
동안 재해실업부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하의 급부지급은 노동성장관의
허가하에 주고용보험기구에서 담당한다. 이 급부를 위한 기금은 연방긴급관리위원회에서
조달되며, 각주는 이 위원회에 자금을 신청한다.
이 급부를 수급받기 위하여는 우선 실업자가 재해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야 한다. 급부지급은
긴급재해가 발생된 주로부터 시작된다. 급부기간은 재해로 발생된 실업이 계속되는 동안이거나
그가 합당한 직장을 다시 구할 때까지이다. 그러나 재해가 끝난 후 26주를 초과할 수 없다.
급부액은 재해예방의 주당 평균 실업보상급부(부양수당 포함)나 그가 정규급부를 수급할 경우의
급부액 중 큰 쪽으로 결정된다.
이상의 관련제도 중 전자의 두 제도는 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세번째의 제도는 고용주에게
실업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제도이다. 미국의 고용제도는 연방본부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주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체가
고용제도로부터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보험은 비교적 保險數理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사회보험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라. 근로자 보상제도와 노령보험급부와의 관계
단기적 完全不具에 의하여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을 수급받는 실업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실업급부를 수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실업급부를 감액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일부의 주는 근로자 보상을 받을 경우는 실업급부를 거부하고 있다.
하버와 머레이(1966)는 이와 같은 감액이나 급부의 거부가 합리성이 없다고 본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실업급부의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면 실업으로 인하여 임금손실을 받는한 실업급부가 수급되어야 한다고 한다.7)
연방노령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서로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점은 우선 양 제도의 가입범위가 비슷했으며 모든 가입자의 임금기록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39년에는 양 제도의 과세소득이 같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양 제도의
가장 심각한 조정문제는 연금을 수급하는 실업급부 수급자에 관한 것이다. 초기에는 실업급부가
연방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될 수 없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44개 주가
이러한 권고를 따랐다. 그러나 1966년에는 19개 주만이 실업급부의 지급에 연금수급액을
고려하도록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서 미국은 양자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結 語
미국의 고용보험은 연방주정부제도라는 특수한 형태를 갖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주고용보험에
관한 立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이에 따라 그들의 사정에 합당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50여 개에 이르는 주정부 및 자치구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서 각
자치제마다 전혀 다른 고용 및 실업사정을 갖는 이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는 획일적인 제도와 지방분권화된 제도의 비교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미국식 제도의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고용보험을 각주가 그들의 국민의 편에서 경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은 결국
保險數理에 입각한 제도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미국제도의 이러한 측면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조정되고 있다고 보나,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제도의 사회보험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주석 1) George E. Rejda(1984), p.360.
주석 2) Joseph E. Hight, "Borrowing and Investment Provision for the UI Trust Fund". Unemployment
Compensation : Studies and Research, Vol.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주석 3) U.S. Congress, Senata Committe on Finance, Staff Data and Materials Relating to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9, pp.2∼3.

주석 4) Joseph M. Becker, S.J., Experience Rating in Unemployment Insurance' : Virtue or Vice, the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1972)와 William Haber and Merrill G. Murray(1966),
pp.330∼357.
주석 5) Jerrence C. Halpin Unemployment Compensation : Studies and Research, Vol.2,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주석 6) 安積銳二 他(譯), 1981, p.201.
주석 7) William Haber and Merrill G. Murray, 1966, pp.469∼470.

第3節 日本의 雇傭保險
일본의 실험보험법은 1947∼75년 고용보험법으로 대체되었던 27년간 실업보험을 정착시켜 오는
과정에서 16차례의 법개정이 행해졌으며, 이외에도 많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규정 등에 대한
개폐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실업보험의 목적, 수단, 효과 또한 보험의 의미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유발시킨 배경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1)
첫째 실업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일본의 노사관계의 특성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둘째
법개정 이후 25년간 실업보험제도가 작용해야 할 사회 경제적 배경, 특히 고용상태가 변화하고
실업문제의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셋째 이와 함께 정책당국의 정책목표도
변화하였다.
이상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실업보험은 일본의 경제구조, 고용관행, 근로자의 의식 혹은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책적인 대응이 있었으나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실험보험의 목적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취업을 촉진하고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이들의 복지증진을 촉진하는 등의 취지를 접목시킨 고용보험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 失業構造의 特徵
1970년대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일본의 실업구조와 이에 따른 노동력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즉, 일본경제가 처해 있는 국제적 경제환경이 변화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산업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전략화하여
기술혁신을 진전시킴으로써 산업구조와 직업구조를 변화시켜 왔다. 그리고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였고 국민생활의 도시화, 생활수준의 향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생활양식과 사회구조가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민소비에 있어서 공적 사적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실업구조의 변화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2)
産業構造의 變化 : 1970년대에 들어서 석유가격의 상승과 함께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자원과 공업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고성장 정책으로부터

저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원가의 상승에 대한 효과를 임금,
금융비용, 중간재 가격의 인하 등과 긴축재정으로 상쇄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과 원자재의 절약 등으로 단위당 원가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본의 산업구조는 첫째, 노동력 자원 에너지 등의 절약을 위한 기술의
도입과 연구의 촉진으로 로보트산업 및 전자산업이 급속히 발달하였다. 둘째, 종래의 기업은
본연의 목적인 생산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 거의 모든 부대적 활동까지도 기업내에서 담당했고
과대한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나 점차 이러한 활동을 전문화된 업체에 담당시킴으로써 분업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관리업, 정보처리업, 사무처리업 등이 독립하여 확대됨과
함께 운수업 등의 대형화가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소위 3차산업(서비스업)의 고용확대를
가져왔다(표 4-19 참조).
技術革新 :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력 자원 에너지 등의
절약과 신제품의 개발, 품질의 향상 및 제품의 다양화 등의 기술혁신을 서두르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의 기술응용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의 대량생산방식을 중심으로 한
기술과는 달리 이와 같은 기술은 막대한 설비투자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한 다품종생산에
있어서도 이것은 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생산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도 급속히 보급되었다.
이와 같이 전자산업의 보급은 노동력 수요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 전자응용기술의
보급은 과거의 기술혁신 이상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낳음으로써 일정의 생산량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요를 감소시켰다. 이것은 육체노동 분야뿐 아니라 사무노동분야에도 도입되어 화이트칼라의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전자산업의 응용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조작으로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직 근로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해 왔다. 이것은 한편으로 새로운 전문

<표 4-19> 산업별 취업자수

직종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별도의 노동계층의 출현을 의미한다. 즉, 이에 관한 기술자들은
노무직에 속하지 않고 풍부한 기술정보를 기초로 한 전문직 지식의 엘리트 계층화하게 되는
것이다. <표 4-20>에서 전문기능직의 고용이 1970년에서 1987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바로
이것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生活水準 生活洋式의 變化 :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근로자들의 소비수준도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등의 필수적 소비의 비중이 줄고 기타 잡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농촌인구의 대규모 유출과 도시인구의 집중이 일어남에 따라 도시인구의 핵가족수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 의료 노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이에
관련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적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전문적 직종에 속한다.
勞動力 供給構造의 變化 :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이 노동에 대한 수요에 관한 것이라면 노동공급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표 4-20> 직업별 취업자수

교육수준의 향상이라고 본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낳게 되며,
기술혁신이나 서비스업의 발달과정에서 증가하여 온 높은 전문적 능력과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에 적절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저연령 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동시에 육체노동분야에서의 기능인력을 한층 부족하게 하여
기술혁신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활동인구에도 반영되어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비의 변화추이는 매우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본다. 고용정책 조사연구회의 추계에
의하면, 30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1970년 14.7%에서 2000년에는
3)
23.0%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년의 연장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정년후에도
근무를 연장하거나 퇴직후 재고용을 하는 기업도 증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보에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여성근로자의 증가이다. 출생률의 저하, 피용자 세대의 증가, 생활의 도시화 핵가족화 등은
여성의 직장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라 비육체노동 가운데 단순작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여성취향의 직종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일본의 고용형태의 급속한 변화는 실업의 문제를 농업과 공업중심 사회에서의
잠재적 혹은 주기적 실업에서 구조적 기술적 실업의 형태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의 단순한 직장의 알선까지의 생계보장기능에서 더
나아가 실업자의 기능훈련에서부터 이에 합당한 취업 알선에 이르는 기간에 대하여 생계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배경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우선 일본의 실업구조에 대한 특성을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실업구조에 있어서도 앞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거의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다.
첫째 저연령층의 실업률이 높으며, 둘째 고연령층의 실업률이 높고, 셋째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의
실업률보다 낮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본실업구조의 특징은 그들의 실업률 수치가 다른
어떤 나라의 것보다 낮다는 것이다. 물론 각국마다 다른 실업통계에 의하여 공식적 실업률을
산출하나 OECD에 의한 조정치에 따르면, 1982년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2.4%인 데 반하여 미국은
4)
9.5%, 서독은 6.1%, 영국은 12.5% 등으로 다른 나라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고용보험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실업대책이 보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를 노동시장 내적인 요인에서
찾아보면, 첫째,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일본을 포함한 OECD 7개국의 평균 GNP 실질성장률이 1970∼79년 연평균 3.3%, 1989년 2.6%였던
데 반하여 일본의 GNP 실질성장률은 1970∼79년 연평균 5.2%, 1989년 3.8%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5)

<표 4-21> 성별 연령별 실업률 추이

둘째, 일시해고(lay-off)가 일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동향에 의하여
생산량 조절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잔업의 규제, 신규채용의 억제, 작업배치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피용자측에서도 보너스의 삭감이나 임금인상의 억제 등에 응하고 있다.
셋째, 불완전 취업(under-employment) 등이 농업, 도소매업, 금융업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노동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산물가격이 높다. 이것은 일종의 과잉취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자영업주와 가사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1981년 일본의 피용자 비율은 72%인 데
비하여 미국 93%, 서독 87%, 영국 91% 등이었다. 즉, 경제활동이 저하하는 경우 자영업자나
가족근로자들은 생산이나 판매가 감소하여도 이들이 곧 실직자로서 현시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용자의 경우는 일부의 고용상실, 즉 실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외에 일본의 저연령 근로자계층의 비율이 낮다는 점, 각종의 제도 가운데 고용보험의
급부기간이 3∼10개월 정도인 데 반하여 미국 등의 다른 나라는 6개월에서 1년인 점 등을 들 수
6)
있다.
이상과 같이 다른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고용관행,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어 온 선진경제화
과정이 고용 및 실업에 대처하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일본의 고용제도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도입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주석 1) 氏原政治郞, 『日本經濟と雇用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989, p.40.
주석 2) 氏原政治郞, 1989, pp.142∼55.
주석 3) 氏原政治郞, 1989, p.152.
주석 4) OECD, World Economic Outlook, 33, July 1983.
주석 5) OECD, 앞의 책, April, 1988.
주석 6) 笹島芳雄, 『日本の雇用と失業』,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84, pp.137∼145.

2. 雇傭保險1)
일본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으로부터 시작되어 1차 오일쇼크 이후 1975년 고용정책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으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예산으로 운영되는 고용안정사업,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3개 사업
등의 고용정책을 고용보험에서 행하고 있다. 이들 3개 사업 전부의 대강을 요약하면 〔그림
4-1〕과 같다.
가. 적용범위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산업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에 있어서는
사업소에 대한 파악 등이 곤란하므로 개인사업으로 고용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것을 잠정적으로
임의적용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여기에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배를 받아서 그의 규율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지급받으면서,
이러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2) 고용보험제도내에서 피보험자는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단기노동피보험자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일반피보험자는 고령계속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고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② 고연령피보험자는, 첫째 동일사업주의 고용사업에 65세에 도달한 날 이전

[그림 4-1] 고용보험 4개 사업의 체계

자료: 氏原正治郞(1988), p.131.
부터 계속하여 65세에 도달한 날 이후에도 고용된 자, 둘째 65세에 달한 날 이후 새로운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1988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는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 혹은 단기의 고용(동일의 사업주에
계속하여 피보험자로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고용)에 취업하는 것이 일상적인 자를 말한다.
④ 일고노동피보험자는 매일 고용되는 자 및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이 중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받는 일고근로자, 즉 일고근로피보험자는 적용구역내에 거주하는
일고근로자, 적용구역내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일고근로자 및 노동성장관이 지정하는
적용구역외의 적용사업소에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속하나, 첫째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둘째
일고노동피보험자 이외의 일고근로자, 셋째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예정한 계절적 사업에 고용되는

계절근로자, 넷째 선원보험의 피보험자, 다섯째 지방행정구역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구의
사업에 고용되는 자로 이직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실업급부의 내용을 초과하는 급부를
수급하는 자 등은 피보험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의 적용상황의 추이는 <표 4-2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용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약 63.4% 내외이고 취업자에 대한 비율은 같은 기간에서 43.8%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고용보험 가입률보다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이유로서는 농림수산업 피용자와 5인 미만의 사업장 피용자들이
임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비용부담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 및 피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부담으로 조달된다.
고용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실업급부, 고용안정사업비, 고용개선사업비,
능력개발사업비 및 고용복지사업비, 고용촉진사업비에의 출자 및 교부금 등이다. 이들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의 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국고부담),
고용안정자금으로부터의 수입, 적립금으로부터의 수입 등이다. 이들 경비 가운데 고용보험사업의
운영실체를 이루는 것은 실업급부 및 고용안정사업 등의 4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다.
고용보험사업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재해보상사업의 운영에 충당되는
보험료와 함께 노동보험료로서 일원화하여 징수되고 있으며 이것의 납부에 관한 수속 등에
있어서는 「노동보험의 보험료의 징수법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함)에 규정되어 있다.
노동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재해보상사업의 운영에 충당되는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나
고용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되는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고용보험의 목적물인
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 즉, 근로자의 사유에 의한 실업에도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업급부 가운데 구직자 급부의 지급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에 있어서는

<표 4-22> 고용보험 적용상황의 추이

국가가 부담하는 외에 그 업무집행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보험사고인 실업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재원을 노사 쌍방만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고용보험이
공적보험의 일종으로서 개개인의 의사에 관련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정부가
보험자로서 고용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자로서 국가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보험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정부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권한을 갖고, 징수한 보험료는
노동보험사업(노동재해보험사업 및 고용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된다. 이 중
고용보험사업을 위하여 징수되는 보험료는 일반보험료와 인지보험료이다.
일반보험료는 임금총액에 일반보험료에 관련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 된다. 보험료는
1.45%(농림수산업, 청주제조업의 경우 1.65%, 건설업의 경우 1.75%)이다. 여기에서 임금총액은
임금, 급여, 수당, 상여금 등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상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와 사업주의 부담비율은 실업급부에 충당될 1.1%부분에
대하여는 노사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4대 사업의 경비에 충당될 0.35% 관하여는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
인지보험료는 일고노동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임금 日額에 따라 결정된다.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한도의 가득자(4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근로자는 0.7%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인지보험료의 납부방법은 원칙적으로 일고노동피보험자 수첩에
雇傭保險印紙를 붙이고 이것에 소인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험료의 부담은 노사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는 고용사업 가운데 실업급부의 일부인 구직자 급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의 구직자 급부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1/4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리고 일고노동피보험자의 구직자

<표 4-23> 인지보험료의 결정

급부에 관하여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1/3을 부담하게 된다.
1986년 현재 일고노동피보험자를 제외한 고용보험료수입은 1조 1,070억엔 이었으며,
일고노동피보험자를 제외한 수급자에 대한 급부지출총액은 1조 731억엔이었다. 3)
다. 자격요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급부는 구직자 급부와 취업촉진 급부로 대별할 수 있다. 구직자
급부는 네 가지 유형의 피보험자에 대해 각각 다른 급부수급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취업촉진
급부에 있어서도 각 수당에 따라 다른 수급요건이 요구된다. 본 항에서는 실업급부에 해당하는
구직자 급부의 수급요건을 분석하고, 취업촉진 급부에 관하여는 본 연구 구성의 편의상 다음의
'3.(실업보험) 관련제도'에서 분석한다.

1) 일반피보험자
일반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있어서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는, 첫째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을 확인받을 것, 둘째 노동의 의지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 이전 1년간에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에서의 피보험자 기간은 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마다 구분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1개월간에 임금지불의 기초로 한 날수가 14일 이상인 경우 이러한 1개월 기간을 피보험자
기간으로 간주한다. 임금지불의 기초로 한 날수가 13일 이하일 경우에는 피보험자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결정된 1개월이 15일 이상이고, 그 기간내에 임금지불의
기초로 한 날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피보험자 기간의 2분의 1개월로 간주한다.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상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것 이외에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직업안정소는 기본수당의 지급을 수급 받고자 하는 자가 출두하여 이직표를 제출하면
수급자격의 만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기본수당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이직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 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7일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즉, 기본수당의
대기기간은 7일이 된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자의 실업상태를 확인하고,
실업급부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갖는다.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역시 급부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을 거부하거나 혹은 직업안정소에서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거부한 것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부한 날부터 1개월간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공직업안정소가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필요한 취업지도를 수급자격자가 거부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한 기간동안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일정기준은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을 거부하는 경우 급부를 제한할 수 없는 사유로는 ①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으로 보아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취직하기 위하여 현재의
주소 혹은 거주지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취업할
직장의 임금이 동일지역의 동종 업무 및 같은 정도의 기능에 관한 일반적 임금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④ 동맹파업 혹은 작업장 폐쇄가 행하여지는 직장을 소개하는 경우와
노동위원회로부터 공공직업안정소에 대하여 사업소에 동맹파업 혹은 작업장 폐쇄에 이를
가능성이 많거나 혹은 구직자를 무제한 소개받음으로써 해당 노동쟁의의 해결이 방해를 받게 될
것으로 통고된 사업소에 대한 소개의 경우 ⑤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기를 거부한 경우로서 급부 제한을
받지 않은 사유로는 ①공공직업훈련등을 받도록 지정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으로 미루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주소 혹은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상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와 상당히 일치되는 점이 많다. 즉,
이러한 내용은 실업자들에게 취업할 수 없는 혹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실업기간 동안 그들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2) 고연령계속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고연령구직자 급부를 수급받기 위하여는 ① 이직에 의한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일 것 ② 노동의 의자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③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 이전 1년간에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이직표를 교부받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이직표를 제출하여 구직신청을
행함으로써 동시에 실업의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대기기간은 7일로서, 이 기간에는 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특례일시금을 수급받기 위하여는 상기
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서의 ①∼③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의 신청을 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대기기간 역시 7일로서, 이
기간 동안 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다.

4) 일고노동피보험자
일고노동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실업의 날이 속하는 달 이전 2개월간에 통산하여 28일분 이상의
인지보험료가 납부되면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그가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시한내에 그가 희망하는 임의의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시한 이후에 출두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일고노동피보험자는 실업한 날마다 그가 소지하고 있는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
공공직업안정소에 제출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는다. 매주마다 최초의 취로하지 않은 날에는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피보험자의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급부내용
고용보험제도의 중심적 사업은 실업급부의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구직자급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또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임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을 하는 근로자는 보험사고인 실업에
당면할 때 수입원이 막혀서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안심하고 구직활동을 행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의 범위내에서 그의 소득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일반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의 구직자급부로서는 기본수당, 기술습득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수당은 실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직자급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기술습득수당은 급부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훈련 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이것에는 수강수당, 특정직종 수강수당 및 교통수당의 세 종류가 있다. 기숙수당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기 위하여 생계유지의 부담을 지고
있는 가족과 별거하여 기숙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기술습득수당과 마찬가지로
공공직업훈련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상병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의
신청을 한 후에 부상 혹은 질병에 의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본수당에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상병기간중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구직자급부로서는 고연령구직자급부금,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의 구직자급부로서는 특례일시금, 일고노동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의
구직자 급부로서는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이 각각 지급된다.
취직촉진급부는 실업자가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구직자 급부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데 대하여 취직촉진급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취직촉진급부에는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준비금 이전비 및 구직활동비가 지급된다. 이들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다른 나라의
고용정책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본 절의 끝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의 실업급부에 대한 지급체계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일본 실업급부의 지급체계

자료: 關英夫(1985), p.125.
1) 구직자급부
가) 일반피보험자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에는 基本手當, 技能習得手當, 寄宿手當, 傷病手當이 있다.
① 기본수당
기본수당의 일액은 피보험자의 이직전 임금의 일액(원칙적으로 이직전 6개월의 임금총액을
180으로 나눈 것으로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은
제외한다)의 60%에서 80%의 범위내에서 노동성 장관이 정한 기본수당 일액표에 의하여
산출된다.
기본수당 일액표는 36등급으로 나뉘어 있고, 임금일액이 7,750엔 미만인 자에 있어서는 최고
80%에서 최저 60%까지의 범위내에서 임금에 따라 체감하는 급부율로 결정되어지며, 7,750엔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60%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임금일액의 최저 한도로서 3,210엔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기본수당의 최고액은 7,330엔, 최저액은 2,570엔으로 되어 있다.
기본수당의 일액은 노동성에서 작성하는 「매월근로통계」에 의하여 근로자 평균 정기급여액이
2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그 상승 혹은 하락한 율에 비례하여 법률의 개정을 요하지 않고
그 최고액 및 최저액을 변경시켜서 얻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실업급부를 물가상승에 따라
연동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수당의 급부일수는 기본수당이 당사자의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당사자의 재취업 난이도 및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4-24>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단,
당사자가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90일이 된다.
이상의 급부일수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년간에 걸쳐서 실업한 자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는 한도이다. 단, 이 기간에 임신 출산 육아 부상 질병 등에 의하여 계속해서 30일
이상 직업에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날수가 1년에 가산되어 최대한 4년까지
연장한다.
이상과 같이 급부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고용보험의 단기적 보험성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1년 이상의 장기화된 실업에 대하여는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내의 다른 정책수단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실업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장기 실업자에 신속하고 일관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② 기능습득수당
기능습득수당은 급부수급자격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수강수당(일액590엔),
특정직업수강수당(월액 2,000엔) 및 교통수당(월액 최고 2,000엔)의 세 종류가 있다.
③ 기숙수당
기숙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의 수강을 위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거가족과 별거하여 기숙해야 하는 경우 별거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월 9,500엔이 지급된다. 여기에서 기숙이란 공공직업훈련 등을 행하는 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숙박시설이나 기타시설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수급자격의 소유에 관련된 시설에
머무르는 것은 기숙으로 보지 않는다.

<표 4-24> 기본수당의 급부일수

④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이직 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고 구직의 신청을 한 후 계속하여
15일 이상 병원 혹은 부상으로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기본수당 대신 상병기간중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된다.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상병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소정 급부일수에서 이미 기본수당을 지급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된다. 따라서 다음에 언급될 개별연장급부 전국연장급부 등 연장급부에 관련된
기본수당을 수급중에 있는 수급자격자에 있어서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상병수당의
지급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상병수당을 지급한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기본수당 지급이 있었다고 본다. 상병수당의 일액은 기본수당의 일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나) 고령계속피보험자
고연령구직자 급부는 일단 일반피보험자의 기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50일, 1년이상 5년이상은 100일, 5년이상 10년미만을 120일, 10년이상은
150일의 급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에 달한 이후에 새로운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가를 받아서 고령피보험자로 된 자는 실업한 경우 일률적으로 50일분의
기본수당을 수급받게 된다. 고연령구직자 급부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연령수급자격을
얻은 이후 이직한 날 다음부터 계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로 한다.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고연령 구직자급부의 수급자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고연령구직자 급부금이 지급되나① 65세의 정년에 달했거나 ② 55세 이상의 정년에 달한 이후
계속하여 재고용 등에 의하여 고용되고 당해고용 등의 기간이 65세인 때 종료되어 퇴직한
수급자격자는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반 수급자격자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구직자 급부(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수당)등이 지급된다. 이 경우 기본수당의
소정급부일수는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따라 1년이상 5년미만은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300일, 취직곤란자는 300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본의 실업급부제도는 적어도 65세 이하의 고연령자에 대하여 그들의 실업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피보험자와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고연령 취업의 추세를 반영하며 취업의욕을
증진시킴과 함께 그들의 생계를 일정기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이나
후생연금의 경우에 있어서의 재직자연금제도는 이들의 취업의욕을 어느 정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면밀한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다) 단기고용피보험자
季節出稼勤勞者와 같이 계절적 고용이나 1년미만의 단기고용이 되는 근로자에게는 매년의
실업이 예정된 것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의 실업을 보험사고라고 보는데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이들은 전체 피보험자의 약 3%에 불과하나 이들의 실업은 전체실업자의 40%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실업문제를 일반피보험자와 분리하고 이들의
소득발생 형태에 맞추어서 特例一時金을 지급하고 있다.
특례일시금액은 특례수급자격자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계산한 기본수당 일액의 50일분으로
한다. 특례일시금은 기본수당과 달리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급된다. 즉, 특례일시금을 수급받은 후에 곧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일시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부업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감액되지도
않는다.
라) 일용노동피보험자
일고노동피보험자 급부금의 일액은 <표 4-23>에서 수입에 따라 구분된 급수에 따라 1급은
6,200엔, 2급은 4,100엔, 3급 2,700엔, 4급 1,770엔의 정액이며 1달에 최저 13일분에서 최고
17일분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일고노동구직자급부의 일액에 있어서도 기본수당과 마찬가지로 일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노동성장관이 법률 개정이 과정없이 급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즉,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의 등급별
구성비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되고 그 상태가 금후에도 계속된다고 인정될 때 급부의 일액이
조정된다. 이것 역시 일고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 상승과 기타의 사정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으로 본다.
일본의 고용보험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부의 현황은 <표
4-25>와 같다. 1974∼84년 기간 동안 일반구직자의 수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 일본의 경기가 비교적 호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실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찰적 실업의 문제는 교통 통신의 발달으로 고용정보망이 점차 향상되어 온 점으로
미루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장단기 실업자의 구성비를 볼 수 있는
수급자 實人員에 대한 初回受給者의 수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1984년 현재 1년간 기본수당 급부액을 추정하면 1조 575억 8,400만원(=88,1억
3,200만엔×12개월)으로서 같은 해 고용보험 총비용인 1조 6,176억 4,700만엔의 약 53%에
해당한다. 이는 일본의 고용보험이 保險數理學上으로 균형예산을 견지하고 있음을 단순히 가정할
때 고용보험료의 약 35%가 정상적인 일반 실업자의 급부 이외에 지급되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일본의 고용제도의 상당부분이 고용정책에도 더 큰 비중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인당 급부월액은 1876∼84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약 6.1%씩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동안 일반피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후생연금보험의 평균표준급여 월액의 증가가 연평균
약 5.7%5)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1인당 급

<표 4-25> 일반구직자 급부상황(1개월 평균)

부 월액은 더 빨리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현재 평균 표준급여월액에 대한 1인당
기본수당 월액의 비는 약 45.8%로서 실업급부 대체율의 목표로 보는 50% 이상에는 못 미치나
기타 실업수당을 감안하면 50% 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 연장급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와 같이 실직기간이 장기화되면 실업자의 기본수당이 소전됨에 따라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급부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수당의
소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고용보험은 일반피보험자의
실업에 대하여 실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연장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가) 특정개별연장급부제도
특정불황업종 이직자 혹은 특정불황지역 이직자, 도산에 따른 이직이 불가피한 자 및 선원보험의
피보험자였던 후 육상근무로 전환한 자로 사업주측의 사유에 의하여 이직한 자 가운데 재취업을
위하여 직종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일정범위의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급부인 수급의 기본수당의 지급 종료후에도 필요에 따라 기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도록 한다.
특정개별연장급부의 연장기간은 이직일이 속한 연령과 산정기초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분의
사이에서 결정된다. 즉, 이직시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서 산정기초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90일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60일분,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정기초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60일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30일분, 3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산정기초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90일분이 지급된다. 특정개별연장급부는 다른 연장
급부보다 앞서 지급되므로 다른 연장급부가 행하여지면 이 급부는 수급될 수 없다.
나) 개별연장급부제도
일정의 이유에 의하여 취업이 곤란한 자에 있어서 소정 급부일수분의 기본수당을 소진할 때까지
취업할 수 없다고 예견되고, 특히 취업지도 기타 재취업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0일분의 급부일수가 연장된다.
또한 40세 이상의 특정불황업종 이직자, 구직수첩 소지자 혹은 40세 이상의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로서 일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특례로서 90일분의
급부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다) 훈련연장급부제도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소 등을 수강하는 경우 ①
훈련등을 수강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90일을 한도로 함) ② 훈련등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 ③ 훈련 수료후 재취업이 곤란한 기간(30일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소정 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된다.
라) 광역연장급부
실업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노동성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있어서 광역 직업소개 활동에
의하여 직장의 알선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에 있어서는 소정 급부일수를
초과하여 90일을 한도로 기본수당이 연장지급된다. 이 제도는 미국의 연장급부제도의 성격에
보다 적극적인 직업소개활동을 부과함으로써 고용정책 지향적 연장급부라고 할 수 있다.
마) 전국연장급부제도
실업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되어 일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취직 상황으로
미루어 노동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모든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급부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급부일수는 90일이다. 이 제도 역시 미국의
연방정부에 의한 연장급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상황이 4개월 이상 계속되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인정될 때 지급된다. ① 기본수당의 급부율(매월에 기본수당의
수급자수를 기본수당의 수급자수나 피보험자수로 나눈 비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 ②
초회수급률(초회수급자수를 피보험자수로 나눈 비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이상의 연장급부 가운데 (가), (나), 그리고 (다)의 연장급부는 선별적인 급부에 속하며 (라)와
(마)의 연장급부는 보편적인 급부에 속한다. 따라서 (라)와 (마)의 제도는 거의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제도인 반면 나머지는 일본의 고용보험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다른 나라의 경우 公共扶助의 형태 혹은 고용보험의 권한 밖인
고용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시스템이 더 우위인가의 문제는 고용보험제도 이외의
근로자 복지제도가 얼마만큼 효율적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일본의 경우 공공부조 혹은
고용대책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정착되었기 때문에 제도간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가 고용보험제도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취업촉진급부
취직촉진급부는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 범위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급부가 행하여지고 있다. 취직촉진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는
재취업수당, 상용취직준비금, 이전비 및 광역구직활동비가 있다.
가) 재취업수당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경우 기본수당의 지급 잔일수가 해당
수급자격에 기초한 소정 급부일수의 1/2 이상이면 다음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수당
일액의 30일분에서 120일분에 상당하는 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
② 이직전의 사업주에 재고용된 것이 아닌 경우
③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취업한 경우
④ 수급자격에 관련된 이직에 있어서 급부제한을 받은 자가 대기기간의 만료 이후 2개월내에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하여 취업한 경우

⑤ 취직일 전 3년 이내의 취업에 있어서 재취업수당 혹은 상용취업준비금을 수급받지 않은 경우
⑥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수급자격의 결정에 관한 구직의 신청을 한 날 이전에 해당사업주에
고용된 것이 아닌 경우
⑦ 기타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사자의 직업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수당은 소정 급부일수 및 취업일 전에 지급잔일수에 따라 기본수당의 일정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나) 상용취업지도금
상용취업지도금은 수급자격자등이 政府令에서 정하는 취직곤란자가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따라 취업하는 경우 재취직수당의 수급요건 가운데 ①∼④의 요건이 만족될 때 지급된다.
정부령에서 정하는 취직곤란자에는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취직일에 있어서 45세 이상인
수급자격자 등이 이에 속한다. 상용취직지도금액은 기본수당 일액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다) 이전비
수급자격자 등이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한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혹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가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일정의 요건하에 지급된다. 이전비는
철도비, 선임, 차량 이전비 및 도착후 수당의 다섯 종류로 나뉜다.
라)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등이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주거지에 돌아올 경우
일정의 요건하에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철도비, 선임, 차량 및 숙박료의
네 종류로 나뉘어 있다.
이상의 취직촉진급부들은 모두 실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취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재취직수당과 상용취업준비금은 실업급부 만료 이전의 취업에 대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업 의욕을 북돋움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실업급부의 절감으로부터의 이익을
취업당사자와 보험자 사이에 분배하여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전비 및
광역구직활동비는 취업을 위하여 사실상 사업주 혹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그들의
조기취업으로부터의 급부절감과 이들에 대한 추가비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즉, 이와 같은 제도의 실시로서 추가적 비용 없이 근로자의 실업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社會厚生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 관리운영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징수에 관한 사업은 노동성의 직업안정국에서 행하고 있으며 지방기구로서는
근로감독을 행하는 都道府縣 勞動基準局과 이의 하부조직으로 勞動基準監督署, 都道府縣의
雇傭保險主管課의 이의 하부조직으로 공공직업안정소가 있으며, 그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실업 및 근로자재해보험에 관하여 통합하여 처리되는 일원적 사업 가운데 후에 언급될
事務組合에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都道府縣의 주관부처가, 사무조합에 위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都道府縣 노동기준국이 각각 노동보험료의 징수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② 실업 및 노동재해보험에 관하여 각자 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무조합에의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都道府縣 노동기준국이 노동보험료 가운데 노동재해보험분의 징수 등을 都道府縣이
노동보험료 가운데 노동실업분의 징수 등의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노동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는
사업주가 매년도 초에 당해사업에서 1년간 지불될 임금총액의 예상액(일반적으로 전년도의
임금총액)에 일반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槪算保險料로 위에서 예시된 당해기관에 각각 신고
납부하고 회계연도 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이상의 노동보험 사무방법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보험에로의
가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성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 단체가
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 하여금 노동보험료 납부등의 사무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무조합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납부상황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1987년 현재 사무조합수는 약 12,700개이며 보상금은 88억7천만엔에 달한다.6)

이와 같은 일본의 고용보험관리조직은 노동성 산하에서 노동관련 보험의 다른 하나인 산재보험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산재보험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에 관련된 양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실업문제를
복지차원에서 대처할 것인가 혹은 고용 및 노동문제의 차원에서 대처할 것인가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실업보험을 고용보험화시킨 것으로 보아 실업문제를 적극적 고용노동대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3. 關聯制度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부분과 고용대책부분을 통합하여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이 곧 고용대책 혹은 고용보장과 같은 개념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
고용보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관련제도는 고용보험의 4대 사업에 속하는 ① 고용안정사업
② 고용개선사업 ③ 능력개발사업 ④ 고용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관련제도로서는 퇴직금제도가 있다.
가.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기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조정조성금 : 사업활동의 축소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휴업, 교육훈련 혹은 파견업무를 시키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 고용기회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고연령자 심신장애자 기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조성 및 지원을 행한다.
나. 고용개선사업
고용개선사업이란 고용상태의 시정, 실업예방 기타 고용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의 고용구조개선 : 정년 인상의 촉진, 고연령자의 고용연장의 촉진 등 고용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조성금 및 지원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연령자다수고용보상금, 저연령자고용확보보상금, 정년퇴직자 등 고용촉진조성금 및
고연령자단기간고용조성금의 지급이 있다.
지역적 고용의 개선 : 고용의 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의 기업 이전, 계절적 근로자의
계속적 고용의 촉진 기타 지역적인 고용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고용개발조성금, 계속고용장려금, 冬期고용안정장려금 및
冬期직업강습조성급부금의 지급을 하고 있다.
다. 능력개발사업
능력개발사업은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주에 의한 직업훈련장려, 피보험자
등에 대한 공공직업훈련의 충실화, 유급교육훈련 휴가제도의 보급, 근로자의 직업훈련수강 장려,
기능평가의 실시 등이 속한다.
라. 고용복지사업
고용복지사업은 피보험자등에 관하여 직업생활상의 환경정비 개선, 취업의 지원 기타 피보험자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에는 이전취업자 숙소의 설치운용, 취직등에
대한 상담시설, 근로자복지시설등의 설치운용, 취직자금의 대부 및 신원보증, 직업에 관한 조사
등이 있다.
마. 퇴직일시금제도

퇴직금이란 고용종료후의 생계보조를 위한 복지급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적 급부의 성격과, 둘째 고용보험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해고수당의 성격이다. 전자의 성격이 우수근로자의 확보와 정착,
근로의욕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면 후자는 노령자나 불필요한 인원의 배제, 고용조정기능의
형성에 이용되게 된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진 퇴직금제도는 일본에 있어서 거의 모든 기업에서
연금의 형태와 일시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현행제도는 퇴직연금의 경우 피용자의 다른 직장에서의 취업에 대하여 정년퇴직까지 거의
통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령연금의 형태와 같다. 그러나 퇴직일시금의 경우는 이직을
사유로 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일본사회의 안정과 이에 따른 고용의
안정, 이직의 감소는 일본의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미래의 퇴직금부담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
예상되어 일시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퇴직일시금제도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5년 현재 퇴직일시금만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51.9%, 양 제도의 병행은 33.8%, 연금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는 비율은 14.3%이다.7)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비율은 1985년 현재 약 85%에 이른다. 이것은 한편
퇴직금제도가 고용 보험의 기능을 오래 전부터 담당해 왔음을 의미하며, 고용보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늦게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고용보험의 도입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영역을 노후퇴직의 보장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킴과
동시에 퇴직금제도의 공식화를 근로자들에게 더욱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와
함께 노후보장의 양대 지주를 형성하도록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퇴직일시금제도의
선호율이 전체회사의 85%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퇴직금제도의 고용보험 성격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본다.
고용보험 성격의 퇴직금제도 즉, 정년전 퇴직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화의 가장 큰 차이는
갹출분담의 방법에 있다. 適格年金8)에 의한 퇴직금의 경우 갹출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율은
1985년 현재 2.9%에 불과하다. 반면 실업급부의 갹출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퇴직금제도에 의한 고용보장방법이 고용보험보다 실업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직금의 성격이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후불적 혹은
근로보상적 의미를 갖는 반면 이직후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의 한계가
있다.

4. 雇傭保險制度의 特徵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업정책과 고용정책을 한 테두리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이 고용정책을 실업정책과 분리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본다. 그러나 양자가 한 시스템내에서 더 나은 효율성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문제는 실업자 혹은 저소득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소극적 사회안정적인 측면이
강한 데 반하여 고용문제는 생계보장을 뛰어넘어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고용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직업훈련등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적극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보험에 있어서, 실업급부에 관한 재정의 흑자가 고용사업의 투자에 활용된다고 볼 때,
저소득층을 위하여 보험료율을 낮출 것인가 혹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파급효과가
불분명한 고용사업에 계속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따라야 한다. 더욱이
고용보험하에서의 고용사업은 일반예산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한다면 고용보험은 피용자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일본 고용보험제의 두 번째 특징은 취업촉진급부의 존재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부기간 이전의 취업에 대하여 피용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미국의 경험률제도에 대한 변형으로 보인다. 경험률제도는 고용의
창출 혹은 실업의 억제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
고용주는 가능하면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즉 실업의 억제에 대하여 취업촉진급부는
피용자에게 혜택을, 경험률제도는 고용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목적을 지닌 양자의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의 특징은 연장급부에 관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연장급부는 사실상 실업보험의 권한 밖인
보조급부에서, 미국의 경우는 연방고용보험제도의 권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연장급부가 고용보험의 제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는 재정이 악화될 경우 재원의 고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와 지속적 실시가
보장되어야 할 고용사업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배경에는 일본의 고용보험이 격심한 실업률을 겪지 않았다는 점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실업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는 연장급부에
관한 한 일본의 제도는 큰 약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주석 1) 일본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과 고용대책의 혼합형태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상 고용보험
가운데, 失業給付事業의 문제만을 우선 다루고, 고용보험내의 고용대책에 관여하는
「관련제도」에서 다룬다.
주석 2) 關英夫(1985), p.69.
주석 3) 厚生統計協會,「保險と年金の動向」, 1989, p.216.
주석 4) 關英夫(1985), p.249.
주석 5) 厚生年金基金連合會, 『厚生年金基金事業年報』, 1985.
주석 6) 勞動省, 『失業對策年鑑』, 1987, p.290.
주석 7) 勞動法令協會, 『退職金の支給實態』, 1987.
주석 8) 적격연금에 관하여는 閔載成,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한국개발연구원,
1987, pp.78∼80 참조.

第4節 西獨의 雇傭保險
지금까지 본 연구는 영국, 미국, 일본의 고용보험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이들의 실질적인 제도
운영방법은 다르나 제도의 목적, 수급자격, 급부규모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서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독의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1. 雇傭保險
서독의 고용보험은 1927년 연방직업소개실업법(Gesetz Ü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현재는 1969년의 雇傭促進法(Arbeitsf
Örderungsgesetz)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고용촉진법의 목적은 법률의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첫째 적극적 고용정책에 의하여 실업을 예방하며, 둘째 실업자의 생계를 보조하는 것이다.
첫째의 목적은 사회가 발달해 감에 따라 근로자의 숙련과 직업에 대한 자격조건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본다.
가. 적용범위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피용자는 실업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되며, 이에는 소정액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는 사무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업훈련생도 포함된다.

나. 비용부담
보험효율은 4.3%로 노사가 각각 반씩(2.15%) 부담한다. 보험료산정 보수의 한도액은 1988년 현재
7만 2,000마르크이며, 63세를 넘은 자영업자, 연금수급자, 고용주 및 그들의 가족, 공무원,
직업군인, 취업시간이 적은 자들은 보험료 납부의 면제헤택을 받는다. 보험료산정에 필요한
보수의 한도액은 당해년도 직전 4년간의 초기 3년간에 있어서 모든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의
평균수입의 2배와 같도록 매년 재평가된다. 또한 보험료산정 보수의 한도액의 10% 미만 임금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반면 고용주는 4.3∼5.86%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정부는 고용촉진법상의 실업보조금 및 재정적자를 補塡한다. 또한 실업부조 및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험갹출금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
1)
1987년 현재 고용보험의 재원 가운데 73%는 노사의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며, 노사의 갹출금은
질병보험 및 연금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질병금고에 의하여 일괄 징수된다.
다. 급부자격
고용보험의 급부신청자격은 과거 3년간 36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야 하며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부를 수급받기 위하여는 고용사무소에 등록하고 일을 할 능력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주당 2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폐질의 경우로 당사자가 직장에서
관습적인 근무시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부를 수급받을 수 있다. 급부의 자격정지가
되는 경우는 자발적 퇴직, 과실에 의한 해고, 노동분쟁에 의한 해고, 합당한 취업제의의 거부, 훈련
및 재훈련 거부(자격상실 : 12주)이다.
라. 급부내용
고용보험의 급부는 실업수당, 조업단축수당(3년까지) 및 악천후수당이 있다. 실업수당은 실업
제1일째부터 3년간에 걸쳐서 피보험기간에 따라 16∼52주간 지급되나 65세에 달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수당액은 평균적으로 과세후 임금의 68%, 독신자의 경우는 63%이다. 단, 49세 이상은
급부기간이 28주이며 최장급부기간인 52주는 156주의 피보험기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업단축수당은 조업단축시 근로자가 상실한 소득의 전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또한 악천후 수당은 겨울의 수개월간 악천후의 방해를 받는 건설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상적 순수입의 63∼80%의 급부를 지급한다.
이러한 수당들은 1974년 10월부터 매년 연금보험의 연금조정률과 같은 率로 자동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나 1979년부터 인상률이 법률로 정하여져 1979년 4.5%, 1980년 4%, 1981년 4%로 되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 자동연동제가 부활되어 1983년 7월에는 5.59%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1984년
이후에는 전년도의 임금상승률이 보험급부의 인상률로 적용되었다.
마. 관장기관
연방노동사회성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입된 각종의 제도를
관리한다. 이들의 하부조직으로는 聯邦勞動公社가 있다. 연방노동공사의 업무는 실업부조,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의 업무를 담당한다. 연방노동공사는 본부 9개주의 노동사무소, 146개의
지구노동사무소로 구성된다.2) 연방노동공사의 재원은 갹출금(고용보험과 기타 실업고용대책을
위한 갹출금)과 국고부담금(고용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실업부조에 대한 국고부담금)으로
충당된다.

2. 失業扶助
고용보험에서 수급권을 행사하고 급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거나 혹은 급부에 대한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는 일정의 소득조사를 조건으로 하여 실업부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조사는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모든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실업부조의 금액은 실업급부보다 낮은 수준(과세후 임금의 56%)이다.
실업부조의 급부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65세에 달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부조의

재원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조달된다.
이와 같은 독일의 실업부조는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의 연장급부에 해당하는 제도이며, 영국의
실업에 대한 보조급부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실업부조는 고용보험내에서 운영되지 않고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적 성격보다 소득보장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3. 雇傭保險의 特徵
서독의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실업의 사실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업급부의 주급을 위한 대기일수가 없이 실업한 다음날부터 급부가 수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급부수급자에게 주당 20일의 시간제 근무를 허용함으로써 실업자들이 실직기간에 대하여
실직으로부터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장급부의 일종인
실업부조는 급부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제도의 특징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실직에 처한 실업자의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실업이 개인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 발생되었으므로 사회가 실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
주석 1) 健康保險組合連合會, 『社會保障年監』, 1988, p.248.
주석 2) 健康保險組合連合會, 1988, p.248.

第5節 結 語
지금까지 본 연구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를 개괄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국은
거의 유사한 고용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운영방법에는 각 국가간의 사정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 제도의 특징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실업자를 위하여 국민보험내에 실업급부를 갖고 있으며 실업급부의 소진시에는
정부부담의 보조급부에 의하여 추가적 급부가 지급된다. 그리고 국민보험내에서 실업급부가
운영되므로 영국의 고용보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갹출제(pay-as-you-go system)에 의하여
운용된다.
둘째, 미국은 연방주정부 프로그램의 고용보험제이며 연장급부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관리된다.
그러나 연장급부의 소진 이후에는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장수단은 거의 없다. 또한
경험률제도가 운영되어 고용주가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실업보험을 고용정책과 묶어서 고용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연장급부는
실업급부의 제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업의 급증시 재원조달에 있어서 많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고용정책이 노사의 부담이 되는 모순이 있다.
일본의 취업촉진급부는 미국의 경험률과 유사한 제도로서, 혜택을 피보험자가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넷째,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일본과 유사하게 고용촉진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실업급부자의 반일제고용을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급부는 대기기간 없이
지급되어 실업자 위주의 보험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이상의 영국, 미국, 일본, 서독의 고용보험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은 모두
고용보험의 갹출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통합된 징수를 하고 있다. 즉, 영국은
국민보험료로서, 일본은 노동재해보험료와 함께, 서독은 질병보험 및 연금보험의 갹출료와 함께
징수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적인 점들은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데 각국의 실태에 맞도록 도입 조정된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데 이 제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第5章
外國雇傭保險制度의 示唆
第1節 韓國의 失業關聯制度
우리나라는 실업관련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解雇豫告制度(동법 제27조의 2), 退職金制度(동법
제28조) 그리고 休業手當制度(동법 제38조)가 있다. 그러나 광의 개념에서 실업관련제도는
고용대책관련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앞서 누차에 걸쳐 언급하였다. 즉 실업과 관련될 수
있는 고용대책제도로서는 공공직업훈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사업,1) 1961년의
직업안정법에 의거한 직업안정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목적에 좀더 충실하기 위하여
후자의 실업관련 고용대책에 관한 분석을 피하고자 한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제27조의 2에 의거한 조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에 관한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실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해고를 해야 한다.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 법률 제791호)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수당제도는 부득이한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수당(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공급과잉 등으로 조업단축등에 의한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임시해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경기가 되살아 날 경우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상의 세 가지 제도는 모두 해직 혹은 이직 및 임시해고의 경우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직기간 동안 피용자에 어느 정도 생활안정의 수단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제도나 휴업수당제도는 매우 단기적인 것으로서 실업자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에게 법적 구속력만 있을 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억제의 효과도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 실업대책은
사실상 퇴직금제도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현재 퇴직금지급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는 16인 이상의 기업으로, 이들
기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987년 현재 427만명2)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에 불과하다.
퇴직금산정의 기초방법은 산정기준에 지급률을 곱한 것으로서, 산정기준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지급률은 근속년수와 그 밖의 조건에 의하여 일정률 혹은 누진율로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상에서의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한다.3) 여기에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4)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5)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은 퇴직급여를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적립분에 대하여 기업은 세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세제의 혜택을 받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년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피용인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당해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

<표 5-1> 근속연수별 퇴직자 구성비 퇴직금 수급인원 비율 및 평균퇴직금(1982)

6)

어야 할 추계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閔載成(1984)의 조사에 따른 근속년수별 퇴직자 구성비 및 퇴직금 수급인원 비율, 평균 퇴직금의
현황은 <표 5-1>과 같다.
앞의 표에서 근속년수 15년미만을 실업, 근속년수 15년이상을 정년퇴직으로 볼 때 99.4%의 거의
모든 퇴직자들은 실업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을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비록
퇴직금의 성격이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해도 피용자 대부분은 하나의
실업급부로 간주함을 보인다. 그리고 금액면으로 보아도 퇴직금 지급액 가운데 근속년수
15년이상의 실질적 노후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이상의 표가 비록 1982년 자료라고 해도 그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제도의 형태가 거의 변화할
요인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퇴직금 실태를 매우 잘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의
퇴직금제도는 사실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퇴직금제도가 본연의 노후를 위한 기업차원의 노후보장수단이 되기 위하여는 퇴직금의 통산제도
등에 의하여 퇴직금계정이 다른 직장으로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노후보장을 위하여는 퇴직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보다 연금제에 의한 생계비지급
형태를 띄어야 한다.
이러한 현행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延河淸(1984b)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7)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 수의 증가와 근속년수의 증가추세에
따라 기업의 퇴직금부담이 급증하여 기업도산시 퇴직금의 수급보장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높은 퇴직누진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가중은 물론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셋째, 업종별 기업별 개인별 퇴직금누진율의 차이는 노사분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누진적 퇴직금 지급방법하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를
계열기업에 강제 이직시키는 관행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누진적 퇴직금 지급방법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공로보상적 퇴직금 가산방법이 됨으로써 단기근속자에 대하여 이직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퇴직금제도 외에 1988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국민복지연금제도는 노령자들의 실업에 대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고용보험의 실업급부를 받는 고연령자는

국민복지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급부의 크기에 따라 실업급부를 조정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주석 1) 1981년 職業訓練促進基金法 및 1986년 職業訓練基本法에 기초하고 있다.
주석 2)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87, p.35.
주석 3)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주석 4) 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
주석 5) 閔載成(1984), p.23.
주석 6)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10977호) 제65호 및 법인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10978호) 제18조 참조.
주석 7) 연하청(1981b), pp.101∼102.

第2節 外國雇傭保險制度의 示唆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역사는 전무하나 하나의 변칙적인 제도의 형태로서의
퇴직금제도는 사실상 고용보험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 또한 국민복지연금제도는 개인의
경제생활의 종료시 반드시 다가올 노령퇴직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퇴직금과 연금제도의 제약내에서 도입방향이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논리의 단순화를 위하여 고용보험과 퇴직금 및 연금제도가 서로 공통되는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 고용보험제도로서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는
퇴직금제도가 민간의 노후대책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정립되도록 퇴직금제도의 통산제도나 혹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전제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복지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실업급부 수급자가 연금수급권이 있을 경우 실업급부를 감액하는 제도나 혹은
조기퇴직제도를 강화하여, 정년퇴직전 혹은 연금수급 연령전 실직에 대하여 실업급부 대신
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령실업에 대한 제도간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외국의 사례에서 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示唆點을 본 절에서 설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방향은 연하청(1981a)에 의하여 설정된 바 있다. 본 저자는
그의 연구자가 많은 시일이 흘렀음에도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할 고용보험의 모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의 모델을 표준으로 하여 모델의 당위성에 중심을 둔
분석을 가미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최상의 모델이든 항상 현실과 부합되는 이상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회는 항상 변화하며 제도는 이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낳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일정의 모델은 항상 면밀한 분석으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外國制度에 대한 分析으로부터 本硏究는 우리나라의 制度導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示唆點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雇傭保險의 基本方向에 관한 것으로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요소로는 고용보험제도의 順機能的인 面을 極大化하고 逆機能的인 面을 最少化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부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는 不況期에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주는 경기안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급부의 대부분이 저소득 가계에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가질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동향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파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適期에 실효성있는 노동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등 順機能的인
측면이 많으며, 바로 이러한 순기능적인 면 때문에 40여개국에서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의 제공은 실업자의 求職意欲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취업자에게도 힘든 일보다는 실업급부를 받는 편을 택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전반적인 근로의욕의
저하와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용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생산활동이 위축됨으로써 경제의 활력이 잠식당하게 되며 바로 이와
같은 우려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는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는 단순히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구직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최단시일내에 취업이 되도록 하고 취업 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측면에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사양산업의 실업자 문제와 제조업 부문의 求人難 등 부문별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실직자의
생활안정측면과 함께 이들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고용촉진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이상의 두가지를 상정한다면 우리나라에
도입될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측면에서 실업급부에 치중하는 「失業保險」보다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雇傭保險」의 형태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서구의 국가들은 70년대에 들어 실업급부에 고용대책을 접목시키는 고용 및
실업에 대한 정책으로 고용보험의 성격을 전환시켜 왔다. 이것은 고용보험의 성격을 하나의
사회보험제도는 물론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의 하나로 보는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실업을 단순한 개인적 사고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단순노동이 노동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실업에 대한 대책은 실업급부의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하였다. 이것은 단순노동의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항상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전문적 고용형태의
변화하에서는 근로자가 일단 실직을 당하게 되면 구직에 있어서 전문적 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재취업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실업대책에는 고용정책이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용정책의 보험화 필요성을 의미하며, 독일이나 일본식의 고용보험이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의 초기단계인 실업급부제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실업만을
부보하는 실업급부제도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하여 점차적인 고용대책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고용보험 도입의 타당한 순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등의 사회보험의 운용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실업보험제도가 초래할지도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고용촉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일본과 같은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산업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에 도입될 고용보험제도는 단순한 실업급부 차원보다는 직업훈련, 직업안정사업 등
고용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인력의 보존 및 질적향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생활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실업을 예방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더욱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유지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의 適用範圍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다른 국민적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나 그 적용방법에 있어서 점차적이어야 함은 제도확립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본다. 고용보험의 도입을 위하여는 우선 고용보험급부의 지급을 위한 소득
자료 및 고용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의 확보에는 무엇보다도 자영자계층보다
기업의 피용자계층이, 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유리하다.1)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대기업으로부터의 확대적용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자료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계절근로자,
건축근로자, 일고노동자는 일단 동일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외국의 상례이다.
적용범위의 결정에 있어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에 대하여 그의 소득자료 및 직장에 관한 경력을 모두 필요로 하는 만큼
이들과 관련자료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1988년 2월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10인이상 사업자의 피용자(약 445만명)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5∼9인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규모를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이외에 고용경험에 관한 고용주의
기록도 필요하다고 본다. 실업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볼 때 실업을 빈번히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험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미국의 경우 3년)에 걸쳐서
고용기록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보험재정의 안정에 필요한 장치일
수 있다.
셋째, 고용보험의 費用負擔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의 경우 급부비용은 실업의 발생원인을
어느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노사가 부담하며, 기타의 관리행정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업을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미국의 경우)이나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도 付保된다면
노사가 반반씩 부담(일본의 경우)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서 피용자가 전면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욕구가 팽배해 있는 만큼 사용자의 비중이
부담결정 과정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업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에 따라 노사간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사용자측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 도입시에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료율은 최저의 생활을 위한 실업급부의 규모에 따른 보험수리적 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험료 산출의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은 고용주의 支拂賃金(payroll)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지불에 대한 관행이 본봉과 수당으로 나뉘어 본봉의 비중이 전체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보험료율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우선 본봉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2) 실업급부를 최저생계비에 조정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초기에는 고용보험과 같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로서 국민연금제도와 일치하는 과세자료를 사용하여 관리행정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매번 세율을 따로
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덜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고용보험의 資格要件에 관한 것으로서, 실업급부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① 피보험자가
실업급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격 ② 피보험자가 급부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③ 고용보험의 부자격요건에 해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제도의
관례이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분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실업급부를 수급받을 수
있다.
첫째, 실업급부신청자격은 피보험자가 실직전 일정기간 한 직장에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동안 취업을 하거나 혹은 이 기간 동안 일정액 이상의
소득경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실업급부의 수급자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기적․자발적 실업자들로 인한 보험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와의 연계로서 적어도 1년 동안 피보험자
기간일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본다.
둘째, 급부수급자격으로서는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실직기간 동안 건강의 악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가 노동시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업자가 노동시장 외에 존재하게 되면 사실상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되어
실업자의 집단에 속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실업급부는 지급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노동시장의 단기적 수급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라면 노동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한 고의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부는 지급될 수 없다고 본다. 노동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한 이직에는 자발적 퇴직, 과실에 의한 해고, 노동분쟁에 의한 퇴직, 적절한 취업제의의
거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이직에 대하여는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합당한 이유에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채용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퇴직할 경우, 임금이 다른 동종․동류의 직종과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퇴직한 경우, 상급자가 고의로 퇴직 당사자를 배척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자격요건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습 및 고용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수급자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한 경우, 자격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실업급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하여 실업급부의 허위신청에 대한
벌칙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자격요건은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이란 고용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과도한 급부의 지출로 인하여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용보험의 給付水準은 고용보험의 실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급부수준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최저생계비의 개념은 전체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한 평균적
생계비(영국의 경우) 혹은 개개인의 기본욕구를 위한 생계비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 가계는 고정소득자로서 평균적인 가계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용보험제도라면 급부수준은 전체소득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은 과거의 평균적 소득의 50%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고용보험을 실시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급부수준도 전체임금의 50% 이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정액의 추가적인 급부가 지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와같은 외국의 급부수준과 우리의 경제발전관계를 감안하되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급부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현재 最終月報酬의 평균
40% 수준인 국민연금의 지급수준과의 균형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감안하여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여 급부의 최저․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한도는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률로 결정하여 물가수준에
연동시키고 급부수급자간의 상대적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기간은 불가피한 경제상황을 제외하고 실직자가 충분히 구직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수급기간은 근로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자극이
되지 못하므로 수급기간이 갖는 구직의욕에 관한 正(+)과 負(-)의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국가는 급부수급기간을 6∼12개월로 제한하나, 일본의 경우는 3∼10개월로
수급기간이 짧다. 급부기간은 개인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한 직장에
장기근속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실업률이 낮은 것이 고용보험의
급부기간이 짧은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만큼 실업급부기간은 일본의 경우에 맞추는
것도 합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일본의 고용관행과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논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실직후 실업급부자격자에게 급부가 바로 지급되는 것보다 일정의 대기기간(1∼3주)을 설정하여
보험자들이 급부의 정산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실업급부를 실직후 바로 지급하게 되면, 실업급부가 실업 즉시 지불되는 것을

이용하여 잦은 실업을 유발시킬 수 있다.
실업급부기간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 일정의 조건하에 연장급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일정조건은 다수의 실업이 발생하여 도저히 구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나 혹은 합당한 직장을 찾을 수 없어서 자발적 혹은 권고에 의하여
직업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실업급부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 사례이다.
장기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그들의 문제를 단순히 급부지급으로서가 아니라 수급에 대한
일정한 책임(예, 직업훈련등의 이수)을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고용보험의 管掌機關 역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고용보험의 관할은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의 성격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아 사회보장전담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가 고용촉진 등 고용정책측면을 포함하여야 하고
고용의 촉진이 실업의 해소를 뜻한다고 보면 고용정책의 담당부서가 고용보험을 담당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타 행정부서의 전체적인 연계
및 협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업무와 관련하여 타부서와 협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실업급부의 결정에 있어서 연금의
임금대체율과의 관계, 개인별 소득자료에 있어서 국민복지연금의 자료활용 문제, 고용보험세의
징수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조직을 활용하는 문제 등이 있다.
고용보험의 하부기관으로서는 공공직업소개소의 활용과 기타 직업안정망의 확충이 필수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직업안정소는 실업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알선과 동시에 실업급부의
자격을 검토하고,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등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행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업안정소를 재정비 배치하여 직업안정뿐 아니라 고용보험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서 이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 1) 1988년 현재 전체 취업자에 대한 상용피용자의 비율은 49.8%에 불과하다(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89).
주석 2) 1989년 현재 전체임금대비 본봉의 비율은 77%임(노동부 발표).

第3節 外國의 事例에서 본 雇傭保險의 經濟的 效果
外國의 경험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경기안정적 효과와 재분배효과 둘째는 勞動要素市場에 미치는
것으로서 고용 및 실업형태에 관한 영향이다.
첫째, 고용보험의 경기안정적 측면으로서 고용보험급부는 불경기에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지원하게 된다. 물론 경기변동에 대하여
안정적 정책수단으로 고용보험이 활용되기 위하여는 불경기시에 실업급부를 급속히 인상하고,
호경기에 실업급부의 인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실업세에 있어서도 불경기시에 인하하고
호경기시에 인상하는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경기안정장치로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불경기와 호경기에 대한 실업급부 및 보험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1)
둘째, 실업급부의 대부분이 저소득 가계에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효과가
발생된다고 본다. 그리고 실업급부가 고소득자에게는 낮은 소득대체율이, 저소득자에게는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됨으로써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펠스타인(Feldstein, 197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서 실업급부가 반드시 저소득자 위주로 배분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2) 미국의 경우 1983년 실업급부 총액의 51%가 2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돌아갔다는
3)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실업급부가 과거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거의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실업급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의 연간소득이
높아서 상당한 금액의 실업급부를 수급받기 때문이다. 저소득 실업자는 대부분 잦은 이직 혹은
장기실업 등 여러 이유로 실업급부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업급부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고용보험을 소득재분배정책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제도상 현실적 한계가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계위협 정도에 관계없이
4)
단기적 扶助를 행하는 제도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셋째,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고용기간과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보험은 급부의
수급신청자격으로 일정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미숙련
저연령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의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실직이
되어도 가능하면 이 기간내에 직장에 복귀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실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실업급부의 지급으로 좀더 합당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여 적성 및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그리고 장기적 실업 혹은 저소득
실업에 관하여 고용보험은 취업촉진정책이나 직업훈련정책을 보조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된다.
과거 거의 모든 거시정책 모델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의하여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들이 실업률을 낮추려는 목적은 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며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거시정책은 거의 정책적 혼란을 대가로 지불한 채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완전고용의 달성 혹은 실업률의 인하는 거시경제정책이 아닌 고용보험이나
고용정책에 의한 구조적인 접근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본다.
주석 1) 이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George E. Rejda, "Unemployment Insurance as an Automatic
Stabilizer", Journal of Rist and Insurance, Vol.33, No 2, June 1966, pp.195∼208;Neil A. Pooma,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 Stabilizing or Destabiliz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6, Jan-Feb. 1968, pp.91∼100 참조.
주석 2) Martin Feldstein, "Unemployment Compensation : Adverse Incentives and Distributional
Anomality, "National Tax Journal", Vol.27, Jane 1974, p.231.
주석 3) Congressional Budget Office, Promoting Employment and Maintaing Incomes with
Unemployment Insurance, Washington D.C., 1985.
주석 4) Edger K. Browning and Jacqueline M. Browning, Public Finance and the Price System, 1987,
p.137.

第6章
結論

1.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되어 온 고용보험의

개념을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합당한 고용보험에 대한 示唆點을
考察하는데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 각 부문과의 불균형 성장에 따라 유발된 사회 구성원간의
불평등한 富와 所得分配는 국민들간에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시를 필두로 하여, 국민의료 보장을 위하여 1977년
국민의료보험제도를,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1988년에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고용보험은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개인의
실업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업으로 인하여
개인소득의 원천을 상실할 경우 보험제도에 의하여 그들을 일정기간에 걸쳐서 소득을 보상하며,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실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지 및 보전을 행하도록 한다.
2. 이와 같은 목적이 고용보험에 의하여 달성되기 위하여는 우선 실업이 보험가능한
目的物인가에 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첫째 보험목적물이 비자발적인 위험이며, 둘째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야 하며, 셋째 입증 가능한 위험이어야 하며, 넷째 보험학적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한 시점에서 일부만이 실업에 있어야 하며, 여섯째 예상가능한
실업이어야 한다.
실업이 보험의 목적으로서 합당한가에 관한 해답은 각국마다 다르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선진국은 이러한 내용을 만족시킬 것이며, 저개발국은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점차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 왔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의
실시시기는 점차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보험의 목적물이 되기 위한 요건들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에 대한 제도적인 행정관리에 의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자발적인 실업에 관한 문제는 급부지급 활동 전에 급부자격을 심사함으로써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급부액을 제한하거나 급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1주에 한 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용인원으로
간주하여 산출되는데 여기에는 半雇傭 혹은 潛在的 失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실시에 따라 이들이 제도의 교란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실업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자를 직접 직업소개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실업자에 대한 개념을 실직하여 직업소개소에 구직신청 혹은 실업급부신청을 한 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자발적 실업의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손실이 따라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업기간동안 당사자는 임금을 상실하게 되므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능한 실업이라는 위험을 기피하고자 노력한다.
셋째, 보험의 성격은 목적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의 목적물이 입증가능해야 한다. 실업의
존재는 고용주가 고용보험의 보험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실직사유를 보고함으로써 입증된다. 또한
근로자의 허위보고에 대하여는 불이익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업발생의 관리와 감독에 관여하는 공평타당한 고도의 관리행정능력이 요구되는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넷째, 보험학적 대수의 법칙은 보험이 실업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은 전체 피용자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위험인 바 실업위험의 공동부담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섯째, 한 시점에 집중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집중적인 보험사고의 상황은
불경기에 있어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경기에 있어서는 보험재정의 안정
및 보전을 위하여, 일반재정으로부터의 외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업의 상황이
이상의 요건에 의하여 나빠질 경우에는 보험제도가 외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 개인에 대하여 保險事故가 합리적인 思考내에서 예상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미국의
恐慌으로 인한 개인의 장기적인 실업은 예측불가능했다. 따라서 보험수리상 보험목적물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현상이 과거에 비하여 그 빈도가 훨씬 적어질
것으로 감안한다면 실업은 보험의 충분한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실업의 성격이 보험목적물로서 합당하다는 논리 이외에,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시장형태가 고용보험의 도입에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은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본다.1) 이와
같은 여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의 고용형태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단순노동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상대적으로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시장이 증대되어 왔다. 따라서
과거에는 고용보험의 도입보다는 고용기회의 확대, 즉 취로사업 및 단순건설사업의 확대로
충분히 이들의 실업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마찰적 경기순환적 실업이
증대하여 기능을 보유한 실업자가 증대하고, 이들을 단순직종에 취업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직종에 취업시키기보다 직장을 구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② 산업의 고도화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陳腐해진 기술을 가진 근로자는 항상 위기감에
쌓이게 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않는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부는 실직시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으면서 직업재훈련을 받거나 자신의 기술수준에
합당한 재취업의 기회를 얻도록 한다.
③ 과거의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자수는 국민전체가 이들을 제도적으로 생계보조하는 데
매우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즉 전체적으로 낮은 소득, 낮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국민경제에
고용보험의 부과는 道德的 危害(moral hazard)로 인한 근로동기의 감퇴를 낳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임금 및 국민소득의 향상은 정상적인 근로자에게 실업을 피하고 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고의적 실업으로부터 얻는 실업급부의 이득보다 더 크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유인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④ 국민연금제도의 실시가 고용보험의 도입여건을 더욱 호전되도록 하였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노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개인의 안정적 생활수단의 준비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국민복지연금은 일정기간의 갹출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실직기간에는
갹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은 가능한 한 실직을 피하려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보험의
도덕적 위해의 문제는 연금제도에 의하여 충분히 감소될 수 있다. 더욱이, 노령실업자는 제도간의
조정에 의하여 복지연금제도와 부담을 나눔으로써, 고용보험의 재정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⑤ 관리행정상의 효율증대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이전의 관리행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고용보험의 도입이 오히려 재정적 혼란과 관리운영의 재정부담을 낳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의 보험료 갹출 및 급부지급에 관한 행정기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埋沒費用(sunk
cost)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고용보험도입에 관한 환경의 개선 이전에 이를 위하여는 고용보험과 관련될 수
있는 기존 고용대책에 관한 재정비와 실업에 관한 자료체계의 정비(실업에 관한 정의의 개선,
임금체계의 개선, 직업안정소 기능의 강화 등)가 있어야 한다.
3. 각국의 고용보험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고용보험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42년
베버리지의 보고서에 의거한 국민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의 제도가
국민보험내에서 운영되므로 제도의 운영방식은 다른 나라와 달리 갹출방식이 된다. 실업급부의
소진시에는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정부 부담의 보조급부로 추가적 급부가 지급된다. 이것은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는다. 2년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한 18세이상의 피용자가 잉여인원의 발생을
이유로 해고될 경우, 고용주와 잉여노동력기금에 의하여 부담되는 잉여인원정리 수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실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발맞추어
적극적 재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의 고용보험을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연방실업세법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정부는 독자적 고용보험을 운영한다. 그리고 연장급부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관리된다. 그러나 연장급부의 소진 이후에는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장수단은 없다. 또한 경험률제도가 운영되어 고용주가 고용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고용주의 실업감소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
일본은 1975년 이후 실업급부제도를 고용정책과 묶어서 고용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정책은 본래 일반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이 경우 고용보험료로 재원이 충당되게 된다.
일본의 취업촉진급부는 미국의 경험률과 유사한 제도로 그 혜택을 피보험자가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독일은 일본과 유사하게 고용보험이 고용촉진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고용과 실업의
양면성을 인식하여 고용정책에 의하여 우선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실업자의 생계를 보조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급부수급자의 반일제 고용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부는 대기기간 없이 지급되어 실업자 위주의 보험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우선 선진국의 특징있는 고용보험의 도입과정 및 성장배경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의 당사자가 고용주 피용자
정부로서 거의 모든 국민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고용보험의
도입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들의 의견이 정부 정당 이익집단간에 어떻게 조정되었으며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4. 각국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배경 및 현황과 우리나라의 실업 및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설정할 수 있었다.
첫째, 우선 고용보험의 내용에 있어서 실직기간에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급부제도만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독일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고용정책을 포함한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본다.
둘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보험학의 원리상 대수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우선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에 적용하되 기업의 임금자료와 고용자료가 신빙성을 갖고 있는 기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이 초기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해당기업에
대한 특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임금 및 고용자료에 있어서 국민연금제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용은 원칙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같이 기업이 갹출금의 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고용의 실적이 양호한 경우 미국의 경험률제도와 같이
노사부담의 보험료를 인하하며, 일정부분은 고용보험의 성격상 유사한 퇴직적립금으로부터
이전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수급자격은 일정기간(6개월∼1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하고, 일할 능력과 일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기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공히 거의 모두 채택하고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는 자로 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섯째, 급부수준은 미국, 서독, 일본 등과 같이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함이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평균소득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전체 소득을 기준함을 의미한다. 즉 급부수준은 과거의 실질적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관장기관은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과 같이 노동부 산하로 하며, 하부조직을
직업안정소(혹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직업안정과)로 하여 직업소개 업무와 고용보험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보험료 갹출 및 급부지급에 관한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일곱째, 고용보험의 도입을 위하여는 실업자에 관한 관리와 행정 등에 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실업통계방법의 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즉 현행 실업통계를
직업안정소에 급부신청을 하고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자로 정의하여 실업에 대한 실질적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고용보험제도는 어떤 형태이든 실업형태와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면밀한
관련제도의 조정과 전국적 관리기구 및 효율적 인력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성공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간접적 영향으로서 제도의 구성에 따라 거시경제학적으로
경기의 안정적 효과를 기할 수 있으며, 미약하기는 하나 소득재분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용보험은 전체 국민에 대하여 실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로서 실업자에 관한한 경제적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본다.
마지막 본 필자는 본 연구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미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석 1) 이에 관한 논의는 裵茂基(1985), pp.478∼479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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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935년 사회보장법의 고용보험
제4장
제4장은 연간 20주 이상의 기간에 8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하여 정률세의 부과를
규정한다. 이 세금은 1936년 전체 지불임금의 1%, 1937년은 2%, 1938년에는 3%로 한다.
이 세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고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노동
(2) 사적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3) 고용주 가족의 친인척 구성원에 의한 노동
(4) 미국해역에서의 선원노동
(5) 연방정부 혹은 연방기구를 위한 노동
(6) 지방정부 혹은 지방기구를 위한 노동
(7) 종교, 자선, 과학, 문맹 혹은 교육적 성격과 범죄예방, 아동 및 동물 등 비영리기구를 위한 노동
연방법에 의하여 인가된 주정부 실업급부법에 대한 갹출을 한 고용주들은 그들의 갹출에 대하여
연방세의 9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모든 급부는 공공고용사무소 혹은 본법에서 설립된 사회보장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된 기구에
의하여 지불되어져야 한다.
(2) 갹출이 시작된 후 2년 동안은 급부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3) 주 실업기금에 납입된 모든 재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방실업신탁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이 재원은 기금의 주정부계정의 신용이 된다).
(4) 신탁기금으로부터 인출된 재원은 실업급부의 지불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5) 다음의 조건하에서 새로운 직장을 거부하는 실업자에게 급부의 지급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a) 제의된 직장이 직접적으로 파업, 직장폐쇄 혹은 기타의 노동분규에 의하여 공석일 경우
(b) 제의된 직장의 임금, 근무시간 기타 조건이 지역에서의 유사직종의 직장보다 개인적으로 매우
불리한 경우
(c) 고용의 조건으로서 개인이 기업의 근로에 참여하거나 혹은 본질적인 노동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6) 주법으로 발생된 모든 권리, 특전 그리고 면책은 어떤 경우든 법의 개정 혹은 폐지의 효력을
받는다.
낮은 경험률에 의한 것이 아닌 주정부의 갹출을 위한 연방세의 추가적 세금공제는 다음의
여건하에서 이루어진다.
(1) 고용주가 주 공동기금에 대하여 갹출을 하면, 그는 만 3년의 고용경험을 얻는다.

(2) 고용주가 고용계정에 갹출을 하면 그는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며(적어도 전년도의 40주 동안에
대하여 30시간의 임금) 그의 계정은 전년도 전체 지불임금의 적어도 7.5%와 같다.
(3) 고용주가 1인 이상의 고용주를 위한 별도의 준비금 계정에 독자적 갹출을 하면,
(a) 보상은 전년도의 계정에서 지불될 수 있다.
(b) 이 계정은 과거 3년 동안의 어떤 계정에서 지불된 최대보상액의 5배보다 커야 한다.
(c) 이 계정은 전년도 전체지불임금의 7.5%이다.
실업신탁기금은 재무성에 설치된다. 기금에 대한 예치금은 모든 연방공채의 평균이자율을 갖는
연방공채에 투자되어져야 한다. 기금은 이와 같은 평균이자율을 갖는 신탁기금에 발생된 별도의
채권에 투자될 수도 있다.
제4장은 재무성에 의하여 운영되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주정부 실업급부법이 만족되는지와 전제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주정부에게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주정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보와 공평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교부금은 사회보장위원회가 각주의 실업급부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액수를 각주에 지급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① 주의 인구 ② 주법에 의하여 가입된
근로자의 수와 주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추정 ③ 위원회가 제도운영에 관련될
것으로 판단한 기타 요소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교부금의 한도는 1936년 6월 30일에 끝나는 재정년도에는 400만달러 이하, 그 이후는 어떤
연도에도 4,90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주 정부가 관리운영 교부금을 받기 위하여는 제4장에 기초하여 주법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법은 다음의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직원의 채용, 근무기간 직원급여가 아닌 위원회가 급부를 산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제도관리의 방법
(2) 급부의 신청이 거절된 실업자에 대하여 공평한 재판이 있기 전에 공평한 심의를 할 기회
(3) 사회보장위원회가 요청함에 따라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4) 주법하에서 공공고용정보를 통하여 공무 혹은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연방관리의 요구에 따를
것
이러한 조건에 덧붙여서 제4장에서는 인가된 첫 3개의 조건은 또한 제3장에 포함된다.
주법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할 뿐 아니라 주정부는 합리적인 통보와 심의의 기회가 있은 후
위원회가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면 주정부의 관리운영교부금이 거부될 수 있다. 첫째 주정부가
명기된 조건을 현격히 만족시키지 못했거나, 둘째 급부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경우
급부를 거부한 경우.

<부표 2-1>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1987)

<부표 2-3>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자격요건(1987)

<부표 2-3>의 계속

<부표 2-4>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보험급부(1987)

<부표 2-4>의 계속

<부표 2-5>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관리행정조직(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