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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우리 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직인력의 求人難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계 고학력자의 求職難이 병존하는 노동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90년대에는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마찰적 실업의 증가와 인력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안정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러를 넘어서면서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안정기능의 강화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바로
고용보험제도로서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지향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게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직업안정제도의 확충과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사업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으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실업구조, 노사관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부를 지급하게
되므로 제도운영이 방만할 경우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長期化되는 소위 '先進國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시행후 수정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는 도입단계에서의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바 정부는
고용보험제도실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保險硏究企劃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1992년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기관 확충 및
고용보험 추진계획」에 따라 1992년 5월 18일에 韓國勞動硏究院에 설치된 것으로서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분석과 고용보험모형개발등 고용보험 실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연구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첫 번째 연구결과이다.
본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柳吉相 연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저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특히
日本勞動硏究機構의 타카나시(高梨 昌) 연구소장, 히로타(廣田 收) 통괄구원, 수미야(住谷幹男)
연구교류과장, 日本勞動省 고용보험과 미야노(官野甚一) 기획계장, 東京都 고용보험부 및 시부야
공공직접안정소의 관계장 제위, 와세다대학의 사쿠치(住日車) 교수, 東京大學 大學院 李鋌
연구생은 본연구에 필요한 많은 조언과 자료제공을 해주었으며, 건국대학교의 金元植 교수 등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여러 위원들은 연구내용을 세밀히 읽고 건설적인 제안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고용보험법의 全文 번역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金勳 연구위원과 金哉勳 연구원의 도움이
컸다. 어울러 자료정리를 담당한 한국노동연구원의 李怜禧 연구조원과 편집 및 교정을 담당한
朴贊暎 출판팀장을 비롯한 출판팀의 수고에 대한 치하도 빠뜨릴 수 없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著者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1992年 5月
雇傭保險硏究企劃團 團長 孫 昌 熹

第1章
序論
우리 나라의 社會保險制度는 1964년 産災保險制度의 실시를 효시로 하여 1977년의
公的醫療保險制度의 실시, 1988년의 國民年金制度의 실시 등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 국가의 4대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제도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 勞動界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可視化되고 있다.
産業化 이후 大量失業을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 나라는 아직 失業을 社會問題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듯하나 資本主義 社會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을 個人責任에서 社會責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직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인 생활안정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경제의 國際化․開放化․情報化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職業安定網이 크게 미흡한 우리 나라는 求大者와
求職者간의 효율적인 매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인력수급의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력양성 및 고용안정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共感帶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정부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후반기중
雇傭保險制度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1)
이와 같이 90년대 들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본연구는
고용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도입과정에서부터
현재의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소개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 우리 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의 敎訓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연구는 제2장에서 고용보험제도의 意義와 그 類型을 분석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실업보험제도의 도입과 제도의
변천과정을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업보험제도가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현행 일본고용보험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을
導出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는 日本 勞動省의 실무자들이 저술한
고용보험업무의 解說書 또는 法學者들에 의한 고용보험법의 해석에 관한 연구가 大宗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본고용보험제도의 변천과정과 실업급부지급상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선진제국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施行錯誤를 겪어 왔는지, 고용보험사업의
운용실적과 보험재정수지는 어떻게 變遷되어 왔으며 경제사회적 여건변화가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본연구에서는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日本의 失業保險 및 雇傭保險制度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석 1) 經濟企劃院․勞動部, 『雇傭保險制度의 導入등 職業安定制度의 擴充方案』, 1991. 8.

第2章
雇傭保險制度의 意義와 類型
第1節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고용보험제도란 失業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여 일할 수 있는 能力과 意思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保險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失業給付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을 補塡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불균형 시정,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社會保險制度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리가 이루어져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對價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며 대량의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遊休勞動力의
존재는 국가의 人的資源의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知識과 技能의 質的低下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퇴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自由競爭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好景氣에도 기업의 生成과 消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景氣變動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려 방치할 수 없는,
국민경제 전체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보험사업을 행하고 있다.

第2節 雇傭保險制度의 沿革

1. 國家的인 制度가 導入되기 以前의 狀況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중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失職組合員들에게 실업급부를
지급하던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급부제도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말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급부제도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서구제국의 주요도시에서 실시되면서 危險의 分散이라는 보험의 방법이 실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한 自主的인 失業給付制度는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충분한
급부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가입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는
가입을 기피하였고 실업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들만이 주로 가입하고 있어 재정난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말에는 失業保險基金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93년 스위스의 베른(Bern)市는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의 임의적인 실업기금에 보조를 하여
조합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자는 실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1)
이러한 제도는 스위스의 다른 도시는 물론 프랑스, 독일 등에도 파급되었다.
1895년에 스위스의 세인트 갈(St. Gall) 州에서는 임금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입과 비용부담을 강제하는 실업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公的機關에 의해 도입된 최초의
强制的 失業保險制度였다. 그러나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는 가입을 선호하지 않아 1897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한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 또는 純益의 일정비율을
失業基金으로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도 일부 기업에서
실시되었다.2)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급부제도보다 늦게
발족되었으며,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였다.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실업구제제도는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점차 소멸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私的인 실업구제제도의 원리가
강제적 실험보험제도에 傳授되어 아직도 모든 비용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2. 國家에 의한 失業保險制度의 導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보험은 원래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부를 지급하던
노동조합 중심의 임의적인 실업급부제도에서 출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임의적인 실업급부제도는
국가에 의한 실험보험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들어 1910년까지 실업보험제도를
立法化한 프랑스(1905년),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는 노동조합 중심의 임의적인
실업보험기금에 국가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한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 프랑스는
1905년 4월 22일에 제정된 「프랑스 財政法」에 의해 세계 최초로 私的인 失業保險基金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한 노르웨이는
1906년 임의적인 실업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실업급부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08년에는 정부보조금 비율을 1/3까지, 1915년에는 1/2까지
증액하였다.
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被傭者를 강제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국가에 의한
强制的 失業保險制度는 1911년 영국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실업보험의 비용을
勞․使․政 3者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국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에이레(1911년), 이탈리아(1919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任意的 雇傭保險制度의 전통이 크게 영향을 미쳐 네덜란드(1916년),
핀란드(1917년), 스페인(1919년) 등 3個國이 노동조합 중심의 임의적인 실업보험기금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에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사태는 많은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1920년대에는 벨기에(1920년), 스위스(1924년) 등 2個國은 노동조합
중심의 임의 적인 실업보험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오스트리아(1920년), 불가리아(1925년), 독일(1927년), 유고슬라비아(1927년) 등은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련은 1922년에 제정된 노동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1930년 10월 9일의 법률
개정에 의해 실업보험제도가 폐지되었다. 한편 룩셈부르크(1921년)는 저소득실업자에 대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失業扶助制度를 도입하였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심각한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였으며
그때까지 주로 救濟的인 실업제도에 의존해 온 많은 나라는 실업자의 보호를 조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험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또한1934년에는 國際勞動機構(ILO)가
「失業給付에 관한 條約 및 勸告」를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해 실업자에게 실업급부
또는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강제 또는 임의의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수급요건 및 급부기간에 관한 최저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는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1934년에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1932년에 위스콘신주에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뉴딜政策의 일환으로 1935년에 社會保障法이 제정되고 各州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해 聯邦政府로부터의 보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1937년까지 모든 주에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1935년에 聯邦議會가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雇傭 및 社會保障法案」을 가결하였으나 캐나다의 최고재판소는 同法에 규정하는 사항은 州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同法의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1937년에 各國의 동의를
얻어 1940년에 모든 州가 동의한 「失業保險法」이 성립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37년에
산업별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관리하는 실업공제기금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1946년에는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산업별 제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1030년에 저소득 실직근로자에 대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失業扶助制度를 도입하였다.
194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실업에 대비하여 많은 국가가
실업보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스는 1945년경에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1947년에 강제적 실험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1951년에 국가 부담에 의한
실업수당제도를 창설하고 1958년에는 종래의 임의적 실험보험제도를 강제적 실험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호주는 1944년에 저소득실업자에 대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3. 失業保險制度와 雇傭政策의 連繫: 雇傭保險制度로서의 轉換
초기의 失業保險은 실업자에게 失業給付를 지급함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소극적인 실업급부 차원의 것이었으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부와 동시에 사양산업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전직훈련을 통하여 産業構造調整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雇傭保險'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독이 1929년의
「職業紹介 및 失業保險에 관한 法律」(Gesetz u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을 1969년에 '고용촉진법'(Arbeitsforderungsgesetz)으로 대체한 것이나,
일본이 1947년의 '失業保險法'을 1947년에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한 것은 실업급부 차원의
'실업보험'에서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서독의
고용촉진법은 사후적인 실업급부제도 외에도 ① 실업, 불완전 취업, 노동력부족의 방지, ②
취업자의 적절한 직업활동의 확보, ③ 기술혁신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상의 제문제
해결, ④ 심신장애자, 여자, 중고령근로자 등 취직곤란자의 고용촉진, ⑤ 산업별, 지역별

취업구조개선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업보험제도를 적극적인 고용정책 차원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실업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한 것은 선진각국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현상으로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많은 示唆點을 주고 있다.
失業保險制度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급부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소극적 개념인 데 반하여 雇傭保險制度는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사업 및 근로복지향상을 위한
고용복지사업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3)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보험사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고용정책의 保險化로 실업보험과
고용정책의 연계에 의해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4. 雇傭保險制度의 導入遲延事由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公的年金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다. 사회보험제도의 母國인 독일에서도 의료보험이 1883년에, 산재보험이 1884년에,
그리고 노령연금보험이 1889년에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27년에야
도입되었다.
주요사회보험제도의 실시국가수 추이를 보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産災保險,
公的年金, 醫療保險, 雇傭保險의 순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현재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40개국에 불과하다. 이것

<표 2-1>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연도별 실시국가수 추이

은 산재보험 실시국가가 136개국, 公的年金制度의 실시국가가 135개국, 의료보험제도의
실시국가가 84개국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도입이 지연된 주요 사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고용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음은 물론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保險事故인
실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사고 발생률의 추정이 곤란하게 된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노령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나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실업사고의 발생률이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불완전고용이 만성적인 상황에서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도입할 수 없게 된다. 총체적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용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고도의 산업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고용보험제도는 직업소개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없이는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제도의 실시에 있어서는 상당정도까지 보험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급되어 있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의료보험의 경우 검역, 방역, 공중위생,
건강진단, 보건교육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질병의 예방조치가 어느 수준까지 행하여질 수
있어야 의료보험제도의 財政安定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직업소개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와 고용보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들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는 고용보험제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즉, 전국적인
노동시장의 조직화를 위한 직업안정기관의 확충 및 직업훈련기관의 활발한 활동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주석 1)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險課編, 『改訂新版 雇用保險法』, 1986. p. 25.
주석 2)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險課編, 위의 책, pp.24∼25.
주석 3) 學術用語로는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모두 英語의 unemployment insurance를
번역한 것으로서, 直譯하면 '고용보험'이 아닌 '실업보험'이 올바른 표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까지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西獨이 1969년에 종래의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고용촉진법」으로 대체하고 일본이 1974년 12월에 종래의
'失業保險法'을 폐기하고 새로 「雇傭保險法」을 제정하면서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험보험
사업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 고용정책의 보험화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에서도 西獨과 日本의 영향을 받아 80년대부터는 종래의 실업급부
중심의 제도를 失業保險制度로, 그리고 실업급부와 병행하여 적극적 고용정책을 포함한 제도를
雇傭保險制度로 구별하여 부르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전통적인 실업급부 외에 실직근로자의 직업훈련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정책적 사업들을 실업보험에 포함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므로 학술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실업보험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兩者를 구별하여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兩者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兩者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第3節 雇傭保險制度의 目的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本源的 目的(primary objectives)과 附隨的 目的(secondary objectiv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원적 목적은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의미하고 그 이외의 것은 부수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레자」(Redja)는 고용보험제도의 본원적 목적으로서 ①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급, ②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③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시간 제공 및 ④ 실직근로자의 취업촉진 등
4가지를 들고, 부수적 목적으로서 ① 景氣에 대한 자동안정장치, ② 실업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합리적 배분, ③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④ 사용자의
고용안정노력 유도 및 ⑤ 숙련노동력의 보존 등 5가지를 들고 있다.1)또「레스터」(Rester)는
고용보험제도의 본원적 목적으로는 ①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 보장, ②
실직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 유지시킴으로써 경기침체 및 실업의 악순환에 대한 완충역활 등
3가지를, 부수적 목적으로는 ①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②
숙련기능의 보존, ③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의 보장, ④ 경제적 유인책의 달성
등 4가지를 들고 있다.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各國의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에 따라 다소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내용의
제도에 대해서도 어느 것을 본원적 목적으로 보고 어느 것을 부수적 목적으로 볼 것인가는
分析者의 主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나 筆者는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1. 本源的 目的
가.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失業給付(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이 실업급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된 경우에도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된다.
나. 실직근로자의 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급부의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통한 求人․求職 情報를 근거로 하여 실직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게 된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실직근로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여
실업급부와 求職을 신청하게 되고 求人者는 공공직업안정소에 求人申請을 하게 되므로
求人․求職活動이 공공직업안정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직업안정소는
求人․求職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실직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求職者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게 된다.
다.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적극적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의
이용률을 제고하며,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급부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숙련기술인력이 생계유지를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적성 및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고 실직근로자가 지금까지 연마한 숙련된 기술과 기능을 보전할 수 있게 해

준다.
라.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근로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야 실업급부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직근로자가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이 신속․정확히 파악되게 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은
適期에 實效性 있는 고용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해 준다.
마. 근로복지의 증진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에서 고용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 주택건설 및 각종 공공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복지사업의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를
증진시키고 기업간 근로복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附隨的 目的
가.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斜陽産業部門의 근로자를 轉職訓練을 시켜 成長産業部門으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剩餘人力(redundant
lebor)의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조정을 원활하게 해 준다. 산업구조의 高度化에
따른 自動化․省力化․情報化의 진행은 노동력 수요패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向上訓練․轉職訓練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능력개발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나 해고억제등 근로감독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불필요한
잉여인력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 등 노동력의 건전한 흐름이 저해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용구조의 합리화가 지연․왜곡되고 경제의 效率性과 活力이 저하되게 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재정과 기업의 부담에 의해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재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고용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제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한다.
나. 自動的인 景氣調節機能의 遂行
고용보험제도는 불황시 실업자가 증가하면 총실업급부 지급액이 증가하여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호황시 실업자가 감소하면 총실업급부
지급액이 감소하여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한 불황에의 대비로 유효수요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 미숙련근로자의 이직 감소와 사용자의 고용안정노력 유도
고용보험은 급부의 신청자격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고용(예: 1년)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숙련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줄일 수 있고, 미국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保險料率을
사업장의 雇傭安定性과 연계하여 經驗率制度(experience rating system)를 채택할 경우 사용자의
고용안정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라. 저소득근로자계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실업급부의 대부분이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근로자계층에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주석 1) George E, Redja(1984), pp. 354∼356.
주석 2) Richard A, Lester(1962), pp. 4∼5.

第4節 雇傭保險制度의 類型

1. 適用方法
고용보험제도는 그 적용방법에 따라 포괄적 적용범위를 가지는 强制的(義務的) 雇傭保險制度(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노동조합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失業基金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任意的(自發的) 雇傭保險制度(예: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소득조사를
받은 저소득근로자에게 국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失業扶助制度(예: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 중심의 임의적인 실업급부제도의 전통이 현대국가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업은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에 따라 점차 임의적 고용보험제도에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로 옮아가는 추세에
있으며(예: 스위스는 1984년에 임의적 고용보험에서 강제적 고용보험으로 전환), 1988년 현재
고용보험 실시국가의 약 3/4이 廣義의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표 2-2)

<표 2-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2. 適用範圍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는 실업급부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보호측면과 보험재정의
안정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을 사회보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적용대상의 확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도입 초기에는
기업규모, 직종, 연령, 임금수준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계층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적용만을 하고 보험재정의 안정과 제도의 정착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군인, 공무원, 교원 등 특수직 종사자는 다른 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용보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추정이 어려운 농업근로자, 가내근로자, 임시 및 계절근로자, 자유업종사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全面適用에 이르기까지는 2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노동조합 중심의 임의적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기금을 설립한 노동조합의 노조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나 비조합원에게는 실업기금에의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높은
1)
나라로서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강제적 고용보험 실시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

3. 費用分擔
고용보험의 비용부담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의 경우 실업급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勞․使가
보험료로서 부담하고 정부는 고용보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극심한 불황으로 보험재정의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조해 주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조사에
입각하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실업급부제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부담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전제로 한 실업부조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업부조대상자의 실업급부비용은 전액
정부부담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실시국가의 비용부담 유형을 보면 <표 2-3>과 같다.
일본은 고용보험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 사용자, 피보험자가 같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부담 유형에 속하는 나라에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표 2-3>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의 보험료부담 유형별 분포

를 실시하는 국가로서 일본외에 영국, 에이레, 키프로스, 몰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로서는 스웨덴이 있을 뿐이다.

4. 資格要件
실업급부의 남용 또는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보험자는 ① 실업발생전에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취업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받아 일정기간(보통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② 일할 의사는 물론 육체적․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③ 실직한 즉시 공공직업안내소에 등록하고 구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④ 실직후 일정기간(보통 7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자격요건이 모두 만족된다고 하여도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실업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급부제한요건으로서는 ① 타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② 과실에 의한 해고, ③ 노사분쟁에
의한 실업, ④ 정당한 이유가 없는 취업제의 또는 직업훈련의 기질에 의한 실업의 경우 등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실업급부자격이 배제되며 부당한 급여신청의 경우에는
실업급부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및 미국의 대부분의 州에서는
실업급부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벨기에와 영국은 최고 26주까지, 일본은 최고 3개월까지, 캐나다, 핀란드,
에이레 등은 최고 6주까지, 독일은 최고 12주까지 급부를 제한하고 있다.2)

5. 給付水準
실업급부 수준은 피보험자 및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최소한의 급부수준에
출발하여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점차 상향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각국의 국민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부 수준의 결정은 크게 최소한의 급부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충분한 급부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실업자가 일을 싫어하고 윤리관이 결여된 사람 정도로
생각하여 최소한의 급부만 지급되어도 충분하다는 것으로서 오스트리아(실업발생전 임금의
40∼50%), 미국(실업발생전 임금의 40∼45%)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관대한
급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실업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것이며, 실업의 상황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실업자의 입장을 비난할 수 없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업발생전 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 견해의 중간적 입장을 견지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함께
실업자에게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실업발생전 임금의
50∼70%를 지급하되 급부의 上下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국의 실업급부수준은 <표
2-4>와 같다.

<표 2-4> 주요국의 실업발생전 임금대비 실업급부 수준

給付水準의 결정방법은 실업발생전 임금의 일정비율로 하는 경우(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실업발생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定額制로 하는 경우(이탈리아, 영국 등) 및
두 가지 방식의 混合制度(프랑스, 핀란드 등)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① 실업발생전
임금의 40.4%의 기본급부 및 日當 52.73프랑, ② 실업발생전 임금의 57.4%, ③ 日當 127.57프랑 등
세 가지 방법 중 실업급부 수급자격자가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급받되 급부의 上限은
실업발생전 임금의 75%, 下限은 실업발생전 임금의 57.4%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각국의
급부수준은 적어도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失業給付其間의 設定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없으나 급부기간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실직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직자는 더욱 고용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最大給付其間은 실업자들이 곧 재고용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고용보험법에서 최대급부기간은 모든 실업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固定給付其間)의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얻은 임금액이나 고용기간 및 연령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경우(可變給付其間)로 대별된다. 前者에 해당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의
대부분의 州,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며, 後者에 해당하는 국가는 일본, 캐나다, 서독 등이다. 또한
양자의 折衝型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부를 단계적으로 減額하는 제도를 채택한 국가로는
프랑스, 스위스 등이 있다. 그러나 기본급부기간은 6개월∼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불경기가 지속되어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정규급부를 消盡한 실업자들이 더 이상
실업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급부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급부를 지급하거나 실업부조제도에 의해 저소득실직자들을 보호하는 나라가 많다.

6. 雇傭安定事業등의 展開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事後的으로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대의 고용보험제도는 사후적인 실업급부에 그치지 않고 실업의 예방과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용보험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는 직업안정망의 확충을 통한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노력의 강화, 실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 고용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의 사업장 신설 및 이전비용의
원조, 벽지취업근로자를 위한 주택지원 및 이사비용지원, 사양산업의 구조전환지원,
신체장애자․중고령 근로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지원 등을 들 수 있다.3) 일본의 경우에는
실업급부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3사업을 고용보험법에 명시하여
다양한 고용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7. 管掌機關
고용보험사업의 관장은 크게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경우와 노사단체의 연합조직(예: 프랑스),
노․사․정 연합조직(예: 독일) 또는 노동조합 상급단체(예: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가 관장하는
경우로 大別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도 失業問題가 勞動政策과 관련되므로
勞動省(Department of Labor) 소관으로 하는 국가(예: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와
사회보장정책 차원에서 社會保障省(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담당하는 국가(예: 영국)로
구분된다. 前者의 경우에는 실업문제를 고용정책과 같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後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하에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에서 담당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고용정책과 관련된 고용보험사업이 포함되면서 이들 사업은 노동성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노동성과 사회보장성이 서로 협조하면서 고용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석 1) 예컨대 덴마크의 노동조합조직률은 1983년 현재 78.2%, 스웨덴의 노동조합조직률은
1985년 현재 96.3%에 이르고 있다.(R. Bean(ed.),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1989).
주석 2) 영국의 경우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급부제한기간이 1986년까지는 6주였으나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부 수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987∼88년에는 최고 13주까지, 그리고 1989년
이후부터는 26주까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는 적극적인 구직활동(actively seeking
work)요건을 추가하여 실업급부 신청자는 2주마다 공공직업안정소에 가서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입증하여야 실업급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급부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였다.
주석 3) OECD,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Related Employment Policy Measures, Paris, 1979,
pp. 59∼75.

第3章
失業保險制度의 導入과 發展
第1節 失業保險制度의 導入

1. 第2次 世界對戰 以前의 失業保險制度 導入 움직임
가.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실업문제의 발생

19세기 중엽부터 明治維新에 의해 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하고 産業革命을 이룩한 일본은
19세기말에는 製絲業, 紡績業 등의 輕工業이 크게 발달하였고 1896년의 造船獎勵法의 제정에
의한 造船業의 급속한 발전과 1907년 日本製鋼所의 설립에 따른 製鐵工業의 발전 등에 의해
1910년경에는 重工業의 기반도 다져지기 시작하였다.1)
<표 3-1>∼<표 3-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12년의 경제규모는 1885년에 비해 실질 GNP는 약
2배, 수출은 약 17배, 수입은 약 18배가 증가하였고,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1874년의 32%에서
1910년에는 64%로 급증하였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도 1874년의 7.6%에서 1910년에는
13.4%로 증가하였다. 또 산업별 취업구조에 있어서도 1880년에는 제1차산업에 73%, 제2차산업에
10%가 취업하고 있었으나 1910년에는 제1차산업의 비중이 64%로 감소하고 제2차산업
취업비중은 16%로 증가하여 일본경제의 빠른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10년경까지 産業化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 일본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기간(1914∼18)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차대전의 勃發은 일본의 수출을 급속하게 증대시켜 부분적으로는
노동력 부족현상까지 발생케 하였다. 1921년의 실질GNP는 1912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였고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2.8배나 증가하였다.(표 3-1). 제2차산업 취업자비중은 1910년의 16.1%에서
1920년에는 20.5%로 크게 증가하고 제1차산업 취업자비중은 1910년의 64.3%에서 1920년에는
53.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는 일본경제를 대량실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대폭적인 시설확장을 한 산업시설이 輸出不振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가동을 못하게 됨에 따라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나. 憲政會의 失業保險法案 提出
이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극심한 不況으로 일본에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던 중
1919년 제1차 ILO 총회에서 「失業에 관한 勸告」가 채택되면서 일본에서도 失業保險制度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政堂차원에서 憲政會가 1918년부터 실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1921년 8월에는
일본 최초의 실업보험제도의 試案이라고 할 수 있는 「失業保險槪目」을 公表하였다. 이어서
1922년 1월에 개최된 제6회 憲政會大會에서는 失業保險法의 제정을 요망하는 同會의 施策을
채택하였다.
한편 國會에서는 憲政會가 國民黨과 공동으로 제45회(1921년) 및 제46회(1922년) 帝國議會에
「失業保險法案」을 제출하였으나 時期尙早라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채 國會 會期가 끝남에 따라 결국 廢案되고 말았다.
다. 주요도시에서의 失業共濟制度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는 크게 침체되었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1년∼26년의
기간동안 실질GNP는 거의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경제가 불황에 처하게
되자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크게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중반부터 大阪(오오사카), 神戶(고오베), 名古屋(나고야), 및 東京(토오쿄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주로 日傭勤勞者를 대상으로 하는 失業共濟制度가 조직되어 共濟組合에 의한 失業給付가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1924년 大阪市에서는 일용직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共濟를 행하기 위한 大阪勞動共濟會가
조직되어 1925년 9월에는 日傭勤勞者에 대한 失業共濟事業도 행하게 되었다. 직업소개소의
소개에 의해 日傭勞動者를 被共濟者로 하여 피공제자는 1일 2錢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피공제자
7인을 고용하는 매 1일에 대하여 2錢을 부담하였다. 계속해서 실업한 경우에는 제4일째부터, 과거
10일간 1일 이상을 실업한 경우에는 그 제7일째부터 급부를 개시하되 연속해서 3일간에 한하고
급부액은 1일 60錢이었다. 그러나 실업이 노동쟁의에 의한 경우나 勞動不能에 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는 就業拒否에 의한 경우 및 고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급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大阪勞動共濟會는 1932년에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사업을 개시하였다.
피보험자는 大阪市立職業紹介所의 소개에 의하여 大阪市內에 취직한 者로 한정하고 일용근로자,
16세 미만 및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同會의 실업보험에는
제1종보험(1개월 보험료 50전, 1일보험급부액 50전), 제2종보험(1개월 보험료 70전,
1일보험급부액 70전) 및 제3종

<표 3-1>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변화 추이

<표 3-2> 일본의 수출입 구조변화

<표 3-3> 일본의 취업구조변화

보험(1개월 보험료 1엔, 1일보험급부액 1엔)의 3종류가 있었는바,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보험의 종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으며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서 2종류 또는 2구좌 이상의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었다. 보험료는 勞使가 1/2씩 부담하였으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발생과 동시에 직업소개소에 구직신청을 하고 5일에 2회 이상 직업소개소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부를 지급하였다. 保險給付日數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 납부자는 25일에서 60일, 3년 이상 납부자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長期給付가
가능하였다.
神戶市에서는 1926년 5월부터, 東京市에서는 1928년 5월부터, 그리고 名古屋市에서는 1931년
5월부터 日傭勞動者에 대한 실업급부의 지급이 共濟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共濟會를 중심으로 한 일부 도시에서의 실업보험사업은 민간차원의 共濟會가 事業主體이지만
실업의 안정을 직업소개소가 행한 관계상 管理費는 市에서 부담하였다. 당시의 실업보험사업은
근로자와 사용자에 의한 任意의 共濟制度였으며, 적용범위와 급부수준에 있어서 오늘날의
실업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에 비해서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西歐諸國에서와 같이 일본에서도 국가에 의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의 실시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제도의 原型이라고 할 수 있는 任意保險制度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 정부에 의한 失業保險制度의 조사․연구
일본 정부는 1920년 8월 農商務省의 工務局에 勞動課를 설치하여 그때까지 遞信省, 農商務省,
內務省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노동문제에 대한 통일적인 조사연구에 착수하였고 1921년

12월에는 「勞動保險調査會」가 農商務大臣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노동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법안의 심의를 행하였다. 1922년 11월에는 內務省에 社會局이 신설되면서
사회보험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게 되었고 외국의 실업보험에 관한 조사연구도 실시하였다.
1926년 6월에 설치된 「社會事業調査會」는 1927년에 주요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失業共濟制度에 대해 정부에서 감독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1929년의 世界大恐慌(Great Depression)은 일본에도 불어닥쳤다. 1931년부터 대다수의
산업이 조업률 50% 내외에 머물렀으며 1929년에 비해 1931년에는 수출입량이 半減되었고
總産出高는 2/3로 축소되었으며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2)
이와 같이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던 1933년 6월에 「실업대책위원회」는 생활이 궁핍한
일용근로자의 구제제도로서 失業共濟組合制度의 타당성을 力說하였고 同制度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하여 國庫에서도 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日傭勤勞者失業共濟制度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1936년에는 각 기업내에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퇴직수당제도를 사회적으로 규제한
「退職積立金 및 退職手當法」을 제정하여 퇴직금제도를 法制化하였다.
2. 第2次 世界大戰의 終了와 失業保險法의 制定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軍需工場의 폐쇄로 인한 수많은 失業者, 軍의 해체에
의한 退役軍人, 과거 해외식민지로부터 귀국한 실직근로자 등으로 1,324만명의 노동력이 새로이
노동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실업자가 급증하여 1945년 12월에는 실업자가 약 260만명에 달하게
되면서3) 일본사회는 未曾有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량실업의 발생과 함께 계속된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자
실업보헙제도의 실시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는
1946년 3월 厚生大臣의 자문기관으로 「社會保障制度調査會」를 발족시켰으며, 同調査會는
1946년 12월에 정부에 대하여 실업보험제도 要綱을 포함한 社會保險制度要綱案을 제출하였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하여 1947년 8월의 제1회 國會에 失業保險法 및 失業手當法案을 제출하였다.
同法案들은 모두 1947년 11월 21일에 可決되어 12월 1일 공포되었고 同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됨으로써 30년간 논의되어 오던 실업보험제도가 실현되게 되었다. 1947년 9월
1일에는 勞動省이 발족됨으로써 실업보험에 관한 업무를 노동성이 관장하게 되었다.
失業手當法은 실업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가 시작된 1948년 5월 1일까지의 기간중 이직한
자에 대하여 실업수당지급을 규정한 暫定的․限時的 法律로서 1949년 5월 31일에 자동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실업보험제도의 실시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량의 실업자 발생과
그에 따른 사회불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당시 연합군총사령부(GHQ)의 對日 占領政策의
일환으로서의 일본사회보험제도 확충정책도 크게 작용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석 1) 敎育書館,『改訂新版 經濟學大辭典』, 1987, pp. 196∼212.
주석 2) 敎育書館, 위의 책, p. 209.
주석 3) 遠藤政夫, 『雇傭保險の理論』, 日刊勞動通信社, 1975. 6. p.55 및 p.79.

第2節 失業保險制度의 發展

1. 制定時의 失業保險制度
가. 목적

1947년에 도입된 일본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보험법 제1조에서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급부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였다. 이는 1974년 12월에
공포된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실업급부의 지급을 통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의 도모뿐만
아니라 취업의 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나. 적용범위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제조업, 광업, 운수, 창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도․소매업의 當時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1/2 이상이 가입을 희망하여 勞動大臣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① 매일 고용되는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③
계절적 업무에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④ 船員保險의 피보험자, ⑤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⑥ 사업장의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에 고용되는 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용근로자 및 계절근로자 등을
실업보험의 적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보험급부
실업보험급부는 피보험자가 이적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이적일 이전 1년 동안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피보험자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180일분의 실업보험금을 이직 후 1년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보험금의 日額은 피보험자 임금의 등급에 따라 賃金日額의 40∼80%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실업보험금 액표상에 나타난 금액으로 정하였으나 평균적으로 실직전 임금의 60%를 약간
下向하였다. 임금일액은 이직 전 2개월간 지불된 임금(임시로 지불된 것과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된 것은 제외)을 그 기간의 총수일로 나눈 금액에 의해 산정되고 170엔을 上限으로
하였다.
수급자격자가 공공 직업안정소가 소개한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수급자격자 및 그 동거친족에게 移轉費가 지급되었다.
라. 급부의 제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 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에의 취업을 거부하거나 공공
직업안정소가 지시하는 직업훈련수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간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본인의 중대과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실업보험금의 지급을

중시하였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詐欺 기타 不正한 行爲로 실업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실업보험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급부의 제한은
실업보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 비용의 부담
실업보험의 비용은 勞使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國庫負擔으로 충당되었다. 보험료는 당시의 높은
실업률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에게 지불된 임금총액의 22/1,000로 하여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하였다.
국고는 보험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1/3 및 실업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2. 失業保險制度의 發展
일본의 실업보험제도는 30회의 改正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발전되었으나 1974년 12월 28일
고용보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75년 4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제도로 대체되었다.
일본 실업보험법의 개정 내용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는 바, 여기서는 그 중 주요내용만을
발췌하여 항목별로 일본 실업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적용대상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는 强制適用事業과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하여 勞動省의 인가를 받아 적용대상사업이 되는
任意適用事業으로 구분된다. 실업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제도확립의 안정성을 위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일부 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강제적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대상의 확대가 점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업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된 1947년 11월에는 적용대상사업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광업, 운수, 창고업, 도․소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표 3-4> 일본실업보험제도의 적용대상사업의 확대 추이

등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업장 규모도 상시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었다.
제도도입 초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이들 사업장이 사업장의 변동이 심하고
근로자의 이동률이 높으며, 임금의 파악이 곤란하고 근로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의 사무처리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었다.
1949년 5월 20일의 법개정에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同年 8월 1일부터는 토목건축,
우편․전신전화, 연극․영화관계 사업, 여관․음식점 등의 접객오락 관계 사업에까지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보험료율을 인하하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勃發은 일본 경제가 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고용시장이 크게 호전되어 失業保險財政도 안정되어 갔으며 이는 日雇失業保險制度의 개선,
보험료율의 인하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955년 8월 5일의 제8차 실험보험법
개정에서는 보건위생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적용대상사업에 추가하여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년대 중반 이후 1973년까지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물가 및 고용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1969년 12월 9일의 제26차 실업보험법 개정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교육․연구․조사사업의 일부를 당연적용대상으로 추가하여 1970년 4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그리고 1975년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른 실업보험적용률의 증가추이를 보면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에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106천개 사업장의 4,438천명이 피보험자로서
전체 피용자의 36.6%가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았으나 실업보험 적용대상의 단계적인 확대에 따라
1974년에는 891천개 사업장의 23,534천명이 피보험자로서 피용자의 64.7%가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즉 1947년에서 1974년 사이에 적용대상 사업장수는 8.4배, 피보험자수는 5.3배,
실업보험적용률은 1.8배가 증가하였다.
피보험자의 분포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3-7>에서 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통신업, 서비스

<표 3-5>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변화 추이

<표 3-6> 실업보험 적용률 추이

<표 3-7> 산업별 피보험자수(각연도말)

업 등이며,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수가 극히 적다.
나. 비용부담
실업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國庫負擔으로
조달되었다. 勞使가 1/2씩 부담하는 실업보험료율은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성장에 따른 실업률 및 실업보험의 財政收支의 안정과 더불어 점차 인하되어 왔으며, 國庫負擔은
<표 3-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실업보험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1/4∼1/3과 실업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全額을 부담하였다. 대체적으로 실업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勞․使․政이 약 1/3 정도씩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5년 4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勞使의 보험료율 부담비율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표 3-8> 실업보험료율의 변경 추이

<표 3-9> 실업보험에 있어서의 國庫負擔 추이

다. 실업급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부 수준은 <표 3-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여건과 실업상황, 그리고 保險收支狀況에 따라 수시로 변해왔다. 실업급부액 및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에는 最低額과 最高額이 정해져 있는데 일본에서의 실업급부 수준의

변천은 <표 3-11>에서와 같이 대체로 5期로 구분해 볼 수 있다.
第1期는 실업보험이 실시된 1947년 11월부터 1949년 5월까지로 이 기간은 저임금계층은 失職前
임금의 최고 80%까지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고임금계층은 최저 40%까지 지급함으로써
실업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第2期는 1949년 6월부터 1950년 6월까지로 이 기간중에는 임금계층에 관계없이 실업급부 수준을
失職前 임금의 60%로 통일하였다. 이와 같이 실업급부율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통일했던 것은
실업보험의 도입 초기에 저임금근로자계층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저임금근로자에게 높은
실업급부율을 적용한 결과 저임금계층의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꺼리고 실업급부에 의존하려는
惰性이 싹트고 근로의욕이 감퇴되기 시작한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第3期는 1950년 7월부터 1961년 6월까지로 이 기간중에는 第1期와는 반대로 임금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높은 실업급부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업발생 가능성이 높은 저임금근로자계층의
생활안정보다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의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고임금계층에 대한 급부율은 계속 60% 수준을 유지했으나 저임금계층에 대한
급부율은 37%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第4期는 1961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직전인 1975년 3월까지로 이 기간에는 第2期와
마찬가지로 임금계층과 관계없이 실직전 임금의 60%를 실업급부율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50년대의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保險財政도 안정되는 등
실업보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저임금근로자계층에 대한 급부율을 고임금근로자계층
수준으로 上向調整한 것으로 보인다.
第5期는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한 1975년 4월부터 현재까지로 일본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보험재정의 안정을 바탕으로 저임금계층에게는 최고 80%까지 급부율을 인상하고 고임금계층은
최저 60%를 지급하여 보험급부 수준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社會保險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된 시기이다.
라. 기타 주요제도의 변천

1947년말부터 經濟九原則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을 정비하자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5월 20일의 제1차 실업보험법 개정에서는
日傭勤勞者에게도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日雇失業者保險制度를 도입하여 1950년 1월부터
실시하였다. 즉 日傭勤勞被保險者가 실업을 당한 경우 실업발생 직전의 2개월간 32일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1급 140엔, 제2급 90엔의 실업보험금을 1개월간 13일분에서
17일분까지 지급하였다.
<표 3-10> 保險金 日額 및 基本手當 日額의 變遷

<표 3-10>의 계속

<표 3-11> 일본의 임금대비 실업급부수준의 변천

1955년 8월의 실업보험법 개정에서는 앞서 설명한 적용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급부일수 한도를
종전의 180일에서 계속 고용기간에 따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실업보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70일, 210일, 180일, 90일의 4단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明文化하여 실업보험을 통한 勤勞福祉事業을 가능하게 하였다.
1960년에는 실직근로자의 직업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 수강중인
수급자에 대한 급부일수 연장제도와 취업알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직업활동명령지역에
관한 급부일수연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실업보험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실업보험금을 받기 위한 意圖的인 장기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就職準備金制度를 도입하였다. 취직준비금제도는 실업보험 수급자가 소정급부일수의 1/2 이상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취업한 사람에 대해 지급잔여일수가 2/3 이상인 자에게는 50일분, 1/2 이상인
자에게는 30일분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 유인제도로서 1960년부터 시행되었다.

1963년 8월의 제22차 실업보험법 개정에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실업보험금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扶養加算制를 도입하여 배우자 및 첫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1일 10엔씩 가산하여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1963년에는 技能習得手當 및 寄宿手當制度, 傷病給付金制度의
도입 등도 이루어졌고 피보험자로 고용된 기간을 통산하여 급부일수를 결정하는
雇傭其間通算制度도 도입되어 196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1969년 12월의 제26차 실업보험법 개정에서는 扶養加算金을 扶養手當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배우자 30엔, 제1자녀 20엔, 기타 자녀 1인당 10엔으로 하였다. 또 20년 이상 장기피보험자의
급부일수를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고 日雇失業保險金의 日額을 제1급 500엔을 760엔으로,
제2급 330엔을 500엔으로 인상하고 日雇失業保險金의 보험료도 제1급 24엔을 36엔으로, 제2급
16엔을 24엔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第3節 失業保險制度의 運營狀況

1. 失業給付 受給狀況
이직일 이전 1년간에 6개월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 시행
다음해인 1948년에는 초회수급자수가 79천명, 수급자 실인원이 27천명으로서 실업보험수급률이
0.5%에 그쳤으나 1949년부터는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失業保險受給者가 급격히
늘어났다. 1949년에는 失業者의 多發을 대처하기 위해 「緊急失業對策法」이 시행되었고
실업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1950년 1월부터 日傭勤勞者를 실업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1950년의 실업보험수급률은 5.85%까지 상승하였다.
한국전쟁(1950∼53년)의 영향을 받은 일본 경제는 높은 성장을 지석하여 50년대 중반에는
실질소득 및 소비수준,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을 능가하게 되면서
실업보험수급자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기과열과 국제수지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1953년말부터 緊縮政策이 실시되자 1954년에는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업보험수급률이
5.95%까지 증가하였다.
1955년에는 실업보험급부를 받기 위한 의도적․계획적 실업자의 빈발로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계절적 수급자 및 단기고용근로자에 대한 급부일수의 단축과
長期被保險者에 대한 급부일수의 연장 등 실업보험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개선과
수출의 호조에 의한 경제의 안정을 배경으로 하여 1956년부터는 실업보험수급자가 다시
감소하였고 보험수지도 건전화되기 시작하였다.
1955년 이후 10년간 일본 경제는 연평균 9.4%의 고도성장으로 고용사정이 크게 호전되면서
실업보험수급률도 1954년의 5.95%에서 1965년에는 3.15%까지 하락하였다. 196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고용구조는 급격히 변화하여 6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력
과잉시대에서 노동력 부족시대로 전환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긴축정책이 실시되면서
고용사정은 악화되었고 경제운용의 방향이 고도성장정책에서 복지우선 및 안정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실업보험제도도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失業保險受給率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3-12> 및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농림어업과 건설업, 광업의 경우가 初回受給率 및 受給率이 평균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운수․통신업,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에는 수급률이 평균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실업보험수급률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失業保險 財政收支
실업보험의 재정수지는 <표 3-15>∼<표 3-17>에 요약되어 있다.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도입 초기인 1949년까지는 보험급부액이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금액보다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도입 당시 적용대상사업이 <표 3-13>과 <표 3-14>에서 본 바와 같이
실업보험수급률이 낮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통신업, 도․소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및 광업에 한정되어 있어 실업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실업발생률이
낮았고 제도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실업보험료율을 22/1,000로 높게 책정했던 데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실업보험 재정은 <표 3-15>에서 보듯이 1954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日雇勤勞者를 대상으로 한

<표 3-12> 실업보험수급 운영상황(연도평균)

<표 3-13> 産業別 初回受給率(年度計)

日傭失業保險 財政은 <표 3-1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계속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적립금 누계가 충분하여 전반적인 일본의 실업보험 재정은 안정을 유지하였다.
국고부담비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실업보험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1/3 또는 1/4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표 3-15>를 보면 실제 국고부담비율이 50년대까지는 대부분
20%를 상회하였지만 60년대 이후에는 보험재정수지의 안정에 따라 대부분 20%를 하회하고 있다.

<표 3-14> 産業別 受給率(연도평균)

<표 3-15> 실업보험수지 추이(총괄)

<표 3-15>의 계속

<표 3-16> 일반보험의 실업보험수지현황

<표 3-16> 의 계속

<표 3-17> 日雇保險의 실업보험 수지현황

<표 3-17>의 계속

第4章
經濟촵社會與件의 變化와 雇傭保險制度로의 轉換
第1節 勞動力不足時代와 失業保險制度
일본의 실업보험제도는 1947년 11월부터 실시된 이래 경기순환과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에 대응하여 고용 및 실업대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격히 변화한 일본의 경제사회 여건은 실업보험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낳게
하였다.
일본은 오랫동안 노동력 과잉에 시달려 왔으나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 중반 이후
求人倍率이 1.0을 넘어서면서 노동력 부족시대로 전환되었다. 노동력 부족시대로 진입하면서
실업보험의 受給率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유휴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季節的 受給者와 젊은 여성수급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계절적 취업자 및 여성취업자는 과거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았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취업이 용이해지고 퇴직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부도 받을 수 있어 취업과 이직이 빈번하였으며, 그 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퇴직한
실업보험수급자가 급증하였다. <표 4-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初同 실업보험수급자 중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한 자의 비율이 1965년의 37.1%에서 1973년에는 53.4%로 급증하여,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실업보험제도의 본래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여건변화에
따른 실업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1> 연도별 求人倍率 추이

<표 4-2> 任意退職者의 失業保險受給者 중 점유비율

第2節 失業保險制度의 問題點

1. 特定需給者의 急增
가. 女性 需給者의 急增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보험의 피보험자 중 여성의 비율이 1955년에는
29%이던 것이 1973년에는 32%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수급자의 비율은 1955년의
33%에서 1974년에는 44%까지 대폭 증가하였다(표 4-3). 여성 근로자는 결혼, 출산, 육아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가 1973년의 경우 42.9%나 되고, 轉職을 위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83.6%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 피보험자수는
약1/3 밖에 되지 않는 여성이 실업급부 수급자수에 있어서는 1/2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다(표 4-5).
특히 이들 여성수급자는 63.8%가 29세 이하로서(표 4-4) 여성수급자의 약 30%가 家事에
종사하다가 실업보험급부를 노리고 일시적으로 취업한 다음 실업급부 지급요건만 갖추면 퇴직을
1)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終身雇傭制의 관행에 의하여 일반 피보험자의 실업에 대한 위기감은 크지 않으나
실업보험료의 부담에 있어서는 실업발생의 위험도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업발생의 위험이
적은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계층이어서 이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여건의 변화에 의해 여성근로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다가 실업급

<표 4-3> 여성 수급자 비율추이

<표 4-4> 수급자격자의 성 및 연령계층별 구성(1973)

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재취업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실업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보험료 부담과 급부간에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1973년에는 失業保險 無用論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2)

<표 4-5> 수급자격자의 성촵연령계층 및 이직사유별 구성(1973)

나. 季節的 受給者의 증가
계절적 수급자라 함은 1년중 일정기간에만 고용되어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실업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계절적 수급자는 <표 4-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53년에는 116천명으로 初同受給者의
14%에 지나지 않았고 실업급부금액도 실업급부금 총액의 7%에 그쳤다. 그러나 1973년의 계절적
수급자는 수급자수가 5.3배, 급부금액이 53배가 증가하여 일반수급자의 신장률(인원 1.4배, 금액
6.4배)을 크게 상회하여 계절적 수급자는 初同受給者 總數의 40%, 실업보험금 급부총액의 3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의 실업보험 피보험자는 2,300만명인데 이 중 2.7%에 지나지 않는
62만명의 계절적 수급자가 실업보험금 급부총액의 39%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보험료 부담과
실업급부의 심각한 불균형으로서 일반피보험자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계절적 수급자로 인한 보험료 부담과 실업급부간의 不均衡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1955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때까지의 일률적인 180일의
<표 4-6> 계절적 수급자의 수급현황 추이

所定給付日數를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의 長短에 따라 90일, 180일, 210일, 270일의 4단계로
세분하여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6개월간 취업한 후 6개월간 실업급부를 지급받는 극단적인 경우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1969년의 법개정을 통해서는 고용기간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의 短期
離職者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업주로부터 특별보험료를 징수하여 단기이직자의 발생을
억제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계절수급자는 계속
증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절수급자가 계속 증가했던 것은 일본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먼저 계절적 수급자는 北海道, 靑森, 秋田,
山形 등 積雪寒冷地의 농림어업종사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계절적 수급자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절적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과 비교하여
보험재정면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시켰다.
또한 계절적 수급자를 산업별로 보면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업, 광업 및 건설업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간 보험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다.
<표 4-7> 都道府縣別 季節的 受給者 및 保險收支現況(1973)

<표 4-8> 産業別 保險收支現況(1973)

이와 같이 계절적 수급자의 문제는 특정산업에서 계절적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계절적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제1차산업 종사자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이 고용기회의 확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다.
다. 就職準備金制度의 남용
취직준비금제도는 실업보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부일수를 1/2 이상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支給殘日數에 따라 30∼70일분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표 4-9)
실업보험금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실업보험 실시에

따른 의도적인 장기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취직준비금제도는 탄광이직자의 재취업 촉진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바 있으나 노동력
부족시대로 전환되어 재취업이 매우 용이하게 되자 취직준비금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시작하였다. 즉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에는
<표 4-9> 취직준비금제도의 내용(1973년 현재)

는 재취업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근무한 다음에는 취직준비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취직 준비금 수급자가 1968년의
38만명에서 5년 후인 1973년에는 78만명으로 2배나 증가하였고 지급금액도 크게 증가하여(표
4-10) 실업보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표 4-10> 취직준비금의 受給狀況 추이

2. 年齡別 勞動力需給의 不均衡과 失業保險
중고령 연령계층은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기 때문에 취업분야가 停滯産業 및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일단 실직을 하게 되면
젊은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우선 <표 4-11>에서 보듯이 연령이 높을수록 求人倍率이 낮아져 55세 이상이 되면 구인자가
구직자보다 훨씬 적어 求人倍率이 1.0 이하로 낮아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부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보험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2 참조).
특히 일본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중고령계층을 위한 실효성있는
고용대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표 4-11> 연령계층별 求人倍率의 추이

<표 4-12> 연령계층별촵소정급부일수별 평균보험수급일수(1973)

3. 公共職業安定所의 機能低下와 失業保險
실업보험금은 수급자격자가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소에 求職申請을 하여 정당한
실업으로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求職申請者가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업상담과 직업소개업무도 충실하여야
한다.
<표 4-13>을 보면 공공직업안정소에 求職을 신청한 사람 중 실업보험급부를 수급받은 사람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1962년 이후 47∼4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求職者의 약 1/2
정도만 정당한 실업으로 인정을 받아 실업급부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실업보험 수급자뿐 아니라
모든 구직자에게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계절적
수급자가 많이 몰려드는 시기에는 구직자의 근로의욕과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올바른
직업상담촵취업알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기능에 대한
不信感이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소개 및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4. 失業保險에 의한 새로운 變化에의 對應限界
6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노동력 부족시대로 진입하면서 量的인 실업문제는 해소되게 되었다.
그러나 高齡人口의 증가,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한 지역간 고용의 불균형과
일부지역에서의 계절적 실업자 문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발생하는 탄광촵섬유 등 구조적
불황산업으로부터의 이직자의 재취업문제 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정책도 量的인
면에서 質的인 면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경제성장의 패턴이 바뀌고 소득의 향상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生涯敎育訓練制度의 整備와 勤勞福祉의 充實化에
대한 요청이 크게 증대하고 있었다.

<표 4-13> 구직자 중에서 차지하는 실업보험금 수급자의 비율

피보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은 실업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인정되었지만 근로복지시설에 관한 명문규정이 삽입된 것은 1955년 8월의 제8차 실업보험법
개정을 통해서였다.이에 따라 각종 직업훈련시설, 고용촉진주택, 전국근로청소년회관, 중소기업
레크리에이션센터, 복지센터, 계절이동노동자 원호상담소, 심신장애자 직업센터, 고용상담실,
직업연구소 등의 복지시설과 취지준비금, 移轉費, 직업훈련특별급부금, 취업지도특별급부담,
광역구직활동부담, 귀성급부담, 직장적응훈련비, 노동자확보장려금 등의 각종 복지급부담제도가
있었으나 실업보험제도에 의한 근로복지의 확충사업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3)
첫째는 실업보험법의 목적과 관련한 것으로서 실업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실업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법률상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실업보험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느냐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둘째로는 실업보험제도에 의한 기존의 복지시설의 내용이 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재직근로자에 대한 생애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는 대단히 미흡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는 실업보험 복지시설은 실업보험의 본질적인 성격상 실업보험사업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는 보험급부에 대해서는 從된 지위에 있으므로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로자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실업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실업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하여
실업보험제도의 실업보장기능을 견지하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근로복지증진을 균형있게
추구함으로써 일반 재직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5. 失業保險 適用對象과 給付面에서의 問題點
실업보험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1972년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당연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발전에 따라 모든 산업의
전사업장에의 전면적용에 대한 요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실업보험금의 급부에 있어서도 1961년 7월 이후 임금수준에 관계없이 定率制로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어 저임금계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給付日數의 연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주석 1) 遠藤政夫, 『雇傭保險の論理』, 1975. 6. p. 98.
주석 2) 일례로 1973년 5월 11일자 每日新聞 社說은 "계절수급자의 半은 정기적인 受給者이고
결혼으로 인한 퇴직여성의 수급자 비율이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어 실업자 구제의 본래적
의미가 희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석 3) 遠藤政夫, 위의 책, pp. 181∼183.

第3節「失業保險制度硏究會」의 發足
실업보험제도를 둘러싼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실업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실업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할 제도개선을 위하여 勞動省은 1973년 7명의 실업보험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하는 「失業保險制度硏究會」를 설치하여 객관적․전문적 입장에서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업보험제도연구회는 1973년 5월 9일 발족과 동시에 제1회 회의를 갖고 실업보험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중점적인
1)
연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① 마찰적 실업 및 경기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업보험기능을 유지할 것
② 이 경우 고령화사회로의 이행,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할 것
③ 근로자의 능력개발, 고용의 질적 개선, 근로복지의 증진이라는 諸要請에 따를 수 있도록 할 것
실업보험제도연구회는 관계기관에 대한 實地調査와 勞使團體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한 끝에
1973년 12월 11일 「失業保險制度硏究報告」를 勞動大臣에게 제출하엿다.
실업보험제도연구회는 「失業保險制度硏究報告」에서 실업보험의 문제점으로서 ① 급부면의
불균형(실업보험수급자의 여자 및 계절적수급자의 편중, 취직준비금제도의 남용 등), ② 勞動力
需給不均衡에 대한 대응 미흡(고령자 및 심신장애자등 취직 관련자에 대한 지원기능 미흡), ③
質․量 면에 걸친 완전고용 실현의 요청에 대한 미흡(연령별․산업별․지역별 고용구조 개선
미흡,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친 능력개발 향상에의 미흡, 근로자복지증진에의 미흡 등)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제도의 실업보장기능의 강화와 質․量면에 걸친
완전고용이 달성되어야 하는 바, 첫째 失業保障機能을 강화하기 위해 ① 고령화사회로의 이행에
대처하고 고령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② 에너지 문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수반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업문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③ 급부와 부담의
과도한 불균형을 시정하며, ④ 급부면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質․量 면에 걸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① 연령․지역 및 산업별 고용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고용을 개선하고, ② 생애교육훈련체제의 정비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실업보험제도를 이상과 같은 諸機能을 종합적으로 갖춘 勞使連帶의 制度로 갖추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보험방식에 의하여 단지 실업기간중에 실업급부를 충실히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가장 바라는 고용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 고용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가지는 「雇傭保險制度」의 창설을
2)
제안하였다.
『실업보험제도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요는 거의 그대로 채택되어 오늘날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原型이 되었다.

주석 1) 關英夫, 『改訂 雇傭保險法の詳解』, 1975. p. 13.
주석 2) 失業保險制度硏究報告書 要旨

第4節 雇傭保險法의 制定

1. 雇傭保險法의 成立過程
勞動省에서는 실업보험제도연구회의 報告를 기초로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雇傭保險法案」 및 「雇傭保險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1974년 2월 27일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衆議院 社會勞動委員會의 신중한 審議와 일부
修正을 거쳐 1974년 5월 14일 衆議院 本會議에서 可決되어 參議院에 송부되었다. 參議院에서는
5월 16일 이후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의가 계속되었으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會期末(6월
3일)을 맞음으로써 上記 2개의 法律案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일본에서는 일시휴업이나 인원정비 등을
실시하는 기업이 속출하였고 고용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고령자등
취업이 곤란한 사람에게 失業補償機能을 강화하고 雇傭調整給付金에 의한 실업의 예방대책등
불황기에 있어서도 적극적 고용대책기능을 가진 고용보험법안의 早期實施 요구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신문논조도 한결같이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1)
이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政府는 1974년 12월 14일 고용보험법안 및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회에 재제출하여 12월 20일 衆議院
本會議에서 可決되었고 12월 25일 參議院 本會議에서 可決되어 12월 28일 공포됨으로써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初期의 雇傭保險制度의 基本構造
가. 목적
종전의 실업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었다(실업보험법 제1조). 그러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求職活動을 용이하게
하는 등 취업을 촉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즉 실업보험제도가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급부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事後的인 救濟制度인 데 반하여 고용보험제도는 사후적인 실업보험 급부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외에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事前的으로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고용복지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발생과 불완전취업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고용구조조정을 유도하여 質과 量 면에 걸친 완전고용의 달성을 지향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업자에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것 외에 새로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3사업을 명문화하였다(고용보험법 제3조). 고용보험 3사업은 고용보험이 실업보험과 구분되는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으로서, 고용보험제도를 광의의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력 과잉의 시대에는 고용기회의 확보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부의 지급이 고용
및 실업대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나 노동력 부족시대에는 취업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고용의 안정, 기술혁신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고연령근로자등 취업곤란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 斜陽産業 근로자의 成長産業으로의 轉換
支援 등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고용보험 3사업이

전통적인 실업급부와 함께 시행되게 되었다.
나.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업종과 사업규모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은 모두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농림수산업으로서 政令에서 징한 것만 임의적용사업으로 하였다. 1947년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경제발전에 따른 고용의 안정과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바탕으로 1975년 4월의 고용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사업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됨으로써 고용보험의 皆保險化가 실현되게 되었다.
다. 고용보험사업의 개요
고용보험사업은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부와 3사업으로 구분된다.

1) 失業給付
실업급부는 求職者給付와 就職促進給付로 대별된다. 구직자급부는 실업보험의 보험급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구직자급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활의 안정, 구직활동에 요하는 경비의 보조, 구직활동의 장려를 도모한다는 급부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직자급부는 피보험자의 종류에 따라 一般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
短期雇傭特例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 및 日傭勤勞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의 3종류로 구분된다.
一般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에는 基本手當, 技能習得手當, 寄宿手當, 傷病手當 등이 있다.
기본수당은 실업보험의 실업보험금에 상당하는 것이고 기본수당 이외의 諸給付는 실업보험의
경우의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급부금과 같은 내용의 것이다. 기본수당은 종전의
실업보험금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면에서
[그림 4-1] 고용보험법 제정당시의 고용보험사업 개요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給付率이 크게 변경되었다. 실업보험금의 급부율은 일률적으로 이직전 임금의 60%이었고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위해 부양수당이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은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저소득자의 급부율을 최고 80%까지 높이고 고소득자의 급부율은 60%로
하여 실직전 임금의 60∼80% 범위내에서 下厚上薄의 原則에 따라 조정하고 부양수당을
폐지하였다.
둘째, 給付日數가 크게 조정되었다. 실업보험금의 급부일수는 피보험자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300일까지의 범위내에서 기계적으로 정하여졌으나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의 급부기간은 피보험자

기간과 연령 및 심신장애 등 취업의 難易度 등을 감안하여 90일에서 300일 범위내에서
所定給付日數가 결정되었으며 개별연장금부, 광역연장급부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급부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었다.

2) 雇傭保險 3事業
量的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質的인 면에서도 完全雇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연령․지역․산업별 고용의 불균형시정등 고용구조의 개선, 경제․사회변동에
대응하여 근로자가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정비,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고용보험에서는 새로 雇傭改善事業, 能力開發事業 및 雇傭福祉事業의 3事業의 시행을
제도화하였다. 3사업은 고용보험제도가 실업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특징적인 사업으로서
고용정책의 중심을 이루게 되지만 고용정책의 전부는 아니며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상 내재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 즉 3사업에 의한 시책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시책은 租稅를 재원으로 하여
3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3사업의 개요는 [그림 4-1]에서 본 바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5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직전인 1974년의 실업보험료율은 13/1,000으로 하여 노사가 각각
6.5/1,000씩 부담하였다. 1975년 4월의 고용보험법 시행당시에도 보험료율은 실업보험의 경우와
같이 13/1,000으로 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중 실업급부에 소요되는 10/1,000에
대해서는 노사가 각각 5/1,000씩 부담하고 고용보험 3사업에 소요되는 3/1,000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업보험의 경우보다 피보험자의 부담은 1.5/1,000가
인하되었으나 사업주의 부담은 1.5/1,000가 증가된 8/1,000이 되었다.
또한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농립․수간업, 건설업 및 청주제조업에
있어서는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15/1,000로 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근로자가 6/1,000을, 고용주가 9/1,000를 부담하게 하였다.
고용보험은 고연령자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보험료가 면제되었다.
國庫負擔은 원칙적으로 求職者給付에 소요되는 비용의 1/4을 부담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3事業에 대해서는 국고부담이
전혀 없었다.

주석 1) 遠藤政夫, 위의 책, pp. 318∼322.

第5節 雇傭保險制度의 發展

1. 雇傭安定資金制度의 導入
가. 배경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76년 6월에 제3차 고용대책기본계획이 閣議에서
결정되었는바, 동계획에서는 일본 경제가 70년대 중반부터 高度成長에서 安定成長으로 基調가
轉換됨에 따라 구조적 불황산업에 있어서는 사업전환 또는 고용감소 기업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주축으로 하는
근로자의 직업전환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호황기에 일정의
자금을 적립하여 불황기에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로서 탄력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基金制度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성은 雇傭安定資金制度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立案하였고 국회의결을 거쳐 1977년 5월 20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나. 내용

1) 고용안정사업의 실시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雇傭改善事業, 能力開發事業 및 雇傭福祉事業의 3事業
외에 새로이 雇傭安定事業을 추가하여 4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은 ① 경기변동
기타 경제상의 이유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사업의
전환이 부득이한 경우에 당해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휴업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는
조성 및 원조를 행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고용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前者의 景氣變動 등에 따른 고용조정사업으로는 고용조정급부금, 훈련조정급부금,
훈련조정비 조성금, 고연령자고용안정급부금을 지급하며, 後者의 事業轉換 등에 따른
고용조정사업으로는 사업전환등 훈련급부금, 사업전환등 훈련조성금, 사업전환등 휴업급부금,
사업전환등 出向給付金을 지급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4>와 같다.
2) 雇傭安定資金의 설치
고용안정사업의 실시는 不況期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상시에
단계적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기동력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勞動保險特別會計의 雇傭計定에 雇傭安定資金을 설치하였다. 고용안정자금은
고용계정으로부터의 납입금과 고용안정사업,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4사업의 잉여금에 의해 적립되었다.
3) 4事業에 관한 보험료율의 인상
고용안정사업의 실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78년 4월 1일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0.5/1000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13.5/1000(피보험자인 근로자부담 5/1000, 사업주부담 8.5/1000)로 되었는데1) 사업주만이
부담하는 3.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고용안정사업,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4事業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되었다.

<표 4-14> 고용안정사업의 개요

2. 雇傭安定事業의 强化
가. 배경
일본 경제는 1977년 가을 이후 円貨의 급등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심각한 構造不況業種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

및 고용사엊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자금제도의
확충․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1978년 1월에는 特定不況業種 移職者雇傭促進助成金, 4월에는
中高年齡者雇傭開發給付金(종래의 高年齡者雇傭安定給付金을 확충한 것) 및
事業轉換等移職者雇傭促進造成金을 각각 신설하였다.
그후 1979년에 들어와서 일본 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고용면에 있어서는 취업이 곤란한
중고령 실업자의 증가등으로 完全失業者가 120만명을 넘어서는 상태가 되자 민간의 고용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고용대책면에서도 민간의 活力을 살려서 적극적인 고용기회의 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6월 8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中高年齡者雇傭開發給付金의 대폭 확충과 雇傭保險受給者等雇傭開發給付金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개발사업을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公布日로부터 새로 실시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을 강화하였다.
나. 내용

1) 고용개발사업의 창설
고용안정사업 중에 새로 고용개발사업을 창설하여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해 고용기회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중고연령자등의 고용기회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中高年齡者雇傭開發給付金의 확충
中高年齡者雇傭開發給付金은 中高年齡者의 고용기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의 변동등에
대응하여 勞動大臣이 지정한 기간내에 중고연령자를 고용하여 중고연령자의 고용비율을
높이거나 고용자수를 증가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된 중고연령자에게 지불된 임금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중고연령자고용개발급부금의 지급기간을 중연령자(45∼54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고연령자(55∼64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助成率을 종전의 1/2(중소기업은 2/3)에서 3/5(중소기업은 4/5)로 인상하였다(다만
마지막 6개월은 1/2(중소기업은 2/3)).
(나) 雇傭保險受給者等 雇傭開發給付金의 신설
雇傭保險受給者等 雇傭開發給付金은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 취직지도수당의 수급자 등의
고용기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변동등에 대응하여 勞動大臣이 지정한 기간내에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당해 수급자등을 고용하고 직장적응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근로자에게 당해교육훈련의 수강일에 대하여 지불한 임금 및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2) 訓練延長給付의 忠實
훈련대기중 및 훈련수료후 재취업을 할 수 없어 대기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한도로
연장급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직업훈련 대기중의 연장급부는 90일, 훈련수료후
연장급부는 30일을 한도로 하여 훈련연장급부를 실시함으로써 이직자의 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였다.
3. 雇傭關係 各種 給付金의 統合
일본의 고용정책은 그때그때 고용사정에 따라 정책수단을 개발해 온 결과 고용관계의 각종
급부금이 복잡다기하게 형성되어 그 종류가 100여종을 넘어서게 되어 필요한 경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고용관계 급부금을 정리․통합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雇傭에 관한
給付金등의 整備忠實을 도모하기 위한 關係法律의 整備등에 관한 法律案」을 1981년 4월 25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일부도 개정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조정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성 및

원조의 사업과 사업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성 및 원조의 사업을
통합하여 雇傭調整助成金을 창설하고, 고연령자, 심신장애자, 기타 취업곤란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행할 수 있도록 特定求職者雇傭開發助成金을
창설하였다.
둘째, 고용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연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에 달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조성과 원조의 사업을 행하기 위한
高年齡者雇傭確保助成金을 창설하였다.
셋째, 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직업생활 전기간을 통하여 그 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내 직업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게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雇傭保險 給付制度의 改善
가. 고용환경의 변화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발생
고용환경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여자의 경제활동참가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移․轉職率이 높은 서비스산업이 크게 확대되었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轉職意識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의 수급자수를 보면 월평균 수급자 實人員이 1979년의 645천명에서 1983년에는
872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취업률이 계속 저하되어 1982년에는
일반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40%인 반면에 실업급부 初回受給者의 실업급부 수급중 취업률은 약
10%로서 큰 격차를 보였다.2) 또한 고용보험 재정도 크게 악화되어 실업급부비 관계만을 보면
1982년에 231억엔, 1983년에 278억엔, 1984년에 840억엔 등 적자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배경으로 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검토
노동성은 이상과 같은 상황을 1983년 8월 10일 중앙직업안정심의회에 보고하고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직업안정심의회는 專門調査部會인 雇傭保險部會에 그 검토를 의뢰하였고 고용보험부회는
1983년 12월 27일 「中央職業安定審議會 專門調査委員 雇傭保險部會 報告書」를
중앙직업안정심의회에 제출하였다.
同報告書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주로 연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정급부일수는
급부와 부담의 과도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동시에 자기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급부제한기간이 1개월간으로 너무 짧아 쉽게 이직을 가져오는 면이 있고, ② 정년퇴직 직전의
고연령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급부구조로 되어 있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③
기본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급부액이 실직전
실수령임금액과 거의 변함이 없어 재취업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여 수급자 입장에서는
재취업보다 계속 실업급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도록 되어 있고, ④ 실업급부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환기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등을 들었다.
또한 同報告書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조기에 재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수당제도의 창설, ② 급부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범위의 재검토, ③ 근속기간을 고려한
소정급부일수의 합리적인 재조정, ④ 자기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부제한기간의
연장, ⑤ 65세 이상의 고연령자에 대한 피보험자로서의 취급 및 급부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 고용보험법의 개정 내용
노동성은 중앙직업안정심의회 雇傭保險部會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1984년 2월 25일
「雇傭保險法등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률안은 국회에서 일부
수정․가결되어 7월 13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피보험자의 求職者給付의 개선등
(가) 기본수당의 日額 인상
기본수당의 日額의 최저액을 종전의 2,140엔에서 2,570엔으로 20% 인상하고 최고액을 종전의
6,670엔에서 7,330엔으로 10% 인상하였다.
(나) 賃金日額의 산정방법의 변경
종전에 賃金日額은 원칙적으로 移職日 이전 1년간 피보험자로 계산된 최후의 6개월간에 지불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 그런데 실업급부의 기본수당은 非課稅되기 때문에 상여금과
임시로 지불된 임금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기본수당의 금액이 취업 중 租稅등을 공제하고 받은
임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기본수당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상여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고 호화업종과 불황업종간에도 큰 차이가
있어 실업급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通常賃金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등은 임금일액 산정기초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동시에 실업급부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즉 임금중 임시로 지불되는 것 및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것은 임금일액의 산정기초에서 제외하였다.
(다) 所定給付日數의 변경
소정급부일수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의 난이도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종전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계층별로 정하였으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을
감안하여 <표 4-15>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 4-15> 소정급부일수의 변경(1984.7.13)

(라) 개별연장급부의 충실
특정불황업종 이직자, 특정불황지역 이직자, 도산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직된 자 등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소정급부일수에 달할 때까지 급부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급부제한기간의 연장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종래에는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경우의 급부제한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였다. 이와 같이
급부제한기간을 연장한 것은 실업급부 수급을 목적으로 한 이직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 高年齡求職者給付金制度의 導入
65세 이상의 고연령구직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기본수당 대신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따라
기본수당의 50일분에서 150일분에 상당하는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자가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사업자에 고용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안되는 것으로
하였다.
3) 日傭勤勞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의 改善
일용근로 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금의 日額이 종전의 3단계(제1금, 4,100엔, 제2금 2,700엔, 제3급
1,770엔)에서 4단계(제1금 6,200엔, 제2금 4,100엔, 제3급 2,700엔, 제4급 1,770엔)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印紙保險料의 日額도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정되었다.
4) 再就職手當制度의 導入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 기본수당의 支給殘日數가 소정급부일수의 1/2
이상으로서 勞動省令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수당의 30일분 이상 120일분 이하의
범위에서 재취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재취직수당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된 것은
기본수당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업 의욕을 환기시킴으로써 실업자로 체류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종래의 취직준비금제도가 求人難 시대를 배경으로 短期의 취직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재취직수당제도에 있어서는 1년 이상 고용될 것을 예상한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재취직수당 수급후 3년 이내의 재취업의 경우에는 수급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제도의 남용방지를 강구하였다.
5. 4事業의 再編
가. 배경

1) 파트타임 노동을 중심으로 한 취업형태 다양화의 진전
80년대에 일본은 서비스경제화의 진전, 여성취업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취업형태가
다양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특히 파트타임근로자에 있어서는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근속년수의
증가, 취업분야의 확대 등의 질적인 변화도 뚜렷이 나타났다.
주3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근로자는 <표 4-1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의 216만명에서
1988년에는 533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주35시간 이상의 파트타임근로자까지 포함하면
1988년에는 803만명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 파트타임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1988년에는 4.1년으로 증가하였으며, 파트타임근로자들의 취업분야도 종래의 단순보조적인
업무에서 전문․기술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세대주 수입에서 차지하는
파트타임근로자의 수입의 비중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수입의 용도가 생활비 보조, 교육비 등
家計에서 불가결한 용도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등(표 4-18) 파트타임 노동은 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고용형태로서 자리잡아 갔다.
이와 같은 파트타임근로자의 양적 증가와 질적인 변화를 고용보험제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표 4-16>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수의 추이

<표 4-17> 일본 여성근로자의 근속년수 추이

<표 4-18> 파트타임근로자의 수입의 용도(1985)

2) 4事業을 둘러싼 경제환경의 변화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는 失業給付와 함께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실업의 예방 및
고용기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雇傭安定事業, 고용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雇傭改善事業,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能力開發事業, 근로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雇傭福祉事業의 4事業을 실시하여 고용실업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고 기동력있는
고용정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円高에 따른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1987년의 「30萬名 雇傭開發프로그램」, 1988년의 「産業․地域․高齡者 雇傭프로젝트」 등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상태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
향후 경제구조 조정기에 있어서는 4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변동과 지역문제, 고령화문제 등의 고용문제가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변동등 경제환경 변화에 직접 대응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지역고용문제, 고령자고용문제
등에 대응하는 고용개선사업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금후의 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고용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고용안정자금의 재정기반을 충실화할 필요가 있다.
나. 中央職業安定審議會 雇傭保險部會의 검토
이상과 같은 고용보험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성은 1988년 8월 22일
중앙직업안정 심의회에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雇傭保險의 適用」 및 「雇傭保險 4事業의

再檢討」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동심의회는 전문조사위원으로 구성된
雇傭保險部會에 검토를 위임하였다. 雇傭保險部會는 조사연구결과를 1988년 12월 23일
중앙직업안정심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노동성은 동보고서에 기초하여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雇傭保險法 및 勞動保險의 保險料徵收등에 관한 法律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案」을 작성하여 1989년 2월 2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률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1989년 6월 22일 가결되었고 6월 28일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 改正內容

1)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의 확대
종전의 제도에 있어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사업장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3/4 이상이고 연간 수입액이 90만엔 이상이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파트타임근로자에 있어서는 일반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였었다.
금번의 개정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1/2 정도의 파트타임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短時間勞動者,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勞動大臣이 정한 시간수 미만의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피보험자(短時間勤勞被保險者)의 근로시간의 上限이 되는 '勞動大臣이
정한 시간수'는 1989년 勞動省 告示 제59호에 의하면 일반근로자의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이 44시간인 점을 참고로 하여 그 3/4에 상당하는 33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의 下限은
44시간의 1/2에 상당하는 22시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 수입조건(90만엔 이상)등 일정요건을 갖춘 파트타임근로자로서 週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 이상 33시간 미만인 자는 단시간노동 피보험자가 되고 주소정근로시간 33시간 이상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실업급부의 日額, 급부일수 등에서 特例가 인정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4事業의 再編
지금까지 고용안정사업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성 및 원조를
행하고 고용개선사업은 고령자고용문제, 지역고용문제 등에 대처하여 왔으나 고용안정사업과
고용개선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고용안정사업으로 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4事業은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의 3事業으로 재편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실업급부 이외의 고용보험사업은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한 1975년 4월에는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3事業이었으나 1977년 10월에는 새로 고용안정사업이 추가된
4事業으로 바뀌었다가 1989년 10월에는 다시 고용안정사업과 고용개선사업이 통합되어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의 3사업으로 개편되었는바, 이러한 변천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한편 4사업의 재편과 함께 고용안정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즉
종래에는 4사업과 관련한 보험료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용안정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으나 경제구조 조정기에 있어서의 경제변동에 대비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후의 3사업과 관련한 보험료 수입의 1.5배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적립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림 4-2] 고용보험 3사업의 변천

주석 1) 단, 농림수산업, 건설업 및 청주제조업에 있어서는 보험료율을 당초의 15.0/1000에서
15.5/1000로 인상하여 근로자부담 6.0/1000(종전 6/1000), 사업주부담 9.5/1000(종전 9/1000)로
조정하였다.
주석 2) 관영부, 위의 책, P. 21.

第5章
日本雇傭保險制度의 現況
第1節 雇傭保險制度의 槪要

1. 雇傭保險의 目的

고용보험제도는 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求職活動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하고, ②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및 고용기회의 증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갖는 사회보험제도이다(雇傭保險法 제1조)1)
고용보험제도의 1차적 목적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행함으로써 재취업까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알선등을 통해 재취업을
원조하는 것인바, 이를 위한 것이 失業給付의 지급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차적 목적에만
충실한다면 이는 순수한 실업보험제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즉 실업급부에만 치중하는
실업보험제도는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거의 없이 운영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정책차원에서 실업의 예방, 양적인 면에서의
고용기회의 증대, 질적인 면에서의 지역간․산업간․직종간 고용의 불균형의 시정,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근로자의 복지증진등을 동시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를 위한 것이
雇傭保險 3事業이다. 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험의 기능외에 종합적인 고용정책 및
근로복지정책의 保險化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 雇傭保險事業
일본고용보험제도의 고용보험사업 개요가 [그림 5-1]에 요약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失業給付를 지급함과 동시에 실업의 예방 및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雇傭安定事業, 能力開發事業 및 雇傭福祉事業의 3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일본고용보험의 사업내용은 크게 실업급부와 3사업으로 구분된다.
실업급부에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求職者給付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就職促進給付가 있다. 구직자급부에는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일반구직자급부, 65세 이상의 고연령자에 대한 고연령구직자급부, 계절적 근로자 및
단기고용자에 대한 단기고용특례구직자급부,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의 4종류가 있다. 또 취직촉진급부에는 재취직수당, 常傭就職準備金, 移轉費
및 광역구직활동비 등 4종류가 있다.
고용보험 3사업인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은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고용의 질적개선을 추구하고 연령․지역․산업별 고용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근로자가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그 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복지후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質․量 면에서의 完全雇用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5-2] 일본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주석 1) 이하 일본의 고용보험법은 '法'이라고 略稱한다.

第2節 雇傭保險醫의 適用範圍

1. 適用事業
가. 全面適用
고용보험은 全産業에 대하여 적용하고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은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사업으로 하고 있다(법 제5조 1항). 다만 농림수산업중 政令에서 정하는 것은 당분간
잠정적인 임의적용사업으로 하고 있다(부칙 제3조). 이미 제3장의 <표 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일부 업종만을 당연적용사업으로 하였으나
제도의 정착과 보험재정의 안정에 따라 1975년 4월부터 전면적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사업'이란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것, 득 일정 장소에서 일정 조직하에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행하여지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본점․지점․공장 등을 종합한 기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본점․지점․공장․사무소 같은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무처리능력을 가진 시설등을 말한다.1) 또한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이라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이 되므로 사업주의 國籍의 여하 및 유무를 묻지 않는다.
나. 잠정임의적용사업
고용보험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잠정임의적용사업은 농립수간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個人營業의
사업이다. 농립수산업에 있어서도 국가, 都道府懸, 市町村 기타 이에 준하는 者가 행하는 사업,
法人인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 및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경영의 사업은
당연적용사업이 된다.
농림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인 개인영업의 사업을 잠정적으로 임의적용사업으로 한 것은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체의 파악등에 곤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잠정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적용사업이 아니지만 사업주가 都道府懸 知事의 인가를 받게 되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으로 된다.
다. 고용보험의 적용현황
고용보험의 적용현황은 <표 5-1>에서 <표 5-3>까지 요약되어 있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적용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0년 현재 취업자의 49.8% 및 피용자의 65.3%가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1990년 3월말 현재 산업별 적용상황을 보면 적용사업장수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2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4%), 제조업(25.0%), 건설업(15.1%)의
순이며,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는 제조업(3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0.4%),
서비스업(19.9%), 운수․통신업(9.0%), 건설업(7.9%)의 순을 보이고 있다(표 5-2). 또한 규모별로
보면 적용사업장수에 있어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 53.6%, 5∼29인의 사업장이 36.5% 등 근로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비중이 높지만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는 근로자 100∼499인이 26%로 가장
많고 4인 이하는 5.7%에 불과하다(표 5-3).

<표 5-1> 고용보험적용률 추이

2. 雇傭保險의 被保險者
가. 피보험자의 범위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된다(법 제6조).
①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단,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또는 일용근로피보험자는 제외함)
② 短時間勤勞者로서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 또는 단기의 고용에 취업하는 것을 常態로 하는 자2)
(일용근로피보험자는 제외)

<표 5-2> 산업별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1990년 3월말)

<표 5-3> 규모별 적용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1990년 3월말 현재)

③ 일용근로피보험자로 되지 않는 日傭勤勞者
④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예정하여 행하는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자
⑤ 船員保險의 피보험자
⑥ 국가, 都道府懸, 市町村,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공무원등) 중
이직한 경우에 다른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諸給與의 내용이 고용보험의
실업급부의 내용을 초과한다고 인정된 자

65세 이상의 고연령계층을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들을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長期失業에 의한 보험재정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계절적 근로자의 일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용보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등을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이 법률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보험자의 종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는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근로피보험자의 4종류가 있다.

1) 일반피보험자
一般被保險者란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근로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일반피보험자는 短時間勞動被保險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①
단시간근로피보험자로서 일반피보험자가 되는 단시간피보험자와 ② 단시간피보험자 이외의
일반피보험자의 2종류로 다시 구분되는데, 전자는 소위 파트타임근로자로서 勞動大臣이 정한
時間數(1주일에 33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후자는 全時間(full-ime)으로 일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短時間勞動被保險者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통상의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파트타임근로자,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 이상 33시간 미만인 파트타임근로자인 피보험자를 말하며(법 제13조 제1항, 노동성 고시
제59호), 1989년 6월 28일의 제11차 고용보험법 개정에 의해 1989년 10월 1일부터
파트타임근로자도 단시간노동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대신이 정한 시간수(33시간) 이상인 근로자 또는 당해 적용사업에
고용된 통상의 근로자는 단시간노동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高年齡繼續被保險者
고연령계속피보험자는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65세에 달한 날 이전부터 65세에 달한 날
이후까지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근로피보험자는 제외)를
말한다.
고연령계속피보험자는 단시간노동피보험자로서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되는
고연령단시간피보험자와 고연령단시간피보험자 이외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구분된다.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이
지급된다.
3) 短期雇傭特例被保險者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란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 또는 단기고용에 취업하는 것을 當態로 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여기서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라고 함은 계절적 업무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또는 계절적으로 入職과 離職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1년
이상 고용되게 된 날 이후에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 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의
구분이 바뀌게 된다.
① 1년 이상 고용되게 된 날에 65세 미만인 자는 일반피보험자로 된다.
② 그 사업주에게 고용된 때에는 65세 미만이었지만 1년 이상 고용되게 된 날에 65세 이상인 자는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된다.
③ 그 사업주에게 고용된 때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되게 된 날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례일시금이 지급된다.
4) 日傭勤勞被保險者

일용근로피보험자란 피보험자인 日傭勤勞者를 말한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라함은 매일 雇傭되는
자 및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法 제42조). 피보험자로 되는
日傭勤勞者는 ① 적용구역내에 거주하고 적용사업에 고용된 자, ② 적용구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적용구역내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 ③ 勞動大臣이 지정한 적용구역외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자에 한정된다(법 제43조 제1항). 다만 그 이외의 日傭勤勞者도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가를 받아 일용근로피보험자로 임의가입할 수 있다.

주석 1)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險課, 『新版 雇用保險法の實務解說』, 1989.11. P. 37.
주석 2) 본 조항은 1989년 10월 1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로부터 적용된다.

第3節 失業給付

1. 失業給付의 意義와 種類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 중심적 사업은 피보험실업자에 대하여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 실업급부사업이다.
실업급부는 求職者給付와 就職促進給付로 大別된다(법 제10조 제1항). 구직자급부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主目的으로 하는 급부이고,
취직촉진급부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원조․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급부이다.
구직자급부는 피보험자의 종류에 따라 급부의 내용을 다소 달리하고 있는바,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 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 일용근로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는 실업급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寄宿手當 및
傷病手當이 지급된다. 그리고 실업급부에는 租稅, 기타 公課金이 부과되지 않는다(법 제12조).
일본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 실업급부의 개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2]와 같다. 실업급부비

추이는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년까지는 실업급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85년부터는 일본 경제의 안정에 따른 고용의 안정에 힘입어 실업급부 지급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는 실업급부 총액의 3/4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급부로서 고용보험제도의 핵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一般被保險者에 대한 求職者給付
가. 基本手當

1) 意義
일반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직자급부로서 기본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수당은 실업급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급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은 附加給付的인 것으로서
기본수당지급의 대상이 되는 날 이외의 날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상병수당은 기본수당을
대신하여 지급되지만 支給可能日數가 所定給付日數에서 이미 기본수당을 지급한 날수를 뺀
날짜분을 한도로
[그림 5-2] 실업급부 개요

<표 5-4> 연도별 실업급부비 추이

하고 있다.

2) 受給要件
아주 단기간 동안 취업한 후 실업을 당한 근로자까지 실업급부를 지급하게 되면 실업급부제도를
남용하게 되어 보험재정이 불안정해지게 되고 근로의욕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발생전 일정기간을 準據期間(reference period)으로 정하여 준거기간중 일정기간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기간을 피보험고용기간(insured
employment period)이라고 한다.
일본은 실업발생전 1년간에 피보험기간이 통산해서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일본에 있어서 1년의 준거기간과 6개월의
피보험고용기간은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짧은 편에 속한다.
<표 5-5> 주요국의 실업급부 수급요건으로서의 준거기간 및 피보험자고용기간

3) 基本手當의 日額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수당의 日額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견지에서 이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험고용기간으로 계산된 최후의 6개월(단시간노동피보험자로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1/2개월로 하여 계산된 기간을 1개월로 함)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180으로 나누어
賃金日額을 산정하고(법 제17조 제1항), 그 賃金日額을 勞動大臣이 정한 「基本手當日額表」(표
5-6 참조)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기본수당의 日額이 산출된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기간으로 계산된 최후의 6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본수당일액의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이직한 달의 임금만으로 기본수당을 산정하게 되면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離職月의
임금을 증감하여 실업급부를 악용하거나 이직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賃金日額의 산정에 있어서는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 및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7조 제1항). 따라서 상여금은 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이는 상여금등은 기업의 규모, 업종, 경기상황 등에 따라 격차가 크고 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일액 산정의 공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수당의 日額은 일반피보험자의 離職前 임금일액의 최고 80/100에서 최저 60/100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지고 있다. 즉 임금일액이 2,410엔 이상 3,210엔 미만(이 부분은
단시간근로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적용됨)의 경우에는 80/100, 임금일액이 3,210엔 이상
7,750엔 미만의 경우에는 80/100에서 60/100 범위내에서 임금일액의 遞增에 따라 遞減하는
비율로, 그리고 임금일액이 7,750엔 이상인 경우에는 60/100을 기준으로 산출된
基本手當日額表(최고 7,730엔, 최저 1,930엔으로 하여 48등급으로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법
제16조).
勞動省에서 작성하는 『每月勞動統計』에서 근로자의 平均定期給與額이 2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그 상승 또는 하락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
<표 5-6> 기본수당 일액표

우에는 법률개정의 필요없이 그 상승 또는 하락의 비율에 따라 基本手當日額表의 개정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 또한 실업의 인정을 받은 기간중에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입액에 따라 기본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법 제19).
제2장의 <표 2-4>에서 본 바와 같이 실업발생전 임금의 50∼70%를 실업급부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의 60∼80% 수준의 실업급부는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4) 所定給付日數
기본수당은 일정의 日數分을 한도로 하여 지급된다. 그 일정의 日數를 소정급부일수라고 하는데,
소정급부일수는 기본수당이 실업자의 실업중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원조한다는
취지와 급부 및 부담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취업의 난이도 및
피보험자로 있었던 기간의 長短에 따라 <표 5-7>과 같이 정하여져 있다.
<표 5-7> 소정급부일수

주요국에 있어서 실업급부의 최대급부기간(maximum benefit duration)을 보면 <표 5-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5∼6개월로 비교적 짧은 반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핀란드 등은 2년 이상으로 긴 편에 속한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은 1년 내외로서 중간적 위치에 속해 있다.

<표 5-8> 주요국의 최대급부기간

5) 受給期間
수급자격자가 소정급부일수의 기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음날로부터
起算하여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 한다.

기본수당의 수급기간을 1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의 실업급부가 본래 단기적인
실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장기적인 실업에 대해서는 경제 및 고용정책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翌日부터 起算하여 1년간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장된다.
ⅰ)일정한 이유에 의하여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이직일 익일부터 1년의 기간내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기간만큼 1년에 가산하여
실업급부가 지급되며, 그 가산된 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4년을 한도로 하고 있다(법
제20조 제11항).
ⅱ) 停年등에 의해 이직한 자가 일정기간 구직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이직 이유가 55세 이상의 정년에 달한 것이거나 55세 이상의 정년에 달한 후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의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서 당해 이직자가 이직후 일정기간 구직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 기간(당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을 한도로 함)을 1년에 가산하여 수급기간이 최대한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법
제20조 제2항).
ⅲ) 수급자격자의 이직이 피보험자 구분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피보험자 구분의 변경이 발생하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최대한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6) 給付日數의 延長制度
소정급부일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부와 부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하기 위해
실업자의 연령, 피보험자기간, 재취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업자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이나 경제사정, 노동시장여건 등에 의하여 所定給付日數分의 기본수당의
지급만으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수당의 급부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개별연장급부제도, 개별연장급부제도, 훈련연장급부제도, 광역연장급부제도 및
전국연장급부제도가 그것이다.
가) 特定個別延長給付制度(법 제22조 제2항)
특정개별연장급부의 대상자로 되는 것은 다음의 ①에서 ④까지의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단시간노동피보험자로 있었던 수급자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일 것
․ 특정불황업종 이직자 또는 특정불황지역 이직자
․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도산에 따라 부득이 이직된 자
․ 과거에 선원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일정 조건을 구비한 자
․ 사업체의 폐지 또는 이전 등에 따라 부득이 이직된 자
②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 일 것
․ 이직한 날의 연령이 5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산정기초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 이직한 날의 연령이 4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서 산정기초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 이직한 날의 연령이 3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서 산정기초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③ 재취업을 위하여 직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④ 일정범위의 부양가족이 있을 것
특정개별연장급부에 의하여 연장되는 급부일수는 수급자격자의 이적일 현재의 연령 및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표 5-9>와 같이한다.
또한 특정개별연장급부는 다른 여타의 연장급부보다 먼저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다른 연장급부가
행하여진 후에 특정개별연장급부가 행하여지는 일은 없다.

<표 5-9> 특정개별연장급부의 급부일수 연장

나) 個別延長給付制度(법 제23조)
개별연장급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중고연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년 법률 제68호) 제12조에 규정하는
중고연령실업자등 求職手帖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② 장애자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체장애자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상의
결함이 있는 자
③ 장애자의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정신박약자
④ 긴급고용안정지역 이직자
⑤ 불황산업 이직자
⑥ 전과자등
⑦ 기타 사회적 사정에 의하여 취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별연장급부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급부일수가 60일분 연장되고, 수급기간도 60일분
연장된다. 또한 40세 이상의 특정불황업종 구직수첩의 소지자, 40세 이상의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부의 특례로서 급부수는 90일분 연장된다.
다) 訓練延長給付制度(법 제24조)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사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등(그 기간이 2년 이내의 것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①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 ②
수강하고 있는 기간, ③ 수강종료후의 일정기간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된다.
공공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90일을 한도로 하며,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종료일까지, 공공직업훈련등의 수강을
종료하여도 아직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료후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설치하여 소정급부일수 종료후의 훈련을 수강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
수강중 및 훈련종료후의 일정기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격자의 공공직업훈련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 廣域延長給付制度(법 제25조)
노동대신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2 및 탄광이직자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직업소개소 활동을 命한 경우 그 명령에 관한 지역중에서 실업률(각 공공직업안정소마다
피보험자수에 대한 일정범위의 기본수당수급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정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하는 기간내에 한하여 당해 광역직업소개 활동으로 취업의 알선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90일분을 한도로 급부일수를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실업률이 낮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소를 변경하여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이전후에도 계속 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광역연장급부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수급기간이 90일 연장된다.
이와 같은 광역연장급부제도가 설치된 취지는 일정지역에 다수의 실업자가 집중발생한 경우
이러한 실업자를 그 주변지역에 취업시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업자 다발지역의 구직자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하여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실업을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마) 全國延長給付制度(법 제27조)
실업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전국의 실업률이 4%를
초과하고 전국 실업률이 저하하는 경향이 아니며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자의 취업상황에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노동대신은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전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급부일수를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연장급부되는
일수는 90일분을 한도로 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설치토록 한 것은 경기의 변동, 국제경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는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바) 延長給付 相互間의 調整(법 제28조)
동일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장급부가 중복되어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급부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① 특정개별연장급부는 다른 모든 연장급부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② 법 제23조의 개별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연장급부 또는
전국연장급부가 행하여지고 있는 때에는 개별연장급부가 일시 중단되고 연장급부가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이러한 연장급부가 종료된 후에 개별연장급부가 행하여 진다.
③ 훈련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연장급부 또는 전국연장급부를 하게 된
때에는 이러한 연장급부가 행해지는 동안은 훈련연장급부를 하지 않는다.
④ 전국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연장급부가 행하여지고 있는 때에는
전국연장급부가 일시 중단되고 광역연장급부가 행하여지며, 광역연장급부가 종료된 후에 다시
전국연장급부가 행해진다.
따라서 각 연장급부가 중복되어 행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① 특정개별연장급부, ② 광역연장급부,
③ 전국연장급부, ④ 법 제23조의 개별연장급부, ⑤ 훈련연장급부의 순으로 적용순위가 정해진다.
또한 개별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광역연장급부를 하게 된 경우 우선도가 높은
연장급부를 중도에서 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도가 낮은 연장급부는 일시 연장되며 우선도가 높은
연장급부가 끝나자마자 계속하여 우선도가 낮은 연장급부가 행해지게 된다.

7) 失業의 認定 및 基本手當의 支給
가) 실업의 연장
고용보험법에서 '실업'이라고 함은 단지 직업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피보험자가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업의 인정을 거주지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실업인정은 구직신고를 한 날 이후 4주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업인정을 받은 날 분에
한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기 이직을 하면 공공직업안정소는 이직자에게 이직표를 교부하고 이직자가 실업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이직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결정받아야 하는바,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표 제출자의 약 97%가 수급자격이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
나) 기본수당의 지급
기본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되지만 이직후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후 최초로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신청을 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 최초의 7일간의 실업기간을 待機期間(waiting period)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실업급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표 5-10> 일반구직자급부의 수급자격결정 비율추이(年度計)

기본수당은 대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하여 수급기간 동안 4주간마다(법 제30조 제1항) 그 지급일
이전 28일분을 일괄하여 수급자격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보통예금구좌에 불입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대기기간 없이 실업발생과 동시에
실업급부를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주일 내외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
캐나다(2주), 가나(30일), 브라질(60일)등이 대표적이다.

8) 급부제한 및 부정수급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적극적인 취업의욕이 없는 수급자와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급부를 제한하여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을 환기시키고 기본수당의 수급에 의존하려는 타성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하여 제도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다.
1989년의 급부제한건수
<표 5-11> 주요국가의 실업급부 대기기간

1)

는 830,201건이었으며 부정수급건수는 12,161건이었다. 구체적인 급부제한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취직 또는 직업훈련등의 거부에 의한 급부제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것을 거부한 때는 그 기부한 날로부터
1개월간은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① 소개된 직업 또는
공공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으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취업 또는 훈련수강을 위하여 현재의 주소 또는 거소의 변경이 필요하나 주소 또는 거소의
변경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취직처의 임금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④
직업소개를 받은 사업소가 쟁의중인 경우 ⑤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부제한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나) 직업지도의 거부에 의한 급부제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직업안정소장이 행하는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1990년 현재 2주간)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한 기간은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법 제32조 제2항).
다) 연장급부수급자의 직업소개촵직업훈련촵직업지도 등 거부에 의한 급부제한
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가 행하는 직업소개 혹은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의 수강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29조).
라) 피보험자의 중대과실에 의한 해고 또는 자발적 퇴직에 대한 급부 제한
피보험자가 중대한 자기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는 대기기간 종료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33조 제1항). '중대한 자기 귀책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급부제한
기간은 ①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에 의해 급부제한이 행하여진 경우의 급부제한 기간은
3개월이고, ② 재취업자가 당해사업체를 수급기간중 재이직하여 급부제한이 행하여진 경우의
급부제한은 1개월이며, ③ 재취업수당의 지급을 받아 재취업한 자가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함이
없이 당해 사업체를 재이직하고 당해 재이직 이유로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의 급부제한 기간은
2개월이다.
급부제한건수의 추이를 보면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性別로는 여성이 6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事由別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퇴직에
<표 5-12> 급부제한건수 추이(年度計)

의한 급부제한이 9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취직의 거부, 직업훈련 또는 직업지도의 거부에
의한 급부제한은 미미한 실정이다. 취업거부에 의한 급부제한의 비중이 1965년에는 8.2%
차지하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85년 이후 전체
급부제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기간
급부제한을 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급부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실업급부를 완전 금지함으로써 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급부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마) 부정수급에 의한 급부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업급부(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상병수당,
고연령구직자급부금, 특례일시금,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준비금, 이전비
및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한 경
<표 5-13> 주요국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부제한 기간

우에는 그날 이후 기본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단, 부정의 정도가 경미하자, 반성의 情이
매우 현저한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는 지급정지를 완화하여 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기본수당등의 실업급부에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공공직업안정소장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기본수당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35조).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촵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것 등 事業主도 부정수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부정수급건수는 <표 5-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5년 이후 크게 감소 추세에 있으나
1989년 현재에도 12,161건이 발생하여 16億엔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技能習得手當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아 재취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의해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기능습득수당이 지급되는데(법 제36조
제1항), 그 내용은 受講手當, 特定職種受講手當 및 通勤手當으로 나뉘어진다.

1) 受講手當
가) 수급여건
수강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은 경우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은 일수에 대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기본수당과 함께
지급된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지 않는 날, 또는 수강대기중인 날, 급부제한 기간중의
날 및 상병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된 날에
<표 5-14> 고용보험 부정수급 추이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나) 지급액
수강수당의 日額은 590엔이다.

2) 特定職種受講手當
가) 지급요건
특정직종수강수당은 국가의 인력수급정책상 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직업훈련수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인력부족 직종인 ① 주조 ② 板金 ③ 製罐 ④ 金屬 프레스 ⑤ 용접 ⑥ 도금 ⑦ 전기공사 ⑧ 블록
建築 ⑨ 配管 ⑩ 미장 ⑪ 건설장비운전 ⑫ 塗裝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속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된다.
나) 지급액
특정직종수강 수당의 月額은 2,000엔이다. 단, 다음에 열거한 날이 있는 달의 특정직종수강
수당의 月額은 그 일수가 당해 月의 총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다.
촵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속하지 않는 날

촵기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 이외의 날
촵수급자격자가 天災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지
않는 날

3) 通勤手當
가) 지급요건
통근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자의 주소 또는 居所로부터 공공직업훈련등을 행하는 시설에
통근하기 위하여 교통기관,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나) 지급액
교통기관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통근에 소요되는 實費相當額이 지급되지만 최고
지급한도액은 月 23,500엔이다. 자전거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근거리가 편도 2km 이상 10km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月 3,420엔, 10km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月 4,500엔이 지급된다. 또한
勞動大臣이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거리가 편도 10km 이상 15km
미만의 경우에는 月 5,400엔, 15km 이상인 경우에는 月 7,290엔이 지급된다.
또한 통근수당도 특정직종수당 수당의 경우와 같이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속하지 않는
날 등이 있는 달의 통근수당액은 그 일수가 당해 月의 총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다. 寄宿手當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기 위하여 그 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거의 친족과 별거하여 기숙을 하는 경우에 당해 친족과 별거하여 기숙하는 기간에 대해서
매일 정액의 기숙수당이 지급된다(법 제36조 제2항).

1) 지급요건
기숙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기 위하여 그 者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거의 친족과 별거하여 기숙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공직업훈련등의 수강
개시전의 기숙일 또는 수강종료후의 기숙일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기숙'이라 함은
공공직업훈련등을 하는 시설에 부속하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의 시설(아파트, 셋방, 하숙 등)에
입주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자격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하는 경우는 기숙한다고 하지
아니한다.
2) 지급액
기숙수당은 月 9,700엔 지급된다. 단, 수급자격자가 친족과 별거하여 기숙하지 않는 날 및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속하지 않는 날이 있는 달의 기숙수당액은 이러한 날이 당해 月의
총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라. 傷病手當

1) 개요
수급자격자가 傷病 또는 부상 때문에 15일 이상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이직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면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상병수당이 지급된다(법 제37조
제1항).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기본수당과 同額이고(법 제37조 제3항) 급부일수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소정급부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기본수당의 日數를 뺀 나머지 일수를 한도로
한다(법 제37조 제4항). 상병수당은 공공직업안정소장으로부터 상병의 인정을 받은 날에 한하여
지급된다.

이 제도는 일본의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실업자의 상병기간중의 생활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고용보험에 의해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상병의 날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의한
상병수당금, 노동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보상급부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한다(법 제37조 제8항).

2) 상병수당의 지급요건
상병수당은 다음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① 수급자격자일 것
② 이직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있을 것
③ 상병 또는 부상 때문에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일 것
④ ③의 상태가 ②의 후에 생긴 일일 것
3) 상병수당의 지급대상일
상병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이직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한후에 상병 또는 부상
때문에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때문에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된다. 따라서 다음에 揭記하는 날은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①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날(15일 미만의 상병촵부상의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도 법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받아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병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② 待期中인 날
③ 급부제한 기간중의 날
④ 상병 또는 부상의 날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상병수당금,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 기타 이에
상당하는 급부등을 받을 수 있는 날
⑤ 출산예정일 8주간 전의 날로부터 출산후 6주간 후의 날까지의 기간
4) 상병수당의 지급액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기본수당과 동일하다. 따라서 基本手當 日額表에 따라 실직전 임금등급에
따라 상병수당의 일액이 결정된다.
5) 상병수당의 지급일수
상병수당은 당해 지급자격자의 소정급부일수에서 이미 기본수당을 지급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된다(법 제37조 제4항). 따라서 개별연장급부, 전국연장급부 등의 연장급부에
관한 기본수당을 수급중인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상병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병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상병수당을 지급한 일수에 상응하는 일수분의 기본수당을
지급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법 제37조 제6항).
마.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求職者給付의 지급상황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에는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상병수단의 4종류가
급부가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는 바, 이들 4종류의 실제 급부지급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를 종류별로 보면 <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수당의 비중이 일반구직자급부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기본수당 중에서는 소정급부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부가 약 96%이고 각종 연장급부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업급부의 수급인원을 성별로 보면 初同受給者數에 있어서나 受給者實人員에 있어서나 남자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높다(표 5-16).
산업별 초회수급률 및 수급률의 추이를 보면 <표 5-17> 및 <표 5-1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70년대초까지만 해도 농림수산업 및
광업촵건설업은 높은 수급률을 보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간 수급률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표 5-19>를 보면 피보험자로 있었던 기간이 1년 미만인 수급자의 비중은 10% 이하이며,
피보험자로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初同受給者에 있어서는 30세 미만이 34.5%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5세 이상(30.9%)인데 반하여 受給者實人員에 있어서는 55세 이상이
46.5%로 가장 많고 30세 미만이 20.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30세 미만의 젊은층은
실업이 발생하여도 재취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55세 이상의 고연령계층은
일단 실업이 발생하면 재취업이 곤란하여 초회수급자에 비하여 수급자실인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석 1)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險課(1990. 7), 앞의 책 p. 14∼15.

<표 5-15>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지급 상황(회계년도기준)

<표 5-16> 일반구직자급부의 성별 초회수급자수 및 수급자실인원의 추이

일반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부일수는 수급자격자의 연령, 피보험자 기간 및 취업곤란의 정도
등에 따라 90일에서 300일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이미 설명한 바 있는데(표 5-7 참조),
소정급부일수별 급부상황을 보면 <표 5-20>과 같다. 피보험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인 30세미만의 피보험자, 1년이상 5년 미만인 30세 이상 45세 미만의 피보험자는 90일의
소정급부일수 동안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는데 1989년도 현재 90일의 소정급부일수를 가진
수급자격자가 초회수급자의 47.9%, 수급자실인원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피보험자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

<표 5-17> 산업대분류별 실업급부 初回受給率 추이

<표 5-18> 산업대분류별 실업급부 受給率 추이

<표 5-19> 연령계층별 급부상황(1989년)

<표 5-20> 소정급부일수별 급부상황(1989년)

격자는 300일의 소정급부일수 동안 실업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비중이 초회수급자의
17.7%, 수급자실인원의 3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高年齡繼續被保險者에 대한 求職者給付
가. 개요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있던 자가 65세가 된 날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되는데 이직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피보험자와 달리 구직자급부로서 일시금인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이 지급된다(법
제37조의 2 제1항).
65세 이상의 고연령자는 상용고용에 취업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직한 후에는 재취업을
하여도 단시간의 就勞나 임시적인 就勞 등이 대부분이고 상당수가 은퇴를 고려하는 등
일반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게 된다.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65세 이상의 고연령자의 다양한 취업희망에 대응하여 이들이
실업한 경우에는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이라고 하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원조를 받아 본인이 수시로 全時間(full time)의 보통근무 이외에 폭넓은
업종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65세의 정년,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수급자격자와
같이 기본수당등이 지급된다.
나. 高年齡求職者給付金

1) 고연령계속피보험자의 범위
고연령계속피보험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65세에 달한 날 이전부터 고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65세에 달한 날 이후에도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短期雇傭特例被保險者 및
日傭勤勞被保險者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단 65세에 달한 날 이후 새로 적용사업에 고용된
자라도 1989년 3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자는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된다.
2) 고연령수급자격의 결정
고연령수급자격자가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의 신청을 한 후 고연령수급자격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고연령수급자격의
결정이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이직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고연령구직자급부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연령수급자격은 고연령피보험자로서 다음
3가지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인정한다.
①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의 확인을 받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
③ 원칙적으로 이직의 날 이전 1년간에 피보험자기간이 通算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금액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은 당해 고연령수급자격자의 산정기초기간에 따라 <표 5-21>에 있는
日數分의 기본수당에 상당하는 액이 지급된다(법 제37조의 4). 또 65세에 달한 날 이후 새로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가를 받아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50일분의 기본수당일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고연령구직자급부의 지급상황을 보면 <표 5-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도의 경우 수급자수
55천명, 지급금액 270억엔으로서 1인당 492천엔이 지급되었다.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一般求職者給付와는 반대로 남자가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보험기간별로는
소정급부일수가 150일인 10년 이상 가입자가 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1>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기본수당 지급금액

<표 5-22> 고연령구직자급부의 지급상황(1989)

4) 급부제한
7일간의 대기기간, 직업소개 거부 등에 의한 급부제한 및 퇴직이유에 의한 급부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수급자의 경우에 준하여 행하여진다. 또한 부정수급에 의한 지급정지, 반환명령 및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의 경우에 준하여 행하여진다(법 제37조의 4 제4항)
다. 65세 정년등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특별조치

1) 개요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고연령수급자격을 갖게 된 경우에는 일시금인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65세의 정년등에 의하여 퇴직한 고연령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반수급자격자로 간주되어
구직자급부(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수당)등이 지급된다(법 제37조의 6).

2) 特例對象者
고연령수급자격자에 있어서도 일반수급자격자로 간주되어 기본수당등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당해 고연령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65세의 정년에 달했을 것
② 55세 이상의 정년에 달한 후 재고용등에 의해 일정기한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者가 65세인 때에 당해 기한이 도래했을 것
3) 급부의 내용
65세의 정년등으로 퇴직한 피보험자인 고연령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일반수급 자격자로
간주되어 일반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수당)가
지급된다. 피보험자로 있었던 기간등에 따른 소정급부일수는 <표 5-23>과 같다.
<표 5-23> 65세 정년등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소정급부일수

고연령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각종 연장급부에 대하여도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행해진다. 단, 법 제22조의 2의 개별연장급부의 대상자로 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취직촉진급부(再就職手當, 當雇就職準備金, 移轉費 및 廣域求職活動費)도 일반의 수급자격자로
간주되어 지급된다.

4. 短期雇傭特例被保險者에 대한 求職者給付
가. 特例一時金

1) 개요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나 1년 미만의 단기의 고용에 취업하는 것을 常態的으로 하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이직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피보험자 및
고연령피보험자와 달리 구직자급부로서 특례일시금이 지급된다(법 제38조)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란 피보험자 중 ① 계절적으로 고용된 자 또는 ② 단기의 고용에 취업하는
것을 常態로 하는 자로서 일용근로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단기의 고용'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피보험자로서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고용을 말하며(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라 함은 계절적 업무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또는
계절적으로 人촵離職하는 자를 말하고, '계절적 업무"란 그 업무가 季節, 天候, 기타 自然現象의
영향으로 일정한 계절에 편중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는 자라도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이 명확하고 고용된 날로부터 1년 미만에 이직한 것이 명확한 자는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에 해당한다.
'단기의 고용에 취업하는 것을 상태로 하는 자'란 과거의 상당기간 1년 미만의 고용에 취업을
반복하고 또 새로운 고용도 1년 미만의 고용인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년간에 피보험자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인 때에는 특례일시금이 지급된다(법 제39조). 이 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특례수급자격이라고 하며, 특례수급자격이 있는 자를 특례수급자격자라고 한다.
이와 같이 수급자격요건으로서 6개월 이상의 피보험자기간을 요하게 한 것은 일반피보험자의
경우와 같이 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근로의사가 없는 나태한 자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일시금의 수급요건을 일반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수당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년간에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것이 필요하나 이직일
이전 1년간에 상병, 부상 기타 일정한 이유로 계속 30일 이상 임금의 지불을 받을 수 없었던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불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1년에 가산한 기간(4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4년간)중에 피보험자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특례일시금의 금액
특례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구직자급부로서 특례일시금이 지급되는데 이 특례 일시금의 금액은
기본수당의 일액의 50일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특례수급자격에 대하여 이직한 날의 익일부터 起算하여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實日數가 5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日數分이 된다(법 제40조).
1989년도의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 대한 특례일시금의 지급상황을 보면 수급자수 548천명,
지급금액 1,308억엔으로 1인당 239천엔이 지급되었다. 특례일시금수급자의 前職別로 보면
60.0%가 건설업, 16.7%가 제조업, 8.7%가 서비스업, 4.1%가 임업 등의 순으로 주로
건설업종사자들이 특례일시금을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74.2%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30∼45세 미만이 28.9%, 45∼55세 미만이 27.4%로 주로 30∼55세
미만의 중장년 연령계층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30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24 참조).
<표 5-24>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 대한 특례일시금의 지급상황(1989)

4) 급부제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7일간의 대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실업급부의 지급의 청구,
법 제3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급부제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의 경우의
반환명령 및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기본수당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공공직업훈련등을 수강하는 경우의 일반구직자급부

1) 개요
특례수급자격자가 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기 전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에는 특례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당해 훈련등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일반수급자격자와 같이 구직자급부(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가 지급된다(법 제41조).
이것은 특례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음으로써 지식 및 기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일시금의 지급만으로는 보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수급자격자와 같은 급부내용으로 하는 편이 실정에 맞기 때문이다.
2)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중 일반 구직자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
특례수급자격자 중 특례일시금이 아니고 일반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자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특례수급자격자이다.
① 공공직업훈련등의 수강 지시를 한 날에 특례수급자격자일 것
②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자일 것
③ 수강하는 공공직업훈련등의 기간이 50일 이상 2년 이내의 자일 것
5. 日傭勤勞被保險者에 대한 求職者給付
가. 개요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① 日日雇傭되는 자 및 ②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법 제42조). 일용근로자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일용근로피보험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이들의 고용형태, 임금의 지불관계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에 관한
고용보험사무처리의 간소화촵신속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실태에 상응하는 급부를 할
수 있도록 일반 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나. 일용근로피보험자
일용근로자의 모두를 일용근로피보험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일용근로피보험자가 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공공직업안정소를 매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일용근로자는 그 고용의 형태상 일반의
피보험자와 달리 매일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실업의 안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석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만을 일용근로피보험자로 하고
있다(법 제43조 제1항).
① 특별구역(東京都), 공공직업안정소가 소재하는 市町村의 구역(勞動大臣이 지정하는 교통이
불편한 구역은 제외), 인접하는 市町村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으로서 勞動大臣이 지정하는
교통이 편리한 구역(이하 '적용구역'이라 함)에 거주하고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된 일용근로자
② 적용구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적용구역내의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된 일용근로자
③ 적용구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적용구역외의 지역에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자로서 일용근로의 노동시장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勞動大臣이 지정한 사업에 고용된
일용근로피보험자
일용근로피보험자의 수는 <표 5-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여자인 일용근로피보험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1980년 3월말에는
일용근로피보험자 중 여자의 비율이 50.4%였으나 1990년 3월말에는 30.8%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구직자급부로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이 지급되는데
普通給付와 特例給付가 있다.

1) 보통급부
가) 수급요건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그 실업한 날에 속하는 달의 직전의 2월간에 당해
일용근로피보험자가 통산하여 28일분 이상의 印紙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이 지급된다(법 제45조).
나) 실업의 인정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은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데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법 제47조).
<표 5-25> 일용근로피보험자 추이

다)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日額
일용근로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일용근로피보험자 수첩에 雇傭保險印紙를 첨부하여 消印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일용근로피보험자의 賃金日額이 8,200엔 이상인 경우에는 제1급인
146엔의 印紙를, 임금일액이 5,400엔 이상 8,2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제2급인 96엔의 印紙를,
임금일액이 3,540엔 이상 5,4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제3급인 63엔의 印紙를, 그리고 임금일액이
3,540엔 미만인 경우에는 제4급인 41엔의 印紙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일액은 일용근로피보험자 수첩에 첨부되어 있는 前 2월간의
雇傭保險印紙의 등급과 枚數에 따라 4단계의 정액제로 되어 있다. 즉 제1급 급부금은 6,200엔,
제2급 급부금은 4,100엔, 제3급 급부금은 2,700엔, 그리고 제4급 급부금은 1,770엔이다(법
1)
제48조).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日額은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법률 개정없이도 일정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법 제49조).
라)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일수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는 日數는 실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그 달의 前 2월간의 인지보험료의 납부 상황에 따라 당해 月에 최저 13일분부터 최고
17일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인지보험료의 납부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급부일수는 <표 5-26)과
같다(법 제50조 제1항).

2) 특례급부
가) 특례급부제도 취지
일용근로자중에는 1년중 어떤 기간중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就勞하지만 특정기간중에는
계속적으로 실업하는 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통상의 月에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일이 거의 없으나 특정의 月에는 계절의 영향,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보통급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 급부금)의 급부일수 한도를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실업하게 된다. 보통급부제도만으로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고용촵실업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구직자급부의 특례제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나) 특례급부의 수급요건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다음의 전부에 해당되고 또 거주자의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특례급부를 받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특례급부에 의한 일용 근로구직자급부금이 지급된다(법
제53조).

<표 5-26> 일용근로구직자급부의 급부일수

① 계속하여 6개월간 인지보험료가 월 11일분 이상씩 납부하고 또한 통산하여 84일분 이상
납부하였을 것
② ①의 계속되는 6개월 중 後 5개월간에 보통급부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할 것
③ ①의 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익월 이후 2개월간에 보통급부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할 것
다) 특례급부의 지급기간 및 日額
특례급부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익월 이후 4개월간이고 그 기간내에 실업한 날에 대하여 통산하여 60일분을 한도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이 지급된다(법 제54조).
특례급부에 대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日額은 계속하여 6개월간에 일용근로피보험자 수첩에
貼付되어 있는 雇傭保險印紙의 등급과 그 매수를 기준으로 하여 4단계의 定額制로 되어 있다. 즉
제1급 급부금 6,200엔, 제2급 급부금 4,100엔, 제3급 급부금 2,700엔, 그리고 제4급 급부금
1,770엔이다(법 제54조).2)

(3) 일용근로구직자급부의 지급상황
일용근로구직자급부의 수급지수와 급부총액은 <표 5-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級別 構成比에 있어서는 임금상승에 따라 賃金日額이 8,200엔 이상의
고임금계층에 해당하는 제1급 급부금의 수급자비중은 증가하고 다른 級의 급부금 수급자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 급부제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급부제한은 공공직업 안정소가 소개하는
업무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와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행하여진다.
<표 5-27> 일용근로구직자급부의 수급자 실인원 및 급부액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작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업무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간은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52조 제1항).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달 및 그 익월부터 3개월간은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3항).

6. 就職促進給付
가. 개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 고용보험의 실업급부는 求職者給付와 就職促進給付로
大別된다. 구직자급부는 피보험자의 종류에 따라 그들에게 적합한 급부를 하는 데 반하여
취직촉진급부는 실업자의 早期再就職을 원조․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정 범위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동일내용의 급부가 행하여진다.
취직촉진급부에는 再就職手當, 常傭就職準備金, 移轉費 및 廣域求職活動費의 4종류가 있다.
재취직수당을 제외한 취직촉진급부는 1960년의 제16차 실업보험법 개정에 의해 196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재취직수당은 1984년의 제6차 고용보험법 개정에 의해 1985년부터 시행되었다.
나. 재취직수당

1) 지급요건
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早期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된다(法 제56조의 2).
①취직일의 前日 현재 기본수당의 支給殘日數3) 가 당해 수급자격에 基한 소정급부일수의 ½이상
일것
②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자일 것
③이직전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자가 아닐 것
④대기기간의 경과후에 취직한 자일 것
⑤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에 대하여 이직이유에 基한 급부제한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기기간의
만료후 2개월간에 대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따른 취직자일 것
⑥취직일 前 3년 이내의 취직에 대하여 재취직수당 또는 상용취직준비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고용하기로 약속한 사업주가 급부자격 결정에 관한 구직 신청일 전에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가 아닐 것
⑧기타 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수급자격자의 직업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일
것

2) 지급액
재취직수당의 支給額은 소정급부일수 및 支給殘日數의 구분에 따라 <표 5-28>에 게기한 日數分의
기본수당의 額에 상당하는 額이다(則第12條의 3).
다. 상용취직준비금

1) 지급요건
가) 지급대상자
상용취직준비금은 일반구직자급부의 수급자격자, 특례일시금의 수급자격자 또

<표 5-28> 재취직수당의 지급액

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등'이라 함)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된다
①신체 장애자
②정신박약자
③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날(이하 '취직일'이라 함)에 45세 이상인 수급자격자
④계절적으로 고용된 특례일시금의 수급자격자로서 通年雇傭獎勵金의 지급대상으로 되는
사업주에게 通年 고용되는 자
⑤일용근로구직자급부의 수급자격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공직업안정소에서 緊急失業對策法에 규정하는 실업대책사업에 소개되는 실업자로서
취급되고 있는 자
- 일용근로피보험자로서 就勞하는 것을 常態로 하고 있는 자로 취직일에 45세 이상인 자
⑥기타 다음에 揭記하는 취직이 곤란한 자
- 駐屯軍關係 離職者, 탄광이직자구직수첩의 소지자, 오끼나와 실업자 구직자수첩의 소지자
- 사회적 사정에 의해 취직이 현저히 저해되어 있는 자
- 전과자
나) 지급요건
상용취직준비금은 지급대상자가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된다(令 제11조 제2항).

①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하였을 것
②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자가 아닐 것
③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직업에 취업하였을 것
④이직사유 또는 소개 거부 등에 의하여 급부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직업에 취업하였을 것
상용취업준비금은 지급대상자가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지급요건의 전부에 해당하는
때에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재취직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②취직일 전 3년 이내의 취직에 대하여 재취직수당 또는 상용취직준비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피보험자로 되지 아니하는 短時間勤勞者로 취직한 경우
④상용취직준비금의 지급을 청구한 수급자격자등이 상용취직준비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취직처의 사업체를 이직하고 있는 경우
⑤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한 경우

2) 지급액
상용취직준비금의 額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본수당의 日額의 30일분에 상당하는 額으로 되어
있다(則 제 83조의 2).
라. 이전비

1) 지급요건
이전비는 수급자격자등이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한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로서(법 제58조) 다음 요건의 전부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된다(則 제86조).
①待期, 이직사유 혹은 소개 거부 등에 의한 급부제한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거나 또는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것으로 된 경우로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그 필요를 인정한 때
②당해 취직에 대하여 취직준비금 기타 移轉에 요하는 비용이 취직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지급액이 移轉의 額에 미치지 못하는 때.
다만, 이전비는 ① 및 ②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者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업급부를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2) 지급액
이전비는 鐵道賃, 船賃, 車賃, 移轉料, 着後手當 등 5종류로 구분된다. 鐵道賃, 船賃 및 車賃에
있어서는 實費相當額이, 그리고 移轉料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거리에 따라 최저 69천엔에서 최고
210천엔(單身 이전의 경우에는 그 半額)이 지급된다. 着後手當은 鐵道賃등과 함께 지급되며
일률적으로 29,200엔(單身移轉의 경우에는 14,600엔)이 지급된다.
마. 광역구직활동비

1) 지급요건
수급자격자가 관할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구인자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그 사업체에 취업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인자들에게
면담하기도 하고 사업체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는 것을 광역구직활동이라고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광역구직활동비는 재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된다.
①待期, 또는 이직사유 혹은 소개 거부 등에 의한 급부제한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광역구직활동을
개시하는 때
②광역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지급액이 광역활동비에 미달한 때

2) 지급액
광역구직활동비는 鐵道賃, 船賃, 車賃, 宿泊料 등 4종류가 있으며 鐵道賃, 船賃 및 車賃은
實費相當額이, 그리고 숙박료는 1泊에 6,600엔(일정지역에 있어서는 5,900엔)씩 최고 6泊分까지
지급된다.
바. 급부제한
허위, 기타 부정행위로 실업급부(구직자급부 및 취직촉진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한 날 이후 취직촉진급부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직촉진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60조).
사. 취직촉진급부의 지급상황
재취직수당을 제외한 취직촉진급부는 196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미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력부족현상에 편승하여 1968~73년 사이에 취직촉진급부는
수급자수가 2배, 지급액이 6배나 증가하는 등 재취업의 촉진이라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남용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75년에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면서부터는 1년
이상의 고용이 확실시되는 안정된 직장에의 재취업의 경우에만 지급하고 취직촉진급부를
지급받은 후 3년이내에는 다시 지급받을 수 없도록 지급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1975년에는 취직촉진급부의 수급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1985년 재취직수당이 신설된
후 재취직수당 수급자의 급증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표 5-27).
취직촉진급부의 종류별 지급현황을 보면 <표 5-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이후에는
재취직수당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상용취직준비금, 이전비, 광역구직활동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9> 취직촉진급부의 지급추이

또 취직촉진급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취직수당의 성별 수급자비율을 보면 <표 5-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58%, 여자가 42%로 남자의 수급자 비중이 더 높다. 이는 이미 <표
5-18>에서 본 바와 같이 一般求職者給付의 수급자는 여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사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정급부일수가 90일인 저연령 단기근속실업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5-31>에서도 30세 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재취직수당 수급자 중
남자의 비중이 높지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여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0> 재취직수당 수급인원의 성별․소정급부일수별 분포(1989년)

<표 5-31> 재취직수당 수급인원의 성별․연령계층별 분포(1989년)

한편 소정급부일수별 재취직수당 수급인원의 분포를 보면 소정급부일수가 90일인 경우가
47.7%로 가장 많으며, 같은 소정급부일수내에서는 재취직수당의 금액이 많은 조기재취직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소정급부일수가 180일인 실직자의 경우
60일 미만의 지급잔일수가 120일 이상인 경우에 재취직한 재취직수당 80일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31,738명인데 반하여 60∼90일간 기본급부를 받아 지급잔일수가 90일 이상 120일 미만의
재취직수당 50일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4,249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소정급부일수내에서 재취직수당의 금액이 많은 조기재취직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재취직수당이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유인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주석 1)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보통급부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법 제48조).
① 제1급부금 : 제1급 (146엔)의 印紙가 前 2월간에 통산하여 24매 이상인 경우
② 제2급 급부금 : 제1급 및 제2급(96엔)의 인지가 합계 24매 이상인 경우 또는 제1급, 제2급 및
제3급(63엔), 제4급(41엔)의 순으로 뽑은 24매의 인지의 평균액이 제2급 인지보험료의 日額
이상인 경우
③ 제3급 급부금 :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의 순으로 뽑은 24매의 인지의 평균액이 제3급
인지보험료의 일액 이상인 경우
④ 제4급 급부금 : 상기 ①, ②, ③ 이외의 경우
주석 2) ① 제1급 급부금 : 제1급의 인지가 72매 이상인 경우
② 제2급 급부금 : 제1급 및 제2급의 인지가 합계하여 72매 이상인 경우 또는 제1급, 제2급 및
제3급의 순으로 뽑은 72매의 인지의 평균액 혹은 제1급, 제2급, 제3급 및 제4급의 순으로 뽑은
72매의 인지의 평균액이 제2급 인지보험료의 일액 이상인 경우
③ 제3급 급부금 : 제1급, 제2급 및 제3급의 인지가 합계하여 72매 이상인 경우, 또는 제1급, 제2급,
제3급 및 제4급의 순으로 뽑은 72매의 인지의 평균액이 제3급 인지보험료의 액 이상인 경우
④ 제4급 급부금 : 상기 ①, ② 및 ③ 이외의 경우

주석 3) 支給殘日數라 함은 소정급부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기본수당 또는 상병수당의 일수를
차감한 日數이다.

第4節 雇傭保險 三事業

1. 三事業의 意義
가. 4사업의 재편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실업급부외에 오랫동안 고용안정, 고용개선, 능력개발 및 고용복지의
4사업을 실시하였다. 4사업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실업의 예방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고용기회를 개발하며, 연령․지역 및 산업간의 고용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동시에
고용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이 경제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質과 量면에 걸친 완전고용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4사업은 그때그때의 고용 및 실업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도 기동력있는 운영을 해
왔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엔高에 따른 고용상황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7년에는
「30만명 고용개발프로그램」을, 1988년도에는 「산업․지역․고령자 고용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고용 및 실업상황의 개선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1) 일본은 엔高와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등 경제 사회 변화과정에서 고용의 안정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 6월 28일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안정사업과 고용개선사업을 새로운
고용안정사업으로 통합하여 고용보험 4事業을 3事業으로 再編하는 한편 雇傭安定資金의
忠實化를 기하여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1989년까지 고용안정사업은 경제변동에 대처하는 사업을, 그리고 고용개선사업은 고령자문제와

지역문제 등에 대처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고령자문제와 지역문제 등 종래 고용개선사업에서
담당했던 문제들이 경제변동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있는
고용안정사업과 고용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이들을 통합하여 산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고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구분의 재편에 불과할 뿐 개개 給付金등의 내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경은
없었다.
나. 3사업의 의의
일본의 고용정책의 과제는 고령화사회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하에서 質촵量면에 걸친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경제사회 발전에 유효하게 활용되는 客體가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는 보람이 있는 主體라는 관점에서 여유있고 충실한
직업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에서는 단지 이미 발생한 실업을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雇傭安定事業, 職業生活의 전기간을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能力開發事業 및 직업생활상 환경의
정비개선, 취직의 원조,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雇傭福祉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 3사업의 개요를 보면 [그림 5-3]과 같다.
14.5/1,000의 고용보험료율 중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11/1,000의 부분은 실업급부에 사용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3.5/1,000의 부분은 고용안정사업등 3사업에 사용된다. 그러나 3사업의 내용인
고용조정조성금등 각종 급부금이 사업주에게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비용부담과 受惠의 조화를
이루면서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운용하고 있다.
[그림 5-3] 고용보험 3사업의 개요

1989년도의 경우 일본의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1조 6,243억엔의 지출액 중에서 실업급부에는
64.7%인 1조 504억엔이, 3사업에는 35.3%인 5,739억엔이 각각 사용되었다. 또 1990년도의
고용보험사업 예산액 1조 8,687억엔 가운데 1조 3,884억엔이 실업급부에, 4,803억엔이 3사업에
각각 사용되며, 3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에는 3사업비의 51.0%인 2,449억엔, 능력개발사업에는
3사업비의 25.3%인 1,215억엔, 고용복지사업에는 3사업비의 23.7%인 1,139억엔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 3사업내에서의 사업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2)
고용안정사업등 3사업은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고용정책의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고용보험제도 자체에서 오는 내재적 제약을 갖고 있다. 즉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인 이상 3사업에 의한 시책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다. 또 재원면에서도 고용정책 중에서 사업주의 공동연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 사항이 3사업의 시책대상으로 되며, 국민전체의 공동연대에 의하여
대처할 사항은 租稅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고용정책의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3사업은 초기의 실업보험제도에서는 없었으나 197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실업급부 중심의 실업보험제도와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제도가
구별되는 이유도 고용보험 3사업의 실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명칭과 형태는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실업급부외에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 雇傭安定事業
가. 개요
고용안정사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에 대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증대, 기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다.
고용안정사업으로서는 첫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사의 이유에 의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게하는 사업주 및
기타 근로자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雇傭調整助成金, 産業雇傭安定助成金이 지급된다.
둘째, 정년의 연장 또는 정년에 달한 근로자의 재고용등 고연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고연령퇴직자에 대하여 재취업의 원조를 행하거나 고연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 및 기타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高年齡者多數雇傭保障金,
高年齡者雇傭確保助成金 停年退職者등 雇傭促進助成金, 高年齡者雇傭特別獎勵金,
停年退職豫定者等 再就職援助促進助成金이 지급된다.
셋째, 고용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함으로써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 계절적 실업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계절적 실업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 기타 고용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사업주에 대하여 地域雇傭開發助成金,
大規模雇傭開發促進助成金, 通年雇傭獎勵金, 冬期雇傭安定獎勵金, 冬期技能構習助成給付金이
지급된다.
넷째, 장애자 또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촉진, 기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特定求職者雇傭開發助成金, 育兒休職獎勵金,
特定職種育兒休職助成給付金, 女子再雇傭促進給付金이 지급된다.
나. 사업활동 축소시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성제도

1) 雇傭調整助成金
가) 개요
고용조정조성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사업활동의 축소가
부득이한 경우에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休業, 교육훈련 또는 出向3)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된다(법 제62조 제1항).
경기의 변동등에 따른 실업의 예방을 위한 급부금으로서는 종래 고용조정급부금과 出向給付金이
있었으나 기업이 행하는 실업예방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조정조성금으로 통합하여 휴업, 교육훈련 및 出向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부담을
경감하고 인원정리의 前段階에 실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지급대상
사업주 고용조정조성금은 다음의 (1)에서 (2)까지의 전부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조정,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하여 사업활동의 축소가 부득이할 것
ⓛ勞動大臣이 지정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의 하청사업주
②특정불황업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의 하청사업주
③특정고용개발촉진 지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④긴급고용안정 지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⑤특례사업장의 사업주
⑥勞動大臣이 지정하는 사업주의 하청사업주 등

(2)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휴일, 교육훈련 또는 出向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혹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出向元 事業主가 出向勤勞者의 임금의 일부를 부담할 것
① 休業의 경우
- 勞動大臣이 정하는 지정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함)내에서 하는 휴업일 것
- 소정근로일의 하루 종일 또는 소정근로시간내에 당해사업장에서의 대상피보험자 전원에
대하여 일제히 1시간 이상 휴업하였을 것
- 노사간의 협정에 의한 휴업일 것(휴업협정)
- 휴업수당의 지불이 勞動基準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 판정기초기간(曆月 또는 임금지급일이 매월 일정한 날짜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4)
임금지급기간)동안 延休業日數 가 延所定勤勞日數(피보험자수×소정근로일수)의
1/15(중소기업사업주에 있어서는 1/20)이상일 것
②교육훈련의 경우
-지정기간내에 실시한 경우일 것
-교육훈련수강자가 수강일의 하루종일 업무에 就勞하지 못한 경우일 것
-동일교육훈련수강자에 대하여 판정기초기간에 2일 이상 실시한 경우일 것
-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통상 행하여진 교육훈련이 아닐 것
- 직업훈련지도원 면허가 있는 자, 기타 당해 교육훈련의 과목, 직종 등의 내용에 관한 지식 또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지도원 또는 강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일 것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내에서 실시하는 것(생산라인 또는 就勞의 場에서 통상의 생산활동과
구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함) 또는 공공직업 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 당해교육훈련의 수강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것
- 노사간의 협정에 의한 교육훈련일 것(교육훈련협정)
③ 出向의 경우
- 지정기간내에 개시되는 경우일 것
- 出向期間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향기간중의 통상임금이 出向前의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일 것
- 노사간의 협정에 의한 出向일 것(出向協定)
- 出向勤勞者의 동의를 얻은 것일것
- 出向元 事業主와 出向先 事業主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일 것(出向契約)
- 고용조정조성금의 대상이 되는 出向의 종료후 6개월 이내에 당해근로자를 다시 出向하게 하는
경우가 아닐 것
- 出向元 事業所에서 다른 사업주로부터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대상이 된 出向勤勞者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인사교류의 목적등 고용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하여지는 出向이 아닐 뿐만 아니라
出向勤勞者를 교환하는 것이 되는 出向이 아닐 것
- 자본금, 경제적촵조직적 관련성 등에서 볼 때 出向助成金의 지급에 있어서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주간에 행하여진 出向이 아닐 것
(3) (2)의 휴업, 교육훈련 또는 出向의 실시에 있어서 사전에 관할 공고직업 안정소에 신고하였을
것
(4) 휴업, 교육훈련 또는 出向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가 정비되어 있을 것
다) 支給額 및 支給其間
(1) 고용조정 조성금의 지급액
① 휴업의 경우 : 대상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불한 휴업수당의 1/2(중소기업 사업주는
2/3)의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1인 1일 지급액은 7,330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② 교육훈련의 경우 : 대상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교육훈련 수강일에 대하여 지불한 임금의
1/2(중소기업 사업주는 2/3)의 금액(1인 1일 지급한도액은 7,330엔)과 훈련비(敎育訓練延日數에
1,500엔을 곱하여 얻은 금액)와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③ 出向의 경우 : 出向元 事業主의 부담액의 1/2(중소기업 사업주는 2/3)의 금액을 지불하되 1인에

대하여 하루 7,330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여기서 出向元 事業主의 부담액은 出向元 事業主에
대하여 출향근로자에 대하여 출향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보조금액 또는 出向元 事業主가
出向勤勞者에 대하여 임금으로서 지불한 금액을 말하며 출향전 통상임금의 1/2를 한도로 하고
있다.

(2)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기간
휴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조성금은 해당사업소마다 각각의 지정기간(또는 助成對象期間)내에
조성금의 지급대상이 된 판정기초기간에 對象休業의 延日數와 대상교육훈련의 延日數를 합계한
일수를 당해사업소의 당해 판정기초기간의 末日의 대상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일수의
累計日數가 200일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出向에 대한 조성금은 出向開始日로부터 起算하여 2년간을 한도로 출향기간중 지급한다.
2) 産業雇傭安定助成金
가) 개요
산업고용안전조성금은 特定不況業種의 사업소 또는 특정불황업종에 준한 것으로 勞動大臣이
인정한 特例事業所에서의 사업규모의 축소등에 따라 배치전환, 出向 또는 이직이 부득이하게 된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환에 의한 고용기회의 확보,
직업전환훈련, 기타 실업의 예방에 특히 이바지한 것으로 인정된 조치를 강구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産業雇傭安定獎勵金, 産業雇傭安定特例獎勵金 및 産業雇傭安定移轉給付金의
3종류가 있다.
나) 산업고용안정장려금
(1) 배치전환에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
5)
6)
雇傭維持等 計劃 또는 실업예방계획 에 포함된 조치로서 사업전환을 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설치촵정비(비용의 합계가 500만엔 이상의 것에 한함)하고 잉여근로자(redundant labor)를 새로운
사업부문에 배치전환한 特定不況業種事業主(子會社를 설립한 경우에는 子會社의 사업주) 또는
特例事業所의 사업주(이하 '特定不況業種等事業主等'이라고 칭함)에 대하여 당해 사업주등이
배치전환한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의 1/4(중소기업 사업주는 1/3)의 금액(1인당 1일 7,330엔
한도)을 1년간 지급한다.
(2) 出向촵再就職의 알선에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등 계획 또는 실업예방계획에 포함된 조치로서 특정불황업종등 사업주등이
잉여근로자를 出向시키거나 또는 재취업을 알선한 경우에 그 근로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사업주가 出向 또는 재취업 알선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의
1/4(중소기업사업주는 1/3)의 금액(1인당 1일 7,330엔 한도)을 1년간 지급한다.
(3) 직업전환훈련에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등 계획 또는 실업예방계획에 포함된 조치로서 잉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면서
직업전환을 위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특정불황업종 등 사업주등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기간(1년을 한도로 함)중에 지불한 임금의 2/3(중소기업 사업주는 3/4)의 금액 (1인당
1일 7,330엔 한도)을 지급한다.
다) 산업고용안정특별장려금
앞서 설명한 배치전환에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사업주 중 동 장려금의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근로자가 5인(소규모기업7)의 경우에는 3인) 이상있는 사업소의 사업주에
대하여 배치전환에 관한 산업고용안정장려금의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근로자수(이하
'雇傭維持率'라 칭함) 및 자격결정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고용유지率'이라
함)에 따라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고용유지비용의 半額을 한도로 하여 <표 5-32>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고용유지비용=(당해사업소의 雇傭維持數×30만엔)+(시설촵설비의 설치촵정비에 관한
비용×0.5)

라) 산업고용안정이전급부금
산업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이전비용 또는 주택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에
대해 이전비용의 實費相當額 또는 사업주가 부담한 住居手當相當額(156천엔 한도)을 지급한다.

<표 5-32> 산업고용안정특별장려금의 지급금액

다.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성제도

1. 高年齡者多數雇傭獎勵金
가) 개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高年齡者의 고용비율이 6%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연령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연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 지급대상사업주
고연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다음의 ① 및 ②의 모두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60세 이상이 停年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停年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8)
②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各月 의 初日 현재 고용되어 있는 60세이상 65세미만의
고용보험피보험자(法 제13조 제1호에 규정한 短時間勞動被保險者, 法 제38조 제1항에 규정한
短期雇傭特例被保險者 및 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한 日傭勤勞被保險者를 제외함)의 연간
급부수(이하 '年間 雇傭高年齡者數'라 칭함)가 當該年에 속한 各月의 初日 현재 고용되어 있는
65세 미만의 고용보험피보험자수에 6/100을 곱하여 얻은 수의 연간 합계수 또는 36명의 어느
것이든 많은 수(이하 '年間規定雇傭高年齡者數'라 칭함)를 초과하는 사업주일 것.
다) 지급액
고연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年間雇傭高年齡者數에서 年間規定雇傭高年齡者數를 뺀 수에
2만엔(중소기업사업주는 3만엔)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급한다.

2) 高年齡者雇傭確保助成金
가) 개요
停年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고용제도등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61세 이상까지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연령자고용확보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연령자의 고용확보를 도모하고 있다(법 제 62조 제1항 제2호).

나) 지급대상사업주
고연령자고용확보조성금은 다음의 ①부터 ④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된다.
① 정년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것
②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보험피보험자(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한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법 제43호 제1항에 규정한 日傭勤勞被保險者를
제외함)로 하여 계속하여 61세 이상까지 고용하는 다음의 고용연장제도(정년연장 이외의
경우에는 정년이 60세 이상의 것에 한함)를 설치하고 있을 것(이 경우 둘 이상의 제도를 결합한
것도 해당됨).
- 정년연장
- 근무연장제도
- 재고용제도
- 出向制度
③ ②의 고용연장제도의 설치는 정년이 제정된 날 이후 1년을 경과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며
1982년 1월 1일 이후(단시간근로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1989년 10월 1일
이후)에 행하여졌을 것
④ 고용연장제도 설치일 이후 정년(60세 미만의 경우는 60세를 정년으로 봄)을 최초로 초과하는
근로자가 생긴 날로부터 그 근로자가 당해 고용연장제도 (그 퇴직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5세를 퇴직연령으로 함)의 적용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②의 고용연장제도에 의해 出向시키고 있을 것
- 고용연장제도 설치시에 정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이고 또 이 고용연장제도의 적용을 받아
정년을 초과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일 것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일 것
- 당해사업주(②의 출향제도 관련사업주 포함)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일 것
다) 지급액
고연령자고용확보조성금의 지급액은 매년 12월말일에 대상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연 60만엔(단시간근로피보험자의 경우에는 30만엔), 중소기업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게는 연
45만엔(단시간 근로피보험자의 경우에는 22.5만엔)이다.

3) 停年退職金等 雇傭促進助成金
정년퇴직자등 고용촉진조성금은 정년퇴직자등의 早期再就職을 촉진시키기 위해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년퇴직자등을 退職前事業主의 알선에 의해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정년퇴직자등 고용촉진조성금의 지급액은 근로자가 보통근무근로자9)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된 대상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60만엔(단시간근로피보험자의 경우에는
30만엔), 중소기업 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게는 45만엔(단시간근로피보험자의 경우에는
22.5만엔)이다.
4) 高年齡者雇傭特別獎勵金
고연령자고용특별장려금은 60세이상 65세 미만의 고연령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유지촵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연령자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직장개선을
행한 사업주(고연령자직장개선사업주)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연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이른바 '高年齡者會社'를 설립한 사업주 (고연령자사업장설치 사업주)에 대해 당해 사업주가 행한
고연령자 직장개선비 또는 시설촵설비의 설치촵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새로 고용한
고연령자수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연령자고용특별장려금의 지급액은 <표 5-33>과 같다.
<표 5-33> 고연령자특별장려금 지급액

5) 停年退職豫定者等 再就職援助促進助成金
정년퇴직예정자등 재취직원조촉진조성금은 공공직업안정소가 인정한 정년퇴직 예정자등
재취직원조촉진계획에 의거하여 1년 이내에 정년등에 따라 60세 이상의 연령에 퇴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고연령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공공직업 훈련을 수강하게 하고 훈련기간중의 임금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정년퇴직예정자등 재취직원조촉진조성금의 지급액은 정년퇴직예정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훈련수강중에 지불한 임금의 1/4(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1/3)의 금액(고용보험 기본수당의
最高日額의 300日分인 2,199천엔을 한도로 함)을 지급하고 있다.
라. 지역에 있어서의 고용개발을 위한 조성제도
전국의 모든 지역에 걸쳐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풍족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가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유있고 충실한 직업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戰後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대도시 지역에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면서 지역간
노동력수급의 불균형, 대도시의 주택난 및 교통난을 유발하였고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사회문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70년대부터는 국토종합개발의 기본방향을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촵이용과 전국적인 생활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過密촵過疎를 해소하는 데 두고 농촌지역
공업도입촉진법, 공업재배치촉진법등에 의한 공업의 재배치, 지역산업의 육성등 여러 가지
지역개발정책이 강구되었으며, 고용정책면에서도 지역개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고용수요를 지방에 분산하여 지방의 고용기회를 증대시켜 고용기회나 소득의
지역간 격차의 시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도시와 지방을 연결한 풍요로운 근로생활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지역간 노동력수급 불균형의 시정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한 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민간의 활력을 살린 고용개발 등 지방에서의 고용기회의 확대를
지원촵유도하기 위해 지역고용개발조성금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1) 지역고용개발조성금
가) 개요
지역고용개발조성금은 지역고용개발 등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내에 사업장을 설치촵정비하고 이에 수반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求職者등을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地域雇傭獎勵金, 地域雇傭特別獎勵金 및 地域雇傭移轉給付金이 있다(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나) 지급대상 사업주
지역고용개발조성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의 ① 및 ②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지급대상사업주'라 칭함)이다.
① 고용개발촉진지역 및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에서 사업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신설촵증축촵구입촵임차하고 (그 비용의 합계액이 500만엔 이상의 것에 한함)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할 것
② ①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외에
거주하는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를 포함함)를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근로자(단식간근로피보험자로 고용된 자는 제외)로 고용할 것
다)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지역고용장려금
지역고용장려금은 상기 지급대상사업주가 고용개발촉진지역 또는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에
설치촵정비한 사업장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불한 임금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조성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기간은 고용개발촉진지역내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내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업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지급액은 <표
5-34>과 같다.

(2) 지역고용특별장려금
지역고용특별장려금은 상기 지급대상사업주가 사업장의 설치촵정비에 500만엔 이상을 투자하고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5인 이상(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이 지역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당해 고용근로자수의 사업장의 정비촵설치비용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자수를 감소시킨 경우 또는 지역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그 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횟수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사업주의 경우에는 설치촵정비 직후에 제1회째를 지급하고 그 후
1년마다 총 3회를, 그리고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 사업주가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설치촵정비 직후에 제1회째를 지급하고 그 후 1년마다 총 5회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표 5-35>와 같다.
(3) 지역고용이전급부금
지역고용이전급부금은 사업장의 설치촵정비에 수반하여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기 소유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를 이전시키고 당해 근로자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그 實費相當額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즉 移轉에 소요된 철도촵선박촵자동차의 운임상당액,
거리에 따라 1인당 69천엔∼210천엔(독신은 1/2로 減함)의 이전료, 그리고 着後手當으로
29,200엔(독신은 1/2로 減함)이 지급된다.
2) 대규모고용개발촉진조성금
대규모 고용개발촉진조성금은 고용개발촉진지역 및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에서의 대규모의
良質의 고용기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작성한 대규모 고용개발계획에 의해
勞動大臣의 인정을 받아 당해 지역에 사업소를 설치하
<표 5-34> 지역고용장려금의 지급액

<표 5-35> 지역고용특별장려금의 지급금액

고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 100인 이상을 상용근로자(단시간근로피보험자는 제외)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지역 고용근로자수등에 따라 지급된다.
대규모 고용개발촉진조성금은 勞動大臣의 인정을 받은 대규모 고용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 및 고용을 완료한 직후에 제1회 지급을 하고 그 후 1년마다 총 5회까지 지급된다.
대규모 고용개발촉진조성금의 1회당 지급액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지역구직자등의 수가 ①
100인 이상 199인까지는 5천만엔 ② 200인 이상의 경우에는 1억엔이다.

3) 通年雇傭獎勵金
가) 개요
北海道 및 東北地方의 積雪寒冷地등에 있어서는 특정업종의 경우 매년 일정시기가 되면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계절적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지역에 있어서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계절적 실업의 발생을 방지하고 계절근로자등의 常傭雇傭化를 촉진하기 위해
通年고용장려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나) 지급대상사업주
통년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① 적설 또는 한냉의 도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서 勞動大臣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에서 勞動大臣이 지정하는 업무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일 것
② 통년고용장려금의 대상으로 되는 근로자(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정기간중에
이직하여 실업급부를 받게 된 者) 1인 이상을 지정기간(12월 16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계속하여 고용하고 또 그 이후에 있어서도 익년도 12월 25일까지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주일 것.

다) 지급액 및 지급횟수
통년고용장려금의 지급액은 대상근로자 1인당 대상기간중 지급한 임금액의 1/2를 지급하되
1인당 45만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지급횟수는 동일한 지급대상사업주에게 고용된 동일한
대상근로자 1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3회를 한도로 한다.

4) 冬期雇傭安定獎勵金
冬期고용안정장려금은 1992년 5월 31일까지의 잠정조치로 北海道 등 적설 또는 한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서 勞動大臣이 지정한 지역(특별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건설업등
勞動大臣이 지정한 업종(특별지정업종)에 속한 사업을 행하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계절근로자를 이직시키면서 다음해 봄이 되면 다시 고용할 것을 예약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1월부터 3월까지의 冬期(대상기간)에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취로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에 대상기간내의 취로일에 지불한 임금의 1/2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대상근로자 1인당 50일분을 한도로 한다(法 제62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17조).
5) 冬期技能講習助成給付金
동기기능강습조성급부금은 1992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조치로서 계절근로자에 대해 冬期에
通年雇傭化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동기기능강습조성금 및 동기기능강습수강급부금으로 되어 있다.
가) 冬期技能講習助成金
동기기능강습조성금은 적설 또는 한랭의 정도가 현저히 심한 지역으로서 勞動大臣이 지정한
지역에서 勞動大臣이 지정한 업종에 속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계절근로자에
대해 通年雇傭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20일 이상의 강습을 실시하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단체에 대해
지급된다.
지급액은 사업주등이 직접 실시한 기능강습에 대해서는 당해 강습에 소요된
實費相當額(대상근로자 1인당 11,300엔 한도), 전문강습실시기관에의 위탁강습에 대해서는
위탁강습에 소요된 實費相當額으로 되어 있다.
나) 冬期技能講習受講給付金
동기기능강습수강급부금은 동기기능강습을 받는 대상근로자로서 당해 강습을 받은 日數가 20일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된다. 지급액은 대상근로자 1인당 95천엔이다.
마. 기타 被保險者등의 雇傭安定을 도모하기 위한 助成制度

1) 特定求職者雇傭開發助成金
가) 개요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은 고연령자, 장애자, 기타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근로자(60세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된다.
나) 지급대상 사업주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은 다음의 ①부터 ③까지의 전부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지급된다.
① 다음에 열거하는 구직자(고용된 날 현재 만65세 미만의 자에 한함)를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상용근로자로 고용하고 당해 구직자를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의 지급후에도 계속하여
상당기간 고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일 것.
- 고연령자(55세 이상인 자)
- 신체장애자(장애자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신체장애자)

- 정신박약자
- 母子家庭의 母등
- 중국으로부터의 귀환자
- 認定駐屯軍關係 이직자(4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탄광이직자구직수첩 소지자
- 오끼나와 실업자구직수첩 소지자(국제협정의 체결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것일 것)(4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일반여객정기선로사업등 이직자구직수첩 소지자(4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인정항만운송사업이직자(4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특정불황업종이직자구직수첩 소지자(4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이직자(4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긴급고용안정지역 이직자(4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기타의 취업곤란자(45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② 대상근로자의 고용일 전후의 각 6개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한 상용근로자(60세 이상의
단시간근로피보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피보험자)를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해고한 사실이 없는 사업주일 것
③ 대상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지불상황등에 관한 명확한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주일 것.
다) 지급액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의 대상근로자 1인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① 중대장애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고용후 1년간 지불한 임금(임시로 지불한 임금 및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한 임금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의 1/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1/3)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기본수당의 最高日額의 300일분인 2,199천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2) 育兒休職獎勵金
육아휴가장려금은 육아휴직제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産後休暇 종료후 幼兒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育兒休職制度를 두고
여자근로자에게 휴직을 인정하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法 제62조 제1항 제4호).

주석 1)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傭保險課, 『新版 雇傭保險法, の實務解說』, 勞務行政硏究所, 1989,
11, p.187.
주석 2)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傭保險課, 『雇傭保險事業の槪要』,1990. 7. p.3.
주석 3) 出向이란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기업(出向元)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出向先)의 업무에 상당기간 동안 종사하도록 하는 일본에서의 근로자 인사이동의 한
형태이다. 出向은 원래 근무하던 기업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派遣과 유사하나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을 시킨 기업의 지휘명령에
의해 파견을 받은 기업의 노무에 종사하면서도 파견을 받은 기업과는 하등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데 반하여 出向의 경우 出向勤勞者는 出向元과는 휴직상태가 되고 급여, 노무관리
등 근무형태는 出向先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노무수행의 지휘명령권도 出向先이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菅野和夫(1988), pp. 331~338)
주석 4) 短時間 휴업의 경우는 총휴업시간수를 당해휴업이 행하여진 날의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연휴업일수를 계산한다.
주석 5) '고용유지등 계획'이란 特定不況業種等 관계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용유지등 계획을 말한다.
주석 6) '실업예방계획'이란 特定不況業種等 관계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업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주석 7) 소규모 기업은 상용근로자 20인(도촵소매업, 음식점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주석 8) 당해년의 중도에 사업을 개시 또는 폐지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이후의 各月, 또는 당해사업을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前月 이전의 各月에 한한다.
주석 9) 보통근무근로자는 고용보험과 피보험자 중 단시간근로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일용근로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가) 도입에 관계된 육아휴직장려금
1985년 4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최초의 육아휴직자가 생긴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있어서는 첫해에 60만엔, 둘째 해에 40만엔, 중소기업 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 있어서는
첫해에 45만엔, 둘째 해에 35만엔이 지급된다.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40만엔, 중소기업 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게는
35만엔이 지급된다.
나) 利用에 관계된 육아휴직장려금
최초의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내에 3명째 이후의 육아휴직가 생긴 경우에 육아휴직자 1인당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20만엔, 중소기업 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게는 15만엔이 지급된다.

3) 特定職種育兒休職利用助成給付金
특정직종 육아휴직이용조성급부금은 간호원, 조산원 등 특정직종에서의 육아휴직제도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의료시설등을 운영하여 그 고용하는 특정직종의 여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이용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대상여자근로자 1인당 월 6,900엔을 육아휴직기간중 지급하는
제도이다.

4) 女子再雇庸促進給付金
여자재고용촉진급부금은 再雇傭特別措置1)에 의하여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면서
취업이 가능하게 된 때에 재고용해 줄 것을 희망한 여자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된다.
지급액은 當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년 1년 동안에 재고용된 대상자 1인당
20만엔(중소기업 사업주에 있어서는 30만엔)이다. 또한 동일근로자에 대한 지급은 1회에 한한다.

3. 能力開發事業
가. 의의
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生涯職業能力開發의
촉진이라고 하는 기본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근로자의 기업간 이동을 포함한 직업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의 능력개발체제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고도의 기능을 가진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능력개발체계의 충실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 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生涯職業能力開發體制의 확립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능력개발사업은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가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자기의 적성 및 희망에 따라 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종합적인 시책을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5-36> 능력개발급부금의 지급액

<표 5-37>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의 지급액

의 인정을 받은 認定技能審査 또는 認定社內檢定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대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표 5-38>과 같다.

2) 中小企業事業轉換등 能力開發給付金
중소기업사업전환등 능력개발급부금은 사업전환 또는 事業多角化에 필요한 직업능력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전환등 능력개발계획에 따라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급된다. 지급액은 <표 5-39>과 같으며 지급기간은 최장 3년간이다.

<표 5-38> 기능평가촉진급부금 지급액

<표 5-39> 중소기업사업전환등 능력개발급부금의 지급액

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
실업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강기회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공직업훈련의 설치․운영은 우리 나라의 職業訓鍊管理公團과 유사한 雇傭促進事業團2)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고용촉진사업단의 주용 공공직업훈련시설로서는 훈련교사
양성․향상훈련 및 通信制 訓練을 실시하는 職業訓鍊大學校(1개교),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技術工(technicians)을 양성하는 2년과정의 職業訓鍊短期大學校(19개교), 在職勤勞者 및
離轉職者를 위한 단기훈련을 위주로 한 기능개발센터(64개소), 新規學卒者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 및 지식을 교육시키는 양성훈련 중심(中卒 2년, 高卒 1년)의
綜合高等職業訓鍊(12개교 및 3개 分校), 근로자의 직업생애를 통한 교육훈련체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등을 담당하는 地域職業訓鍊센터(51개소), 정보처리관련 기능공
양성을 위한 정보처리기능자양성 시설(2개소), 건설관련기능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연수센터(1개소) 등이 있다. 그 밖에 都道府縣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職業訓鍊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재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마. 직장적응훈련의 실시
정년퇴직자 기타 中高年齡者는 체력면에서나 기능면에서 젊은 근로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으므로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년퇴직예정자 및 일정의 구직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훈련(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직장적응훈련은 일정의 구직자에 대해 훈련종료후에 댕해 구직자를 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업무에 관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작업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장적응훈련은 都道府縣을 實施主體로 하여 都道府縣 知事가 다음의 ①부터 ⑤까지의 諸條件을
만족시키는 사업주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①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할 설비적 여유가 있을 것
② 훈련교사로서 적당한 사람이 있을 것
③ 노동자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직원공제제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④ 노동기준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이 규정하는 안전위생, 기타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⑤ 직장적응훈련 종료후에 계속 당해 직장적응훈련대상자를 고용할 가망이 있을 것.
훈련기간은 윈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직장적응훈련 및 중대한 심산장애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기간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短期職場適應訓練은 2개월(중대한
심신장애자는 4주간) 이내에서 행하여진다.
직장적응훈련의 수강자에게는 기본수당외에 기능취득수당이 지급되고 사업주에게는
직장적응훈련 위탁비가 훈련생 1인당 月額 19,600엔(중대한 신체장애자는 20,600엔)이 지급된다.
단기의 직장적응훈련에 대하여는 日額 780엔(중대한 신체장애자는 820엔)이 지급된다.
바. 재취직촉진강습급부금
재취직촉진강습급부금은 고용보험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적합한 직업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등을 습득시키고 직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이하 '재취직촉진강습'이라 함)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한
조성을 함으로써 고용보험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재취직촉진강습장려급부금 및 재취직촉진강습수강급부금이 있다(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7호).

1) 再就職促進講習獎勵給付金
가) 지급대상사업주
재취직촉진강습장려급부금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촉진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식등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재취직촉진강습(勞動大臣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적용사업주, 사업주의 단체, 기타 勞動大臣이 지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액
재취직촉진강습장려급부금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수강 지시에 의하여 재취직촉진강습을 수강한
수급자격자의 延日數에 수급자격자 1인에 대한 1일 單價 3,000엔을 곱하여 얻은 급액을 지급한다.

2) 再就職促進講習受講給付金
가) 지급대상자
재취직촉진강습수강급부금은 수급자격자 중 구직신청을 한 날부터 약 2개월 이내의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취직촉진강습을 수강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재취직촉진강습을 수강한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① 희망하는 직종의 구인상황, 근무조건 등 지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구직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자
② 희망하는 직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기능 및 직장경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취직에 지장을

받고 있는 자
③ 직장환경이나 생활환경의 변화등에 적응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직이 되지 않는
자
④ 기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나) 지급액
재취직촉진강습수강급부금의 지급액은 재취직촉진강습을 수강한 日數에 1日當 單價 860엔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사. 안정직업훈련시설에의 파견 獎勵

1) 槪要
경제환경 및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촉진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에게 교육훈련등을 수강시킬 필요성을
느끼면서 훈련시설 및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능 및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都道府縣 知事가 인정한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수강시키는 中小事業主에 대하여
認定訓練派遺等給付金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고 있다(법 제63조
제1항 제5호).
2) 支給對象 事業主
認定訓練派遺等給付金의 지급대상 사업주는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주이다.
① 중소기업 사업주일 것
② 고용하는 근로자(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한함)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내에 認定職業訓鍊3)을
수강시키는 사업주일 것
③ 당해 인정직업훈련을 수강시키는 기간,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일것
④ 다음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주일 것
- 인정훈련을 수강하는 대상근로자의 수강상황을 매일 명기한 서류
- 인정훈련을 수강하는 대상근로자의 당해 인정훈련을 수강한 날에 임금이 지불된 것을 명기한
서류.
3) 支給額
認定訓練派遺等給付金의 지급액은 인정직업훈련을 수강시킨 기간중에 지불한 임금의 1/3에
상당한는 금액(1인 1일당 7,330엔 한도)이다.
아. 직업기능개발협회등의 조성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의 보급․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사업주 및 그 단체등을 회원으로 하여
중앙에는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가, 각 都道府縣에는 都道府縣 職業技能開發協會가 각각
설립되어 있는바, 능력개발사업으로서 각급 직업능력개발협회에 대해 보조를 행하고 있다(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또한 勞動大臣의 위탁을 받은 기능검정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단체에 대해 당해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보조해 주고 있다.(법제63조 제1항 제6호).
자. 직업안정촉진강습
직업안정촉진강습은 歸化關係住民 중 직업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능의 부족등에 의하여 불안정한
직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로 강습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각종 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정도의 직업교육 혹은 직업강습을

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행한다. 강습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직업안정촉진강습에 필요한 경비로는 강습위탁비로 입학금 및 수강료 상당액을 국가에서 각종
학교등에 지불한다. 또 직업안정촉진강습을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촉진강습수강급부금이 지급된다(法 제63조 제1항 제7호). 이급부금에는 수강수당,
수강장려금 및 교통수당 등이 있는데 수강수당은 강습을 수강한 날에 대하여 1일당 590엔,
수강장려금은 강습을 수강하느라고 수입을 잃은 날에 대하여 1일당 3,210엔, 교통수당은 각종
학교등에의 등교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실비상당액(月額 23,500엔 한도)이 지급된다.
차. 기능재개발적응강습
離촵轉職者의 早期再就職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재개발적응강습을 실시하고 있다(법 제63조
제1항 제7호).
능력재개발적응강습은 다음의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 중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강습에 참가할 것을 지시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고용보헙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하는
특례수급자격자
②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신청을 한 날로부터 강습에의 참가 지시를 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약 2개월 이내의 자일 것, 능력재개발적응강습은 직업훈련단기대학교, 기능개발센터 및
종합고등직업훈련교에서 당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설정된 강습종목에 대하여 2주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능력재개발적응강습을 수강한 자에게는 강습을 수강한 날 1일당 860엔의
능력재개발적응강습수강급부금이 지급된다.
카. 고연령근로자등 수강장려금
고연령근로자등 수강장려금은 高齡期의 고용안정을 위해 中高年齡期의 근로자가 근무시간외에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등 자기의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高年齡勤勞者등(연령이 50세 이상의 재직근로자를 말함)에 대해
지급된다.
① 고용보험피보험자(日傭勤勞被保險者는제외). (수강개시일에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수강증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指定敎育訓練4)을 수강하고 당해 지정교육훈련을 정규요건에 따라 수료한자
③ 지정교육훈련의 수강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자.
고연령근로자등 수강장려금의 지급액은 지정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입학금 및
수강료의 합계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10만엔 한도)이다. 고연령 근로자등 수강급부금은 前述한
자기계발조성급부금 및 중소기업사업전환등 능력개발급부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타. 기타 능력개발사업
이상 설명한 능력개발사업 이외에도 ① 기능검정 실시에 대한 조성, ② 우수기능자에 대한 표창,
③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④ 기능근로자, 직업훈련 교사, 기타 직업훈련관계자의
국제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雇傭福祉事業
가. 의의
고용복지사업은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관련된 환경을 정비․개선하고 취업의 원조,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개별기업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 많지만 개별기업에서 행할 수 없는 종류의 사업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등에 있어서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들이 연대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은 종래 실업보험의 복지시설로서 행하여져 온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고용복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촉진사업단에 의해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는바(법 제64조 제2항), 고용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移轉就職者를 위한 宿舍의 설치촵운영
취업에 따라 그 주거를 이전하는 자를 위한 숙사로서 고용촉진사업단은 약 13만호의
雇傭促進住宅(移轉就職者用宿舍)을 건립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하여 주거를 이전하여
취직한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대여하고 있다(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다. 근로자 상담․원호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취직․고용․배치 등에 대한 상담, 기타의 원조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시설로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취업상담․직업능력의 판정
등을 담당하는 「신체장애자직업센터」,계절이동근로자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이들을 위한
휴게실, 숙박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는 「계절이동근로자원호상담소」등이 고용촉진사업단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라. 敎養․文化․레크리에이션施設 등의 設置․運營
교양․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 시설, 기타 복지시설이 고용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바(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복지시설로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연수시설, 상담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및 기타 복지시설을 구비한
종합복지시설인 [전국근로청소년회관],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保養․스포츠․연수 등의 시설인
[중소기업레크리에이션센터], 기타 각종 목적에 따른 복지센터가 고영촉진사업단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마. 취업의 원조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임금의 대부, 신원보증, 기타 필요한 원조로서 취직이 곤란한 자에 대한
취직자금의 대부, 신체장애자에 대한 통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부, 시각장애자용
타자기구입자금의 대부, 下肢障碍者用工業用미숀購入資金의 대부, 신원보증, 개업자금이
채무보증등의 업무가 고용촉진사업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법 제64조 제1항 제4호).
바.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적응성, 기타 직업의 안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정비를
日本勞動硏究機構에서 수행하고 있다(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사. 기타 고용복지사업

1) 零細事業被保險者福祉造成金
가) 개요
영세사업피보험자복지조성금은 영세사업에의 고용보험의 적용을 촉진하고 영세사업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세사업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하 사무처리를 하는 사무조합에 대하여 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사무조합이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지급요건
조성금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노동보험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고 있는 사무조합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① 4월부터 9월까지의 各月을 통하여 10개소 이상의 영세사업으로부터 노동보험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고 있을 것
②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를 통하여 10개소 이상의 영세사업으로부터 노동보험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고 있을 것
다) 지급액
조성금의 지급액은 위탁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의 수에 따라 <표 5-40>과 같이 정해져 있다.
조성금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및 10월부터 익년

<표 5-40> 영세사업피보험자복지조성금 지급액

3월까지의 기간의 각 기간마다 지급된다.
2) 障碍者雇傭繼續造成金
장애자고용계속조성금은 기업에 채용된 후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에 의하여 장애자가 된
근로자(이하 '中途障碍者'라 함)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행하는
작업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직장적응조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中途障碍者의 고용복지 및 사회복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①
중도장애자작업시설설치등 조성금과 ② 중도장애자직장적응조성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중도장애자 직업시설설치등 조성금
(1) 지급요건: 중도장애자작업시설설치등 조성금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한다.
① 근로자가 신체장애자가 된 후에 당해 근로자(상용근로자에 한함)의 고용을 계속하는 사업주일
것
② ①의 중도장애자인 근로자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작업시설등'이라 함)의 설치 또는 정비를 행한 사업주일 것

(2) 조성금의 종류 및 금액: 중도장애자작업시설설치등 조성금은 작업시설등의 설치(임차에 의한
설치는 제외) 또는 정비에 대한 조성금인 제1종 중도장애자작업시설설치등 조성금과
작업시설등의 임차에 의한 설치에 대한 조성금인 제2종 중도장애자작업시설설치등 조성금으로
구분된다.
제1종 조성금은 작업시설등의 설치․정비에 요하는 비용의 2/3를 지급하되 중도장애자 1인당

250만엔, 동일사업장에 연 2,500만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제2종 조성금은 작업시설등의 임차에 의한 설치에 요하는 비용의 2/3을 지급하되 월 20만엔을
한도로 하며 지급기간은 3년을 한도로 한다.
나) 중도장애자직장적응조성금
(1) 지급요건: 중도장애자직장적응조성금은 다음의 ①부터 ③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한다.
① 근로자가 중도신체장애자 또는 45세 이상의 신체장애자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자(이하
'중도장애자'라 칭함)로 된 후에 당해 근로자(當時雇傭된 자에 한함)의 고용을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는 사업주일 것
② ①의 중도장애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중도장애자직장적응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일
것
③ ②의 중도장애자직장적응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당해 중도장애자의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인정한 것일 것
(2) 지급액: 조성금의 지급액은 중도장애자 1인당 월 3만엔이며, 당해중도장애자 직장적응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다.

3) 移轉就職準備活動促進給付金
이전취직준비활동촉진급부금은 광역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광역구직자가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제21조에 규정한 직업소개에 관한 계획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취업하는 경우 미리 주거의 확보, 기타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해 직업소개에 관계된
사업장의 사업주(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제외, 이하 '受人事業主'라 칭함)가 당해 준비활동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대해 지급된다.
지급액은 鐵道賃, 車賃, 船賃의 운임상당액과 숙박료로 1泊에 甲地 6,600엔, 乙地 5,900엔을
지급(4泊을 한도로 함)하며, 준비활동비로서 1泊에 8,000엔을 지급(4泊을 한도로 함)하고 있다.

5. 雇傭保險 3事業의 主要給付金 支給實的
本節에서는 雇傭保險 3事業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3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給付金의 사업실적과 지급실적에 대해서는 『雇傭保險事業年報』등 일본의 公式統計에서
일절 취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日本勞動省에 問議해도 밝히기를 거절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本節의 冒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도의 고용보험사업 예산액 1조 8,687억엔 중
74.3%인 1조 3,884억엔이 실업급부에, 25.7%인 4,803억엔이 3사업에 배정되어 있으며, 3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에는 2,449억엔(3사업비의 51.0%), 능력개발사업에는 1,215억엔(3사업비의 25.3%),
고용복지사업에는 1,139억엔(3사업비의 23.7%)이 각각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안정
사업이 3사업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파악된 고용보험 3사업의 주요급부금의 연도별 지급실적을 보면 <표 5-4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조정급부금의 지급실적은 80년대 후반 이후의 일본 경제의 안정을 반영하여
감소추세에 있으며, 고연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老齡化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그 지급인원 및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낙후지역의 고용기회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고용개발조성금과
고연령자촵장애자등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기회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의 지급실적이 다른 급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낙후지역 및 취직곤란자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의
力點事業으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건수와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능력개발급부금의 지급인원 및 금액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41> 고용보험 3사업의 주요급부금 지급실적

주석 1)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 여자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규정한 재고용특별조치를 말한다.
주석 2) 고용촉진사업단은 직업훈련․고용촉진․근로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1961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 현재 4,361억엔의 수입액 중 노동보험특별회계 출자금 및 교부금이
36.9%인 1,608억엔, 시설수입이 42.1%인 1,837억엔, 재정투융자 및 일반회계 등의 보조금이
21.0%인 916억엔을 차지하고 있다. 지출내역을 보면 직업훈련관계가 14.6%인 638억엔, 취업을
위해 거주를 이전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촉진주택에 13.4%인 585억엔, 근로복지시설의 건립에
5.5%인 237억엔, 고용촉진을 위한 융자사업에 8.9%인 389억엔, 근로자 재산형성촉진사업에
40.8%인 1,778억엔, 기타 사업에 734억엔이 사용되고 있다(Employment Promotion Corporation,
Looking Forward the Future, 1990. p. 25.).
주석 3) 일본에서의 認定職業訓鍊은 事業主, 사업주단체, 사업주단체의 연합단체, 職業訓鍊法人,
노동조합, 기타 非營利法人이 정부의 직업훈련기준에 적합한 훈련임을 인정받아 실시하는
準則訓練을 말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事業內訓練은 非準則訓練으로서 인정훈련과
구별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이라도 정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직업훈련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구분과 일본의 직업훈련 구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석 4) 지정교육훈련이란 정년퇴직후의 재취직, 기타 직업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勞動大臣이 지정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第5節 費用의 負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國庫負擔으로
조달된다.

1. 保險料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종류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勞動保險 保險料의 徵收등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勞動者災害補償保險(이하 '勞災保險'이라 칭함)의 보험료와 함께 勞動保險料로서 一元的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의 보험료를 일반보험료라고 하며 일반보험료와는 별도로
日傭勤勞被保險者에 대해 징수하는 印紙保險料가 있다.

1) 一般保險料
일반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通常의 보험료로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勞災保險의 보험료는 노동보험 보험료로서 동시에 징수된다. 다만 건설사업등의
「二元適用事業」1)에 있어서는 勞災保險 및 雇傭保險 각각의 보험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반보험료를 징수한다.
2) 印紙保險料
고용보험의 日傭勤勞被保險者에 대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로서 그 금액은 日傭勤勞被保險者의
임금의 日額에 따라 <표 5-42>와 같이 4단계의 定額으로 되어 있다.
인지보험료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日傭勤勞被保險者手當에 雇傭保險印紙를 붙이고 이에
消印하는 방법에 의한다.
<표 5-42> 인지보험료의 日額

나. 일반보험료의 산정방법
일반보험료는 노동보험의 적용단위사업마다 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총액에 일반보험료에 대한 보험료율(일반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및 임금총액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一般保險料의 算定對象이 되는 '勤勞者'의 範圍
일반보험료 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일용근로피보험자를 포함하며
고용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말하나 勞災保險 및 雇傭保險의 적용을 받지 않는
船員保險의 피보험자는 제외된다. 또한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① 65세에 달한 날
이후에 고용된 자(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일용근로피보험자 및 임의가입에 의한
고연령계속피보험자를 제외함), ② 단시간노동피보험자로 된 단기
고용특례피보험자(일용근로피보험자로 된 자를 제외함), ③ 적용외의 일용근로자, ④ 4개월
이내의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자 ⑤ 국가, 都道府縣, 市町村 등의 사업에 고용된 자 중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總給與額이 失業給付의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된 자 등은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대상으로서의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외에도 ① 아르바이트 學生, ②
임시부업적으로 고용된 자 등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2)
2) 一般保險料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總額'의 意味
일반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총액"을 말한다(징수법 제11조 제2항).
이 경우 임금이란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통화로 지불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일정범위의
현물급여도 포함된다(징수법 제2조 제2항).
여기서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란 현실에 제공된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임금규정을 포함함),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그
지불이 사업주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임의적인 것, 실비변상적인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중 일반보험료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지의 여부는 <표 5-43>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는 상여금 등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까지 포함되는데 반하여 失業給付의 산정기초가 되는 '실업발생전 6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범위에는 상여금등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1984년 7월까지는
상여금 등도 실업급부의 산정기초가
<표5-43> 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의 산입 여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실업급부금액이 결정되었으나 실업급부가 非課稅되기 때문에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실업급부액이 취업중 조세등을 공제하고 받은 임금액과 거이 비슷한
수준이 되어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984년 7월의 제6차
고용보험법 개정에 의해 同年 8월부터는 상여금등을 실업급부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다.
다. 고용보험료율

1) 雇傭保險料率
고용보험료율은 피보험자 임금총액의 14.5/1,000이나 ① 농림수산업 ② 청주 제조업 ③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의 고용상황등을 고려하여 政令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6.5/1,000로
하고 ④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17.5/1,000로 하고 있다(징수법 제12조 제4항).
上記 ①에서 ④까지의 사업은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많이 고용되는 사정을 감안, 사회적
공평의 견지에서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보다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한
것이며 특히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복지개선등에 관한 사업등을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 또는 고용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된 다른
사업보다 1/1,000만큼 많게 되어 있다.
上記 ①에서 ④ 까지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 사업의 사무업무부문과

현장업무부문이 하나의 적용사업에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14.5/1,000, 16.5/1,000
또는 17.5/1,000의 率을 적용하고 사무업무부문과 현장부문이 각각 독립된 적용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업무부문에 대하여는 14.5/1,000의 率을, 현장업무부문에 대하여는 16.5/1,000
또는 17.5/1,000의 率을 적용한다.

2) 雇傭保險料率의 彈力的 變更
고용보험의 보험사고인 실업은 경제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므로 매회계년도마다
고용보험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불황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부가 증가하여 보험수지가 적자가 되더라도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재정은 호황기에 생기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이를 불황기에 증대하는 실업급부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은 短期保險과 中期保險의 두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는
연도말 적립금액이 당해년도의 보험료 수입의 2배를 상회거나 또는 1배를 하회하는 경우, 즉
적립금의 적정규모의 上限을 上向하거나 또는 下限을 下向한 경우에는 勞動大臣이 보험수지의
추이 및 경제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12.5/1,000에서
16.5/1,000의 범위내에서 14.5/1,000의 고용보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수법 제12조
제5항).
이와 같이 고용보험료율의 변경을 법률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勞動大臣이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대량실업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법률 개정은 보험재정
수지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料率改正의 기초가 法定되어 있는 이상 小幅의 개정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보험사업 운영상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라. 고연령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高年齡者의 고용촉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연령근로자에 대해서는 勞使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즉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64세 이상의 고연령근로자로서 ① 임의가입에 의한 고연령계속피보험자, ②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③ 일용근로피보험자 이외의 자(이하 '免除對象高年齡勤勞者'라 칭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일반보험료액을 고연령자 면제액(면제대상 고연령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총액(이하 '高年齡者賃金總額'이라 칭함)에 고용보험율을 곱한 금액)만큼 감하여 주고
면제대상 고연령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마. 보험료의 부담

1) 保險料負擔의 原則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14.5/1,000(단, 농림수산업, 청주제조업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의
고용사정등을 고려하여 政令을 정하는 사업은 16.5/1,000, 건설업은 17.5/1,000)인바, 이 중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3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3.5/1,000(고용보험료율이 17.5/1,000인 사업에 있어서는 4.5/1,000)의 率에 따른 부분의 금액은
모두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失業給付의 비용에 충당할 11/1,000(고용보험료율이 16.5/1,000 및
17.5/1,000인 사업에 있어서는 13/1,000)의 率에 따른 부분의 금액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징수법 제30조 제1항).
그 결과 고용보험료율 중 5.5/1,000(고용보험료율이 16.5/1,000 및 17.5/1,000인 사업에 있어서는
6.5/1,000)의 率에 따른 부분의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9/1,000(고용보험료율이 16.5/1,000인
사업에 있어서는 10/1,000, 17.5/1,000인 사업에 있어서는 11/1,000)의 率에 따른 부분의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일본의 실업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율과 노사의 부담률의 변천 추이를 보면 <표 5-44>와 같다.
인지보험료에 대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日傭勤勞被保險者의 임금의 日額에 따라 4단계의
定額制로 하고 있는바, 그부담은 일용근로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징수법 제30조 제4항).

2) 一般保險料額表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부담원칙은 위와 같이 정해져 있으나 개개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반보험료액은 사무처리의 편의을 위해 勞動大臣이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一般保險料額表」에 의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징수법 제30조 제3항). 즉 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사무 간소화를 위해 일반보험료액표에 의한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부담비율의 원칙
<표 5-44> 보험료율 및 노사의 부담률 변경 추이

가 일반보험료액표와는 端數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차액은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1990년 현재 일반보험료액표는 <표 5-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月賃金總額 64천엔을 下限으로하고
274천엔을 上限으로 하여 上下限의 범위내에서 41등급으로 정해져 있다.
<표 5-45> 일반보험료액표

바. 보험료의 납부절차

1) 一般保險料의 納付節次
가) 槪算保險料
일반보험료는 당해 보험료 산정대상이 되는 기간의 초에 槪算額으로 신고촵납부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부터 確定額으로 精算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바, 이 개산액으로 신고촵납부하는
일반보험료를 槪算保險料라 한다.

(1) 개산보험료의 신고촵납부절차
槪算保險料의 신고촵납부절차는 통상 보험년도(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마다 당해
보험년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불할 임금총액의 예상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년도의 初日부터 起算하여 45일 이내에 「槪算保險料申告書」에 소정의 '납부서'를 첨부하여
신고촵납부하여야 한다. 또 보험년도의 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불할
임금총액의 예상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촵납부하여야 한다(징수법 제15조 제1항).
(2) 정부에 의한 槪算保險料의 決定 및 通知

槪算保險料의 납부에 대햐여는 신고촵납부방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① 사업주가 소정의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그 記載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직권으로 사업주가 신고할
올바른 개산보험료액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한다(징수법 제15조 제3항).
따라서 이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① 개산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결정된
개산보험료의 액을, ②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당해 결정된 개산보험료의 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을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징수법
제15조 제4항).
그 위에 보험년도 도중에 정부가 보험료율의 인상을 한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개산보험료의
증가액등에 대하여 都道府縣 勞動基準局 歲入徵收官 또는 都道府縣 稅入徵收官은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개산보험료의
증가액을 소정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징수법 제17조).
(3)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개산보험료는 매보험년도 1년분을 保險年度 初日로부터 기산하여 45일 이내(매년 5월
15일까지)에 신고촵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분할납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3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징수법 제18조).
분할납부는 ① 개산보험료의 액이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18만엔 이상(다만 勞災保險의 보험관계
또는 고용보험의 보험관계만이 성립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9만엔 이상)인 경우와, ②
개산보험료의 액의 여하에 불문하고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10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確定保險料
일반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초에 槪算額을 신고촵납부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확정액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확정액으로 정산하는 일반보험료를
확정보험료라고 한다.

(1) 확정보험료의 신고촵납부촵절차
확정보험료의 신고촵납부의 절차는 통상의 경우 그 보험년도중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정하고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촵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험년도 중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년도에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기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험년도 중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촵납부하여야 한다(징수법 제19조 제1항).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의 액이 적은 경우(過納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환불하던가
또는 익년도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징수법 제19조 제6항).
(2) 정부에 의한 확정보험료액의 결정 및 통지
확정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도 신고촵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① 사업주가 소정의
납부기한까지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 납부기한까지
확정보험료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정부는
직권에 의하여 사업주가 신고할 바른 확정보험료액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징수법 제19조 제4항).
이것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신고 내지 적정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 정부에 의하여 취하는 소위
'認定決定'의 조치로서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통지에 기하여 부족액 또는 확정액을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징수법 제19조 제5항).
또한 이 認定決定에 의하여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또는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 납부할 액에 10/100을 곱한 금액의 추징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징수법 제21조).
2) 印紙保險料의 納付節次

가) 雇傭保險印紙
印紙保險料는 일용근로피보험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그 자에게 교부되어 있는
일용근로피보험자수첩에 고용보험인지를 첨부하여 消印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雇傭保險印紙'는 인지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印紙이고 제1급부터 제4급까지 4종이
있으며, 郵政大臣이 노동대신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郵遞局에서 판매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인지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우선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교부신청서「를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보험인지구입통장」의 교부를 받아 同通帳에 구입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인지의 종류별 매수, 금액 및 구입년월일을 기입하여 郵遞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인지의 악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讓渡 혹은 讓受 또는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所持는 금지되고 있다.
나) 雇傭保險印紙에 의한 印紙保險料의 納付
사업주는 일용근로피보험자를 사용한 때에는 그 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그 자의 임금의
日額이 8,200엔 이상인 때에는 146엔의 인지를, 5,400엔 이상 8,200엔 미만인 때에는 96엔의
인지를, 3,540엔 이상 5,400엔 미만인 때에는 63엔의 인지를, 3,540엔 미만인 때에는 41엔의 인지를
일용근로피보험자수첩의 當該日欄에 첨부하여 미리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고한
도장으로 소인함으로써 인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3) 滯納處分
사업주가 납부할 일반보험료등을 소정의 납부기한(납입고지서등으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감독에 의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押留하고 押留財産을 換價하여 그 대금으로써
체납에 관한 일반보험료등에 충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國庫負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주된 財源은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지만
고용보험사고인 실업에 대한 책임의 일단은 국가도 져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고부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日傭勤勞求職者給付金 이외의 求職者給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4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4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보험료로 부담한다(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제외한 당해년도 求職者給付金 총액의 3/4에 상당하는
額이 일반보험료 징수액에서 3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減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고
1/3까지 국고에서 부담한다(법 제66조 제2항) 이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 이외의 구직자급부에
대해서는 국고부담비율을 원칙적으로 1/4로 하면서도 경제사정의 악화로 실업자의
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고용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제외한 당해년도 구직자급부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부담비율을 최고 1/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일용근로구직자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1/3을 국고에서, 나머지 2/3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써 충당한다(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이 여타의 구직자급부금에 대한 국고부담비율(1/4)보다 높은 것은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저소득근로자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험재정 수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고부담의 증대에 의해 고용보험 재정수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용근로구직자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년에 비해 다소 낮추더라도 고용보험
재정수지의 안정에 하등의 지정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용근로구직자 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도 1/3까지 국고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해 연도에
일용근로피보험자에 대해 징수한 보험료 총액이 일용근로구직자급부에 소요된 비용의 2/3를
초과한 경우에는 국고부담비용을 1/4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6조 제5호)

셋째, 광역연장급부를 받는 자의 구직자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1/3을 국고가 부담한다(법
제67조). 이는 실업자가 특정지역에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通常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행하는 특별조치의 일환이다.
넷째, 국고는 이상의 부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고용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법 제66조 제6항).
다섯째, 실업급부 중 구직자급부를 제외한 취직촉진급부와 고용보험 3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부담이 없이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비용부담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표 5-46>과 같다.
이미 제2장의 <표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勞촵使가
보험료로써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만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의 경우 실업급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약 1/4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현상이다. 실업급부에
소요되는 비중을 勞촵使촵政
<표 5-46> 고용보험사업의 비용부담원칙

이 공동부담하는 국가로는 일본외에도 영국(정부부담비율 약 14%), 에이레(정부부담비율 1/4),
남아프리카공화국(정부부담비율 1/5), 키프로스(정부부담비율 약 23%), 몰타(정부부담비율 1/3),
스웨덴(정부부담비율 1/3) 등이 있다.3)

주석 1) 일반보험료 산정단위로서의 '事業'은 勞災保險의 보험관계와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의
쌍방의 보험관계를 하나의 사업에 대한 노동보험의 보험관계로서 취급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一元適用事業'과 '二元適用事業'으로 나누어진다.
주석 2)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險課編, 『新訂 雇用保險の實務手引』, pp. 319~320.
주석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thout the
World.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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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1일부터 종래의 실업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로 전환하면서 실업급부사업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 3사업을 실시하게됨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의
관리에 있어서도 실업급부비와 3사업 관계사업비로 분리하여 운용되게 되었다. 특히 1977년 5월
20일의 제2차 고용보험법 개정에서는 고용안정사업을 창설하고 雇傭安定基金을 설치하여 3사업
관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고용보험 재정수지의 추이는 <표 5-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75년에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 3사업을 추가하였으나 고용보험료율은 종전과 같이 13/1,000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가운데 10/1,000의 부분은 실업급부에 3/1,000의 부분은 3사업에 충당하도록 하면서
적용대상을 5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함에 따라 실업급부 관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종전의
실업보험제도의 경우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면적용에 따른 실업급부비 지출의 증가가 수입의
증가보다 커서 1975∼78년에는 급부비관계만을 보면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충분한 적립금 덕분에
전체 보험재정수지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79∼81년에는 급부비관계 보험재정이 흑자를
보였으나 1982∼84년에는 다시 적자를 보임에 따라 1984년 7월 13일에는 급부일수의 변경 및
급부제한 기간의 연장 등을 골
<표 5-47> 고용보험 재정수지

자로 한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1985년 이후에는 급부비관계의 재정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고용보험 재정수지에서 주목할 점은 실업급부비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립금 누계가 급부비관계 수입액의 50%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적립금이 충분하여
보험재정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립금을 축적해 가지 않고
매회계년도의 재정수지를 맞추어 나가는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1)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영국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3사업관게의 보험재정을 보면 1975∼79년에는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1979년의 제2차
석유위기 이후의 1980∼81년과 円高와 무역마찰이 심화된 1987년 이후 1989년까지는 3사업관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3사업관계 보험재정이 적자를 기록한
경우에도 고용안정자금의 적립액이 충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주석 1) 金元植, 『外國의 雇傭保險制度』, 韓國勞動硏究院, 1990, 8. p. 94.

第7節 雇傭保險行政機構

1. 管掌機關
고용보험은 정부가 관장한다(법 제2조). 이를 위해 중앙에는 勞動省에 職業安定局 雇傭保險課가
설치되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고용보험 특별회계의 정리, 지방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에는 각 都道府縣에 雇傭保險課(東京都에는 雇傭保險部)를 두어 각 공공직업안정소에 대한
업무지도, 공공직업안정소 상호간의 연락촵조정, 보험료의징수 및 예산경리 등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전국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都道府縣의 고용보험업무 담당직원은 전원 國家公務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지방자치법 부칙 제8조)
고용보험업무의 第一線機關은 공공직업안정소이다. 고용보험의 적용업무 및 피보험자에 관한
사무, 실업급부에 관한 사무, 3事業의 각종 장려금등의 지급결정사무 등 고용보험에 관한
집행업무의 대부분이 公共職業安定所長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공공직업안정소는 1990년 현재
전국에 482개가 있으며, 직원은 1개소에 80∼100명으로서 전원 국가공무원이다. 1990년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2,119천개소이고 피보험자가 31,058천명이므로 공공직업안정소 1개소에
평균 4,396개 사업장과 64,436명의 피보험자를 관할하는 셈이다.
근로자의 入職經路別 入職現況을 살펴보면 일본의 직업안정망의 발달을 잘 알 수 있다. 일본은
전국의 482개 공동직업안정소의 취업알선에 의해 總入職者의 약 20%가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표 5-48) 우리 나라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 50개소에 불과하고 전담요원의 절대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자 비중은 總入職者의 약 2%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5-49).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는 고용보험업무를 집행하는 일선기관으로서
피보험실직자의 실업급부수급자격 유무의 판단, 실업급부의 지급,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직업훈련알선 등 고용보험사업의 중요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공직업안정소 직원의 자질과
공정한 업무처리는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일부는 特殊法人인 雇傭促進事業團에서
행하고 있다.

2. 勞動市場센터
勞動省의 '노동시장센터'에는 초대형 컴퓨터가 비치되어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로부터 직접
전송되는 데이터에 의하여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구인촵구직상
<표 5-48> 일본 근로자의 入職經路別 入職者數

황, 실업급부지급상황, 자격취득 및 상실, 노동보험료 징수등 보험재정 수지 등에 관한 각종
자료가 전산처리되어 고용 및 실업에 관한 통계를 매일매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81년 7월
6일부터 실시된 이와 같은 고용보험관련업무 卽時處理시스템(소위 total system)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도 고용 및 실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매일매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표 5-49> 우리 나라 근로자의 入職經路別 入職者數

3. 會計 및 支出機構

雇傭保險事業 및 勞災保險事業의 운영을 위해 一般會計로부터 독립된 勞動保險特別會計가
설치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노동보험료로서 勞災保險의 보험료와 함께 都道府縣의
歲入徵收官(근로기준국장 및 고용보험주관부장)이 징수하고 徵收計定을 경유하여 雇傭計定에
넣게 되며 지출면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부비용 이외의 경비는 都道府縣의
노동보험주무부장이 支出官이 되고 실업급부비는 노동성 회계과장이 지출관이 되며 都道府縣
고용보험주관과장이 主任賃金前渡官史, 공공직업안정소장이 分任賃金前渡官史에 임명되어
필요한 자금을 고용계정으로부터 지출하고 있다.

4. 審査 및 諮問機構
피보험자 또는 사업주가 실업급부 등에 관한 행정처분에 不服한 경우에는 권리의 구제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都道府縣에 雇傭保險審査官이 설치되어 있고 그
결정에 不服한 者에 대한 再審査機關으로서 勞動省에 勞動保險審査會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사업의 운영의 공정을 기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촵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中央 및 都道府縣에 職業安定審議會가 설치되어 있다. 中央職業安定審議會는 勞動大臣의
자문기관으로서 勞촵使촵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중앙직업안정심의회내에 雇傭保險部會가 있다.
이상의 고용보험행정기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4」와 같다.

5. 勞動保險事務組合
노동보험사무조합제도는 노동보험관련 사무처리능력이 불충분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가 勞動大臣의 인가를 받아 노동보험사무조합을
결성하여 노동보험사무조합이 중소영세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보험사무를 신속촵정확히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1989년도 현재 고용보험적용사업장 1,698,185개소 중 40,4%인 686,252개소가 고용보험
업무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의 15.2%가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1) 이와 같이 고용보험사무조합은
중소영세기업의 노동보험 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보험제도의 全面適用에 크게
기여하였다.
노동보험사무조합은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처리해야 할 「노동보험료의 납부 기타
노동보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징수법 제33조 제1항). 즉 사업주가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노동보험사무의 범위는 사업주가 행할 노동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이다. 다만, 「印紙保險料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며, 기타 그 성질상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여 처리시키기에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

「그림 5-4」 고용보험행정기구

주석 1)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險課, 『平成 元年度 雇用保險事業年報』.

第6章

結論 : 우리에게 주는 示唆
第1節 日本雇傭保險制度의 敎訓
일본은 고용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늦은 1947년에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미 1918년부터 실업에 관한
조사촵연구 및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충분한 事前 조사촵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敗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일본의 실정에
적합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제도의 도입에 앞서 충분한 연구를
하였단 일본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는바, 90년대 중반의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앞서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촵연구와 외국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형의 개발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中央職業安定審議會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雇傭保險部會를 두어 제도운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문제점이 악화되기 이전에 치유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도 여성근로자 및 계절적 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비교적 불안정한
계층의 근로자의 실업급부 수급남용도 있었고 임금계층에 따른 下厚上薄의 급부율은 초기에는
저임금계층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한때는 下薄上厚의 급부율을
적용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문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큰 부작용을 피할 수 있었다. 「부록 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실업보험법은 1947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1973년까지 30회나 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은
1974년 12월 28일 제정된 이래 1991년말 현재까지 12회나 개정되었으며, 실업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핵심적 내용이 개정된 것만도 14회에 달하였다. 이는 雇傭保險部會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고용보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의 핵심인 失業給付와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 등 고용정책을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영국이나
미국이 실업급부와 고용정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과 독일은
고용보험제도내에서 통일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과 독일도 실업급부 중심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 출발하였으나 5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대량실업이 해소되고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력부족시대에 대응한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급부 중심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직 근로자에
대한 事後的인 救濟次元에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고용의 안정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積極的 雇傭政策次元의 雇傭保險制度로 전환하였다.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事後救濟的인 사회보장과 더불어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촵정확한 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교훈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 나라의 최근 노동사정 여건은 일본이 1947년에 실업급부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같은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완전고용을 이룩한 상태에서
생산직 인력의 부족과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병존하는 등 인력수급의 불군형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근로자의 능력개발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서 실업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한
70년대 중반의 일본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은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실업급부의 남용방지의 보험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이직,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의 거부 등의 경우 1∼3개월간의 실업급부 지급정지, 실업급부 수급기관과 피보험기관
및 피보험자의 연령 등과의 연계,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직촉진급부제도등은 실업급부의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적용대상 및 급부수준을 산업별
受給率, 보험재정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것이라든지,

충분한 적립금의 확보와 雇傭安定資金의 설치 등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속한다. 특히 회계년도마다 보험재정 수지를 맞추어 나가지 않고 충분한 적립금을 축적해
감으로써 경기침체의 경우에 대비해온 점과 고용안정자금의 설치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지원은
일본고용보험제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고용보험제도가 재정수지의
적자발생이 없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에도 경제가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일부 선진국가와 같은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고용기회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아무리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부의 남용과 보험재정의 불안정이 야기되면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작용과 막대한 국고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급부의 남용 및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우리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복잡다기하다. 실업급부제도의 핵심인
求職者給付는 일반구직자급부, 고연령구직자급부, 단기고용특례구직자급부,
일용근로구직자급부 등 4종류로 나뉘고 一般求職者給付는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상병수당으로 나뉘며, 특정개별연장급부 등 다양한 延長給付制度가 있고 각각의 경우
國庫負擔比率도 상이한 경우가 많다. 雇傭安定事業, 能力開發事業 및 雇傭福祉事業의 3事業의
경우에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給付金 및 助成制度가 40여 종류에 이르고 있어, 일반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의 다양성에 따른 혜택도 있겠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불편함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勞動省도 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관리운영 및 이용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각종
급부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1990년말 현재 고용보험법 관계법령이 36개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복잡한 실정이다.1) 이와 같이 복잡한 급부제도는 일선 공공직업안정소 직원들의 자질과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부작용도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각종 급부금을 복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은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한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는 물론 고용 및 실업구조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를 우리 나라에 그대로 이식시켰을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고용보험제도를 비교촵분석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실업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력의 건전한 흐름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활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석 1) 勞動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險課, 『雇用保險事業の槪要』, 1990. 7. pp. 1∼2.

第2節 우리 나라의 雇傭保險制度 導入方向

1. 基本方向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촵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를 단순히 失業者의 생활보장을 위힌 失業給付라는 消極的意味보다는 실업을
事前에 예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人力需給調節, 고용구조개선 및 고용안정,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한 능력개발과 근로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경제의 活力을 강화할 수 있는 積極的 雇傭政策(active manpower policy)次元에서 이해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 도입될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적 기능과
고용정책적 기능을 혼합하여 운영하되 사회보장적 기능보다는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등
고용정책적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실업발생에 대한 事後救濟的 의미보다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 20세기초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실업자에 대한 救貧政策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실업문제가 해소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마찰적 산업이 심화되어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는 제도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현재의 우리 나라 경제여건 및 노동 시장상황을 보면 선진국에서 전통적 산업보험사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보험제도 도입 초기의 상황과 같은 대량실업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전반적인 인력부족시대로 진입하면서 부분적으로 求人難과 求職難을 겪고 있는 인력수급상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事後救濟와 더불어 직업훈련,
직업안정기능의 확충에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실업의 예방기능과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기능에
제도의 중점을 둔 일본, 독일 등은 고용보험 제정이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실업급부에 중점을 둔 영국등은 보험재정의 악화, 실업자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경험한 끝에 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 고용정책에 중점을 둔 제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順機能的인 면을 극대화하고 逆機能的인 면을 최소화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부가
지급되기 때문에 제도운영이 방만할 경우 근로의욕이 저해되고 실업이 長期化 되어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소위 '先進國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부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급부수준과 급부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업급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에 중점을 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일본촵독일에서와 같이
장기적으로 人力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제도의 운용 여하에 따라 경제의
활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도입준비단계에서의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導入方案
먼저 適用對象에 있어서는 기업의 부담능력과 보험행정의 관리기술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업종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종업원 규모가 일정수
이상이고 직업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아 실업발생 확률이 적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사업장이
영세하고 근로자의 이동이 잦은 업종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만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費用負擔에 있어서는 실업급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勞使가 1/2씩 부담하고 그 외의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정부는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빌미로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주의 직업안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해고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연계하는
經驗率制度(experience rating system)의 도입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퇴직금제도와의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失業給付水準에 있어서는 제도도입 초기의 실업급부수급의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발생전 임금의 50% 내외로 비교적 낮게 책정하되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에 따라 차츰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수강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求職活動을 하지 않는 者, 고용기간 및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부의 지급을 배제하며,
待機期間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2周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넷째, 실업급부의 最長給付期間은 초기에는 6개월 정도로 제한하되 실직자의 고용기간, 연령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정착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보아가며 장기작으로 급부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직업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기 의해 현행 事業內 職業訓練制度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연대하여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훈련의무대상업체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업훈련분담금이 實訓練費의 1/2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생산직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훈련실시보다는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와 他社로부터의 인력스카웃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사업내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 스스로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고용보험제도내에 흡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고용보험료로서 사용자 부담으로 갹출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직업훈련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고용보험제도를 직업훈련유인제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용보험사업의 관장기관으로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에서
도입촵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勞動部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촵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職業安定課를 공공직업안정소로
분리촵독립시킴은 물론, 이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시설 및 인력확보에도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실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직업훈련실시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附錄
Ⅰ. 日本의 失業保險法 및 雇傭保險法의 改正 槪要

Ⅱ. 日本 雇傭保險法
제정 1974. 12.28 법률 제 116호
개정 1976. 5. 27 법률 제 33호
1977. 5. 20 법률 제 43호
1978. 5. 8 법률 제 40호
1979. 6. 8 법률 제 40호
1981. 4. 25 법률 제 27호
1984. 7. 13 법률 제 54호
1984. 12. 25 법률 제 87호
1985. 6. 8 법률 제 56호
1986. 12. 4 법률 제 93호
1987. 3. 31 법률 제 23호
1988. 5. 6 법률 제 26호
1989. 6. 28 법률 제 36호
第1章 總則

제1조(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취직을 촉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및 고용기회의 증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① 고용보험은 정부가 관장한다.
② 고용보험의 사무의 일부는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都道府縣 知事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업급부를 하는 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의) ① 이 법률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제6조
각호에 揭記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② 이 법률에 있어서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에 관하여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 있어서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 있어서 '임금'이라 함은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범위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임금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되는 것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省令으로 정한다.
第2章 適用事業等
제5조(적용사업) ① 이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되는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한다.
② 적용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의 성립 및 消滅에 대하여는 노동보험의 보험료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1969년 법률 제 84호,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에 揭記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에 달한 날 이후에 고용된 자(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65세에 달한 날 전날부터
계속하여 65세에 달한 날 이후의 날에 고용되어 있는 자 및 이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제38조
제1항에 규정한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또는 제43조 제1항에 규정한 일용근로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의 2. 단시간근로자(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적용사업에 고용된 통산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고, 또한 勞動大臣이 정하는 시간수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이면서 제38조 제1항 각호에 揭記하는 자에
해당되는 자(이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제43조 제1항에 규정한 일용근로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의 3. 제42조에 규정한 일용근로자이면서 제4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勞動省令으로 정한 바에 의해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외)
2.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예정하여 행하여지는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자
3. 선원보험법(1939년 법률 제73호)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보험의 피보험자
4. 국가, 都道府縣, 市町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고용되는 자 중 이직한 경우에 다른 법령,
조례, 규칙 등에 基하여 지급받아야 할 諸給與의 내용이 실업급부 내용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勞動省令으로 정한 자
제7조(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징수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元都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근로자 중 원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下都給人 이하 같다)는 勞動省令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적용사업(同條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계되는 근로자 중 원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관하여는 당해 도급에
관계된 각각의 사업. 이하 같다)에 관계되는 피보험자로 된 사실,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적용사업에 관계되는 피보험자로 되지 않은 사실, 기타 勞動省令에서 정하는 사항을
勞動大臣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주로부터 징수법 제33조 제1항의 위탁을 받아 同項에서
규정하는 노동보험사무의 일부로서 前段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同條 제3항에 규정된
노동보험사무조합(이하 '노동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에 관해서도 같다.
제8조(확인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다음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勞動大臣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혹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근로자가 피보험자로 된 것 또는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것의 확인을 한다.
第3章 失業給付
第1節 通 則
제10조(실업급부) ① 실업급부는 구직자급부 및 취직촉진급부로 한다.
② 구직자급부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수당
2. 기능습득수당
3. 寄宿手當
4. 傷病手當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 관한
구직자급부는 고연령구직자급부금으로 하고, 제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
관한 구직자급부는 특례일시금으로 하며,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피보험자에 관한
구직자급부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으로 한다.
④ 취직촉진급부는 다음과 같다.
1. 재취직수당
2. 상용취직준비금
3. 이전비
4. 광역구직활동비
제11조(수급권의 보호) 실업급부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押留할 수
없다.
제12조(公課의 금지) 조세, 기타의 公課는 실업급부로 지급을 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없다.
第2節 一般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
第1款 基本手當
제13조(기본수당의 수급자격) ① 기본수당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이직한 날 이전
1년간[다음 각호에 게기한 피보험자에 관해서는 당해 각호에 정한 일수를 1년에 가산한 기간(그
기간이 4년을 넘을 때는 4년간). 제17조 제1항에서 '산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條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인 때에 이 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이직한 날 이전 1년간에 단시간근로자인 피보험자(이하 '단시간근로피보험자'라 한다)이었던
기간이 있는 피보험자-당해 단시간근로피보험자로 된 날(그날이 당해 이직일 이전 1년간으로
되지 않을 때는 당해 이직일의 1년전 날의 翌日)로부터 당해 단시간근로피보험자로 되지 않은

날의 前日까지의 日數
2. ① 이직한 날 이전 1년간(前號에 게기한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同號에 정한 日數를 1년에 가산한
기간)에 질병, 부상, 기타 勞動省令에서 정한 이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수 없었던 피보험자-당해 이유에 의해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同號에 게기한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그 日數에 同號에 정한 日數)
② 피보험자가 단시간근로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勞動大臣이 행한다.
제14조(피보험자기간) ① 피보험자기간은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중 해당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날
또는 각 달에 있어서 그 날에 해당하고 또한 해당 피보험자이었던 기간내에 있는 날(그 날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달에 있어서는그 달의 말일, 이하 이 항에 있어서 '喪失該當日'이라 한다)의 각
전날부터 각 전달의 상실해당일까지 遡及한 각 기간(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날수가 14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1개월로 계산하고, 기타의 기간은 피보험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피보험자로 된 날부터 그 날 이후에서 최초의 상실해당일 전날까지의 기간일수가 15일 이상이고
또한 해당기간내에서의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날수가 14일 이상인 때는 당해기간을 1/2개월의
피보험자기간으로 계산한다.
②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이 단시간근로피보험자였던 기간인 경우에 前項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同項 중 '14일'은 '11일'로, '1개월'은 '1/2개월'로 하고, '1/2개월'은 '1/4개월'로 한다.
③ 前2項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게 기하는 기간은
前2項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최후로 피보험자로 된 날 전에 당해 피보험자가 수급자격(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다음 節에서 第4節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하는 고연령수급자격 또는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례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 고연령수급자격 또는 특례수급자격에 관한 이직한 날 이전에
피보험자이었던 기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로 되었던 것의 확인이 있은 날의 2년전의 날 전에
피보험자이었던 기간.
제15조(실업의 인정) ① 기본수당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다음 절에서부터 제4절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수급자격자'라고 한다)가 실업하고 있는 날(실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은 날에
한한다. 이하 이 款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前項의 실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이하 이 款에서 '실업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이직후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실업의 인정은 구직신청을 받은 공공직업안정소에 수급자격자가 이직후 최초에 출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주간에 1회씩 직전의 28일의 각일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단,
勞動大臣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국가, 都道府縣 및 市町村과 더불어
고용촉진사업단이 설치한 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훈련 기타법령의 규정에 基하여 실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취직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훈련 또는 강습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수급자격자 기타 勞動省令으로 정한 수급자격자에 관한 실업의 인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급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前2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기간이 계속하여 15일
미만인 때
2.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따라 求人者와 면접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
3.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제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

4.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
제16조(기본수당의 日額) 기본수당의 일액은 임금일액에 60/100, 2,410엔 이상 3,210엔 미만의
임금일액(그 額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額)에 대하여는 80/100,
3,210엔 이상 7,750엔 이하의 임금일액(그 액이 同項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액)에
대하여는 80/100에서 60/100까지의 범위에서 임금일액의 遞增에 따라 遞減한 率)을 곱하여 얻은
額을 기준으로 하여 勞動大臣이 정하는 기본수당일액표에서의 수급자격자의 임금일액이 속하는
임금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제17조(賃金日額) ① 임금일액은 산정대상기간에서 제14조[제1항 단서(同條 제2항에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기간으로 계산된 최후
6개월간(당해 최후의 6개월간에 同條 제2항에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同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2개월로 계산된 피보험자기간이 포함될 때는 당해 1/2개월로 계산된 피보험자기간을 1개월로
계산된 피보험자기간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최후의 6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 次項에서 같다)의 총액을 180으로
나누어 얻은 額으로 한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한 額이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액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일액(수급자격에 관계있는 이직일에 있어서 단시간근로피보험자였던 수급자격자에
관계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同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에 계기하는 額으로 한다.
1. 임금이 근로한 날 혹은 시간에 의하여 산정되거나 능률급제, 기타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前項에 규정한 최후의 6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6개월간에 근로한 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의 70/100에 상당하는 額
2. 임금의 일부가 月, 週,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총액을 그 기간의
總日數(임금의 일부가 月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계산한다)로 나누어
얻은 額과 前號에 게기하는 額과의 합산액
③ 前2項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 또는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일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勞動大臣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額을 임금일액으로
한다.
④ 前3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일액이 제1호에 偈記하는 額보다
낮을 때는 그 액을, 제2호에 게기하는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額을 각각 임금일액으로 한다.
1. 다음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하는 수급자격자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 또는 '나'에 정하는 액
가. 수급자격자에 관계되는 이직일에 있어서 단시간근로피보험자였던 수급자격자 - 2,410엔(그
액이 다음 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될 때는 그 변경된 액)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3,210엔(그 액이 다음 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될 때는 그
변경된 액)
2. 12,220엔(그 액이 다음 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될 때는 그 변경된 액)
제18조(기본수당 일액의 자동적 변경) ① 노동대신은 노동성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에서
근로자의 평균정기급여액(이하 이 條에서 '평균정기급여액'이라 한다)이 기본수당일액표의 제정
또는 개정의 기초로 된 평균정기급여액의 120/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또는 80/100을 하회한
경우에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균정기급여액의 상승 또는 저하된 비율에 따라
기본수당일액표에서 제16조에 규정하는 2,410엔 이상 3,210엔 미만의 입금일액 및 3,210엔 이상
7,750엔 이하의 임금일액 그리고 前條 제4항 각호에 제기한 額을 변경한 후에 기본수당일액표를
개정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수당일액표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의 기초로된 평균정기급여액이
당해 평균정기급여액에 관한 달의 전 12개월의 어느하나의 달의 평균정기급여액의 120/100을
초과하거나 또는 80/100을 하회하는 때는 개정의 기초로 된 평균정기급여액에 관한 月前에
이직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수당에 대하여는 개정후의 기본수당 일액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노동대신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지급해야 할 기본수당에 대하여 그 자가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평균정기급여액에 대한 개정의 기초로 된 평균정기급여액의 상승 또는
지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개정의 기초로 된 평균정기급여액에 관계된 달 이후에 이직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수당의 일액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기본수당의 일액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19조(기본수당의 減額)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에 관한 기간중 자신의 노동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는 그 수입의 기초로 된 일수(이하 이 항에서 '기초일수'라 한다)분의 기본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1. 그 수입의 1일분에 상당하는 額(수입의 총액을 기초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말한다)에서
1,000엔을 공제한 額과 기본수당의 일액과의 합계액(다음 號에 '합계액'이라 한다)이 임금일액의
80/100에 상당하는 額을 넘지 않을 때에는 기본수당의 日額에 기초일수를 곱하여 얻은 액을
지급한다.
2. 합계액이 임금일액의 80/100에 상당하는 액을 넘을 때(다음 號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초과하는 額(다음 號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을 기본수당의 일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액에
기초일수를 곱하여 얻은 액을 지급한다.
3. 초과액이 기본수당의 日數 이상인 때에는 기초일수분의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기간중에 자기의 근로에 의해 수입을 얻은 경우는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액 기타의 사항을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조(지급기간 및 일수) ①기본수당은 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본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당해 1년의 기간내에 임신, 출산,
육아, 기타 勞動省令으로 정한 이유로 계속 30일 이상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자가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이유로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日數를 가산하도록 하되 그 가산된 기간이 4년을 초과할 때는 4년으로 한다)의 기간내에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제 22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소정급부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수급자격자로서 당해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이 정년(勞動省令으로 정한 연령 이상의 정년에
한한다)에 달한 것, 기타 勞動省令으로 정한 이유에 의한 것인 자가 당해 이직후 일정한 기간 제
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그 취지를 신청한 때는 前項中 "당해기본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라 하는 것은 "당해 기본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다음 항에 규정하는 구직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는 일정한 기간(1년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당해 구직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는 일정한 기간내에 제 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의 신청을 한 때는
1년에 당해 이직일의 익일부터 당해 구직의 신청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당해 1년의 기간내"라는 것을 "당해합산한 기간내"로, "기간내에 실업하고
있는 날"이라는 것은 "內에 실업하고 있는 날"로 한다.
③ 前2項의경우에 제 1항의 수급자격(이하 이 항에서 '前의 수급자격' 이라 한다)이 있는 자가 前
3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운 수급자격, 제 37조의 3 제2항에 규정하는 고연령수급자격
또는 제 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례수급자격을 취득한 때는 그 취득한 날 이후에 있어서는 前의
수급자격에 의거한 기본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待期) 기본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당해 기본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후 최초로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신청을 한 날 이후에 실업하고 있는 날(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날을 포함)이 통산하여 7일 미만인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정급부일수)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거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일수(이하
'소정급부일수'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수급자격자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일수로 한다.
1. 당해 기본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일(이하 이 條에서 '기준일'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자격자-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 게기하는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에서 '다'까지에 정하는 일수
가. 10년 이상 300일
나.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다. 5년 미만 210일
2. 기준일에 있어서 45세 이상 55세 미만인 수급자격자-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에 게기하는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에서 '다'까지에 정하는 일수
가. 10년 이상 240일
나.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다. 5년 미만 180일
3. 기준일에 있어서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수급자격자-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 게기하는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에서 '다'까지에 정하는 일수
가. 10년 이상 210일
나.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다. 5년 미만 90일
4. 기준일에 있어서 30세 미만인 수급자격자- 다음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하는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 또는 '나'에 정하는 일수
가. 10년 이상 180일
나. 10년 미만 90일
②前項의 수급자로서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이유에 의하여 취직이 곤란한자(기준일에서 45세
이상이고 또한 산정기초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소정급부일수는 同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수급자격자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일수로 한다.
1. 기준일에 있어서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자격자 -300일
2. 기준일에 있어서 55세 미만인 수급자격자 -240일
③수급자격에 관계된 이직일에 있어서 단시간근로피보험자였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前 2項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 중 '300일'은 '210일'로, 同號 '나' 중 '240일' 및 同號 '다' 중
'210일'은 '180일'로. 同號 제 2호 '가' 중 '240일'은 '180일'로. 同號 '다' 중 '180일'은 '90일'로, 同項
제3호 '가' 중 '210일'은 '180일' 로, 前項中 '기준일에 있어서 45세 이상이고 또한 산정기초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산정기초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및 기준일에 있어서 30세 이상 55세 미만이고
또한 산정기초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로, 同項 제1호 중 '300일'은 '210일'로. 同項 제2호 중
'240일'은 '180일'로 한다.
④前3項의 수급자격자에서 산정기초기간이 1년 미만인 자(제1항 제3호 '다' 혹은 제4호 '나' 또는
前項에 있어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1항 제2호 '다'에 관계되는 자는 제외)에 관계되는
소정급부일수는 前2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90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제3항에 있어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 그리고 前項의
산정기초기간은 이들 규정의 수급자격자가 기준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피보험자로서 고용된 기간(당해 고용된 기간에 관계되는 피보험자로 된 날 앞에 피보험자였던
경우가 있는 자에 관해서는 당해 고용된 기간과 당해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간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때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1. 당해 고용된 기간 또는 당해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관계되는 피보험자로 되었던 날의 직전의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날이 당해 피보험자로 되었던 날 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
2.당해 고용된 기간에 관계되는 피보험자로 되었던 날 전에 기본수당 또는 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 급부의 수급자격 또는 제 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례수급자격에 관계되는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
⑥하나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관하여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로 된
것의 확인이 있은 날의 2년 전의 날보다 그 이전인 때에는 당해 확인이 있었던 날의 2년 전의 날에
당해 피보험자로 된 것으로 간주하여 前項의 규정에 의한 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의 2(특정개별연장급부) ①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로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취직이 곤란한 자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수급자격자
가. 특정불황업종관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년 법률 제39호)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특별불황업종 이직자
나. 지역고용개발등 촉진법(1987년 법률 제 23호)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정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다. 도산(파산, 和議개시, 更生節次개시. 기타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말한다)에 따라 부득이 이직하게 된 자로서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자
라.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로서 당해 사업주의 적용사업에서 최후에 피보험자로 된 날
이전에 제6조 제3호에 게기하는 선원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있는자(최후의 선원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자 및 최후에 선원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지 아니한 날 이후의 날에 기본수당 또는 특별일 시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마. '가'에서 '라'까지 게기하는 자에 준하는 자로서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자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前條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前條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그 산정기초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나. 前條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 산정기초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다. 前條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산정기초기간이 5년 미만인 자
② 前項의 경우에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일수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수급자격자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일수를 한도로 하는 것으로 한다.
1. 前項 제2호 '가'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 다음의 '가' 또는 '나'에 게기하는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 또는 '나'에서 정한는 日數
가. 5년 이상 10년 미만 60일
나. 5년 미만 90일
2. 前項 제2호 '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 다음의 '가' 또는 '나'에서 게기하는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日數
가. 5년 이상 10년 미만 30일
나. 5년 미만 60일
3. 前項 제2호 '다'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 90일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제23호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1항 중 및 제27조 제1항 중 '소정급부일수'라고 하는 것은 '소정급부일수에 제22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일수를 더한 일수'로 한다.
제23조(개별연장급부) ①공공직업안정소장이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취직이 곤란한
자라고 인정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부일수(당해 수급자격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은 일수가 소정급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지급받은 일수, 제33조
제3항을 제외하고 이하 이 節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일수는 政令로 정하는 일수를 한도로 한다.
②前項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이하 '개별연장급부'라 한다)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당해 기간내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기본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들에 의한 기간에 前項 後段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일수를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훈련연장급부) ①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그 기간이
政令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이 條,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41조 제1항에서도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은 기간〔 그 자가 당해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政令으로 정하는 기간에 限한다)을
포함한다〕 내에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그 자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그 자가 당해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아 종료하는 날의 기본수당지급잔여일수(당해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아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수급기간의 최후의 날까지 사이에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한다. 이하이 項 및 제4항에 있어서 같다)가 政令으로 정하는 일수에 미달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당해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아 종료하였더라도
취직이 곤란한 자라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同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그 자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日數는 前段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日數에서 지급잔여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은 경우 그 자의
수급기간은 이 규정들에 불구하고 당해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아 종료한 날까지의 사이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한 기간에 제2항 前段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일수에서 지급잔여일수를 뺀 일수를 더한 기간(同條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공직업훈련등을
받아 끝난 날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同日로부터 기산하여 제2항 前段에 규정한 政令으로 정하는 日數를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25조(광역연장급부) ① 勞動大臣은 지역고용개발등촉진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직업소개활동(이하 이 條에 있어서 '광역직업소개활동'이라 한다)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 당해
광역직업소개활동의 명령에 관한 지역에 대하여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지정하는 기간내에 한하여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당해 지역에 관한 당해
광역직업소개활동에 의하여 就業斡旋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실업하고 있는 日에 대하여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경우에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일수는 政令으로 정하는 일 수를 한도로 한다.
② 前項의 조치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이하 '광역연장급부'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당해 조치에 의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공공직업안정소장은 수급자격자가 광역직업소개활동에 의하여 취업알선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를 인정하는 때에는 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광역연장급부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
규정들에 의한 기간에 제1항 後段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일수를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①前條 제1항의 조치가 결정된 날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당해 조치에관한 지역에 移轉한
수급자격자 중 그 移轉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해 조치에 의한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에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의 인정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7조(전국연장급부) ①노동대신은 실업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자의 취직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하는 기간내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실업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수급자격자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정급부일수를 초과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일수는 政令으로 정하는 일수를 한도로
한다.
②노동대신은 前項의 조치를 결정한 후에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同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그 기간이 이 項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때는 그

연장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이하 '全國延長給付'라 한다)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들에 의한 기간에 제1항 後段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일수를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연장급부에 관한 調整) ①광역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광역연장급부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전국연장급부, 개별연장급부 및 훈련연장급부(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아니하고,
전국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전국연장급부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부 및 훈련연장급부를 하지 아니하며, 개별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연장급부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훈련연장급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개별연장급부 또는 훈련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연장급부 또는
전국연장급부를 하게 된 때는 이러한 연장급부가 행해지는 동안 그 자에 대하여 개별연장급부
또는 훈련연장급부를 하지 아니하고, 전국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연장급부가 행하여질 때는 광역연장급부가 행해질 동안은 그 자에 대하여 전국연장급부를
하지 아니한다.
③前2項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에 규정하는 각 연장급부를 순차로 받는 수급자격자에 관한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일수, 수급기간, 기타 이러한 연장급부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29조(급부일수를 연장한 경우의 급부제한) ①개별연장급부, 훈련연장급부(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에 한한다. 제32조 제1항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광역연장급부 또는
전국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것 또는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가 행하는 그 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때는 그 거부한 날 이후부터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그 자가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有無의 인정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
제30조(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①기본수당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주간에 1회, 실업의
인정을 받은 日分을 지급한다. 단, 노동대신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기타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관한 기본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②공공직업안정소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관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할 날짜를 정하고, 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미지급의 기본수당)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본수당에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는 그 자의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 子, 父母, 孫, 租父母 또는 형제자매로서 그
자의 사망 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미지급의 기본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前項의 규정에 의해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관한 기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수급자격자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의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同條 제1항의
수입액, 기타의 사항을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의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同項에 규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의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同順位者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1인이 한 청구는 全員을 위하여 그 全額에 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1인에 대하여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급부제한) ①수급자격자(개별연장급부, 훈련연장급부, 광역연장급부 또는
전국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의 條에서 같다)가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거나 또는 공공작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것을 거부한 때는 그
거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간은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소개된 직업 또는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으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취직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주소 또는 거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변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취직처의 임금이 동일지역에서의 동종류의 업무 및 同 程度의 기능에 관한 일반임금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때
4. 직업안정법(1947년 법률 제141호) 제20조(제2항 단서는 제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소에
소개된 때
5.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가 행하는 그 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한 기간은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자격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인정 및 前項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有無의 인정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한다.
제33조(급부제한) ①피보험자가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기간동안은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수급자격자가 前項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인정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한다.
③기본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해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7일 및 당해 수급자격자에
관한 소정급부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를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들에 의한 기간에 당해 초과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前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중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3조 제3항'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광역연장급부, 전국연장급부, 개별연장급부 또는
훈련연장급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의 수급기간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급부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날 이후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前項에 규정하는 자가 同項에 규정하는 날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同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취득한 수급자격에 의한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③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수당을 지급받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전부에 대하여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22조 제5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기본수당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④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수당을 지급받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同項에
규정하는 날 이후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때는 제37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기본수당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返還命令등) ①허위 기타 부정행위로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은 경우 정부는 그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급받은 기본수당액에 상당하는 額 이하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사업주가 허위로 신고. 보고 또는 증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기본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정부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그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同項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반환 또는 납부를 명령받은 금액의 납부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징수법 제26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前 2項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납부를 명령받은
금액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準用한다.
제35조의 2(단시간근로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계속하여 단시간근로피보험자로 된
경우등의 특례) ①피보험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이 款규정(제 15조 제2항 및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의 2 및 제33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관해서 당해 피보험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前日에 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1.단시간근로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단시간근로피보험자로 된 경우
2. 단시간근로피보험자가 단시간근로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로 된 경우
②前項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피보험자는 同項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가 아니게 되고 또한 같은 날에 새로이 피보험자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同項中 '1년(당해
1년의 기간내)'은 '1년과 당해 이적일의 익일부터 계속하여 당해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된 최후의 날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는 3년으로
한다)을 합산한 기간(당해 합산한 기간내)'으로. '기간내에 실업하고 있는 날'은 '內의 실업하고
있는 날'로 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3조,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 제4항, 제27조 제3항,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규정들 중 '제20조 제1항'은 '제20조
제1항(제35조의 2 제3항에 있어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24조 제4항 중
'동조 제1항'은 '제20조 제1항(제35조의 2 제3항에 있어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3조 제4항 중 '제23조 제1항'은 '제35조의 2 제4항에 있어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23조 제1항'으로, '제33조 제3항(제35조의 2 제4항에 있어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第2款 技能習得手當 및 寄宿手當
제36조(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 ①기능습득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공공직업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기숙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작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同居의 친족(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제58조 제2항에서 또한 같다)과 別居하여 기숙하는 경우에 그
기숙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32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의 지급요건 및 額은 勞動省令으로 정한다.
⑤제 31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34조 제1항 및 제2항과 前條의 규정은 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3款 傷病手當
제37조(상병수당) ① 상병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이직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의
신청을 한 후 상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제20조 제1(제35조의 2 제3항에
있어서 대체하여 적용하여 경우를 포함한다. 제56조의 2 제1항 및 제78조에 있어서 같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33조 제3항(제35조의 2 제4항에 있어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 있어서 같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관해서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의 당해 질병 또는 부상 때문에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날(질병 또는
부상으로 기본수당의 지급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는 날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 前項의 인정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장이 한다.
③ 상병수당의 日額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日額에 상당하는 額으로 한다.
④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일수는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급부일수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基하여 이미 기본수당을 지급한 일수를 뺀 일수로 한다.
⑤ 제33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상병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제외)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해 상병수당을 지급한 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기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상병수당은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정을 받은 日分을 당해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이유가 없어진 후 최초로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할 날(당해 직업에 취직할 수 없는 이유가
없어진 후에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할 날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단, 勞動大臣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가 당해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수당금, 노동기준법(1947년 법률 제49호)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1947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급부 또는
휴업급부, 기타 이에 상당하는 급부로서 법령(법령의 규정에 의한 조례 또는 규약을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 중 政令으로 정하는 것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9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5조의 규정은 상병수당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9조 및 제31조 제2항 중 '실업의 인정'이라는 것은 '제37조 제1항의
인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第2節의 2 高年齡繼續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
제37조의 2(고연령계속피보험자) ① 피보험자이면서 동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65세에 달한 날의
전날부터 계속하여 65세에 달한 날 이후의 날에 고용되어 있는 자(제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및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용근로피보험자는 제외. 이하
'고연령계속피보험자'라 한다)가 실업한 경우에는 이 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한다.
② 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 관하여는 제2절(제13조 제2항 및 제14조는 제외),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 3(고연령수급자격) ①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은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離職日 이전 1년간(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고연령계속피보험자인 피보험자에 관해서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일수를 1년에 가산한 기간(그 기간이 4년을 초과할 때는 4년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경우에 다음 條에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년간에 단시간근로피보험자였던 기간이 있는 고연령계속피보험자-당해
단시간근로피보험자로 된 날(그 날짜가 당해 이직일 이전 1년간으로 되지 않을 때는 당해
이직일의 1년전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단시간근로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日數
2. 이직일 이전 1년간 前號에 게기한 고연령계속피보험자인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同號에 정한
일수를 1년에 가산한 기간)에 질병, 부상, 기타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이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고연령계속피보험자-당해 이유에 의해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同號에 게기한 고연령계속피보험자인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同號에
정하는 일수를 가산한 일수)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해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하
'고연령수급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고연령수급자격자'라 한다)가 다음 條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는 것 없이 취직한 후 다시 실업한 경우(새로이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례수급자격을 취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해 기간내에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나서 다음 條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자는
당해 고연령수급자격에 근거한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의 4(고연령구직자급부금) ①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額은 고연령수급자격자를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급자격자로 간주하여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는 기본수당의 日額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일수(제3항의 인정이 있은 날에서 同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최후일까지의 日數가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일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인정이 있은 날부터
당해 최후일까지의 日數에 상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얻은 額으로 한다.
1. 10년 이상-150일(고연령수급자격에 관계되는 이직일에 있어서 단시간근로피보험자였던
고연령수급자격자(다음 號 및 제3호에 있어서 '고연령단시간수급자격자'라 한다)에 있어서는
100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120일(고연령단시간수급자격자에 있어서는 90일)
3. 1년 이상 5년 미만-100일(고연령단시간수급자격지에 있어서는 90일)
4. 1년 미만-50일
② 前項의 산정기초기간은 당해 고연령수급자격자를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급자격자와
당해 고연령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일을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일로 간주하여 同條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산정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同條
제5항에 규정하는 기준일까지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기간중 65세에 달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에 1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率을 곱해
얻은 기간으로서 당해 기간으로 한다.
③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받고자 하는 고연령수급자격자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의 신청을 한
후 실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1조, 제31조(제3항은 제외), 제32조, 제33조 제 1항 및 제2항,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고연령구직자급부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규정 들 중 '수급자격자'이라 함은
'고연령수급자격'로, '수급자격'이라 함은 '고연령수급자격'으로, 제31조 제2항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관한'이라 함은 '제37조의 4 제3항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것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 함은 '同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제33조 제1항 중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기간'이라 함은 '제37조의 4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의 5(단시간근로피보험자 이외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계속하여 단시간근로피보험자인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된 경우등의 특례) ①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65세에 달한 날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14조, 제37조의 3 제1항 및 前條(제3항은 제외)의 규정에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고연령계속피보험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에 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단시간근로피보험자 이외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단시간근로피보험자인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된 경우
2. 단시간근로피보험자인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단시간근로피보험자 이외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된 경우
② 前項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고연령계속피보험자는
同項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가 아닌 것으로 되고, 또한 同日에 새로이
피보험자로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前條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同條中 '제31조
제2항'은 '제21조' 중 '이직'이라 되어 있는 것은 '이직(제3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으로 한다.
④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65세에 달한 날 이전의 기간에 제35조의 2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하여 있는 경우에 제14조 및 前條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省令으로 정한다.
제37조의 6(65세의 정년등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관한 특례) 고연령수급자격자(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연령수급자격를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해
연령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이 65세의 정년에 달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이유에 의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 및 前 제37조의 2부터 前條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자를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급자격자로 하여 당해 고연령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일을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일로 간주하여 前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자급부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 同號 및 同條
제2항 제1호 중 '65세 미만'이라는 것은 '65세 이하'로 한다.
第3節 短期雇傭特例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
제38조(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①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용근로피보험자를 제외. 이하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라 한다)가 실업한 경우에는 이
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다음 號에 게기하는 자를 제외)
2. 단기의 고용(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피보험자로서 고용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고용을
말한다)에 취업하는 것을 當態로 하는 자
② 피보험자가 前項 各號에 揭記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확인은 노동대신이 한다.
③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 관하여는 제2절(제13조 제2항 및 제14조(제3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前節 및 次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특례수급자격) ① 특례일시금은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있어서 이적일
이전 1년간(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일수를 1년에 가산한 기간(그 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는 4년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일 때에 다음 條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년간(최후로 피보험자로 된 날부터 당해 이직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에
단시간근로피보험자였던 기간이 있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는 당해 단시간근로피보험자로 된
날(그 날이 당해 이직일 이전 1년간으로 되지 않을 때는 당해 이직일의 1년전의 날의 익일)부터
당해 단시간근로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日數
2. 이직일 이전 1년간(前號에 게기한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인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同號에
정하는 日數를 1년에 가산한 기간)에 질병, 부상, 기타 勞動省令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는 당해 이유로 인해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同號에 게기한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인 피보험자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同號에 정하는 일수를 가산한 일수)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하 '특례수급자격'이라
한다)이 있는 자(이하 '특례수급자격자'라 한다)가 다음 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취직한 후 다시 실업한 경우(새로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수급자격, 고연령수급자격 또는 특례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에 당해 기간내에

공공직업안정소에 출석하여 구직의 신청을 한 후 다음 條 제2항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자는
당해 특례수급자격에 의하여 특례일시금의 지급을받을 수 있다.
제40조(특례일시금) ① 특례일시금의 額은 특례수급자격자를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급자격자로 간주하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그 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기본수당의 日額의 50일분(다음 項의 인정을 한 날로부터 同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최후의
날까지의 日數가 5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으로 한다.
② 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특례수급자격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까지에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1조, 제31조(제3항은 제외), 제32조, 제33조 제 1항 및 제2항,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5조의 규정은 특례일시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1조 중 '수급자격자'는
'특례수급자격자'로, '수급자격'은 '특례수급자격'으로, 제31조 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특례수급자격자'로, 同條 제2항 중 '수급자격자'는 '특례수급자격자'로,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은 '제40조 제2항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同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제32조 및 제33조 제2항 중 '수급자격자'는
'특례수급자격자'로, 제34조 제2항 중 '수급자격'은 '특례수급자격'으로, 同條 제3항 중
'수급자격자'는 '특례수급자격자'로, '수급자격'은 '특례수급자격'으로 각각 대체한다.
제41조(공공훈련등을 받은 경우) ① 특례수급자격자가 당해 특례수급자격에 의한 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기 전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 그 기간이 政令으로 정한 기간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 및 前 3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자를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급자격자로
간주하여 당해 공공직업훈련을 받아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제2절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자급부를 지급한다.
② 前項의 특례수급자격자는 당해 특례수급자격에 관한 피보험자로 된 날 전에 제29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前項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급부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第4節 日傭勤勞被保險者의 求職者給付
제42조(日傭勤勞者) 본절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전 2月의
各月에서 18일 이상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자(다음 條 제2항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외)는 제외)를 말한다.
1. 日日雇傭되는 자
2.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제43조(일용근로피보험자) ① 피보험자인 일용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6조 제1호의 3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일용근로피보험자'라 한다)가 실업하였을 때는 본절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한다.
1. 特別區 혹은 공공직업안정소가 소재하는 市町村의 구역(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구역은 제외)
또는 이들에 隣接하는 市町村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으로서 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곳(이하
本項에서 '적용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적용사업에 고용된 자
2. 적용구역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적용구역내에 있는 적용사업에 고용된 자
3. 적용구역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적용구역외의 지역에 있는 적용사업이 있으며 일용근로의
노동시장의 상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노동대신이 지정한 곳에 고용된 자
②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전 2月의 各月에 18일 이상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가를 얻은 때는 그 자는 계속하여
일용근로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③ 전 2月의 各月에 있어서 18일 이상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일용근로피보험자가
前項의 인가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최초의 달에 이직하여 실업한
경우에는 그 실업한 달 동안의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그 자를

일용근로피보험자로 간주한다.
④ 일용근로피보험자에 관해서는 제6조(제2호에 限한다) 및 제7조로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전
3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일용근로피보험자수첩) 일용근로피보험자는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일용근로피보험자수첩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수급자격)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은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그 실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前 2月間에 그 자에 대하여 징수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印紙保險料(이하 '인지보험료'라 한다)가 통산하여 28일분 이상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6조 前條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급자격자인 경우에 그 자가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지급을 대상으로 된
날에 관해서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지급의 대상으로 된 날에 관해서는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7조(일용근로피보험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①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은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실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는 날에 한한다. 제54조 제1호에서도
같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前項의 실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이하 본질에서 '실업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용근로피보험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日額)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日額은 다음 각호에 揭記하는
구분에 따라 當該 各號에 정하는 額으로 한다.
1. 前 2月間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징수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揭記하는 額(그 額이 同條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의 인지보험료(이하 '제1급
인지보험료'라 한다)가 24일분 이상인 경우에는 6,200엔(그 額이 다음 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
2.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1,100엔(그 額이 다음 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
가. 前 2月間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및 징수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揭記하는 額(그 額이 同條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의
인지보험료(이하 '제2급 인지보험료'라 한다)가 24일분 이상인 때(前號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나. 前 2月間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징수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揭記하는 額(그 額이 同條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의 인지보험료(이하 '제3급 인지보험료'라 한다)가 24일분 이상인 경우(前號 또는 '가'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에 제1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과 제2급 인지보험료의 남부액과의 합계액에
제3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 중 20일에서 제1급 인지보험료 및 제2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일수르
차감한 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額을 가산한 額을 24로 除하여 得한 額이 제2급 인지보험료의
일액 이상인 때
다. 前 6月間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가 24일분 미만인 경우 當該 前 2月間에 납부된 인지보험료의 납부액의 징수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揭記하는 額(그 額이 同條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의 인지보험료(이하 '제4급 인지보험료'라 한다)의 납부액을 감한 額에 제4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 중 24일에서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일수를 차감한 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額을 가산한 額을 24로 除하여 得한 額이 제2급
인지보험료의 日額 이상인 때

3.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700엔(그 額이 다음 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
가. 前 2月間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가 24일분 이상인 때(제1호 또는 前號 '가'혹은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나. 前 2月間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가 24일분 미만일 경우에 당해 前 2月間에 납부된 인지보험료의 납부액에서 제4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을 減한 額에서 제4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 중 24일에서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일수를 차감한 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額을
가산한 額을 24로 除하여 得한 額이 제3급 인지보험료의 日額 이상인 때(前號 '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4. 前 3號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770엔(그 額이 다음 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
제49조(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일액등의 자동적 변경) ① 노동대신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의
변동등으로 매월에서의 前條 第1號에 정하는 額의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이하 本條 및
제54조에서 '재1급 급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는 자의 수(이하 本條에서 '제1급 수급자격수'라
한다)에 前條 第2號에 정하는 額의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이하 本條 및 제54조에서 '제2급
급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는 자의 수(이하 本條에서 '제2급 수급자수'라 한다)를 가산한 수와
前條 第3號에 정하는 額의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이하 本條및 제54조에서 '제3급 급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는 자의 수(이하 本條에서 '제3급 수급자수'라 한다)에 前條 第4號에 정하는 額의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이하 本條 및 제34조에서 '제4급 급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는 자의
수(이하 本條에서 '제4급 수급자수'라 한다)를 가산한 수와의 비율등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된
경우에 그 상태가 계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급 급부금의 日額, 제2급 급부금의 日액,
제3급 급부금의 日額과 제4급 급부금의 日額 및 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지보험료의
額의 구분에 대한 임금의 日額(그 額이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額, 다음
項에서 '等級區分 日額'이라 한다)을 다음 項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경우에 제1급 수급자수에 제2급 수급자수를 가산한 수가 제3급 수급자수에 제4급
수급자수를 가산한 수를 현저하게 상회함으로써 同項에 규정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된
때는 제2급 급부금의 일액, 제3급 급부금의 일액과 제4급 급부금의 일액 및 등급구분 일액중
제2급 인지보험료와 제3급 인지보험료와의 구분에 관한 임금의 일액(이하 本條에서 '제2급․3급
인지보험 구분일액'이라 한다) 및 제3급 인지보험료와 제4급 인지보험료와의 구분에 관한 임금의
일액(이하 本條에서 '3급․4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이라 한다)은 각각 종전의 제1급 급부금의
일액, 제2급 급부금의 일액과 제3급 급부금의 일액 및 등급구분 일액중 제1급 인지보험료와 제2급
인지보험료와의 구분에 관한 임금의 일액(이하 本條에서 '1급․2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이라
한다) 및 2급․3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에 상당하는 額으로 인상하고 제1급 급부금의 일액 및
1급․2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은 제2급 급부금의 일액으로 인상한 비율에 따라 인상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서 제3급 수급자수에 제4급 수급자수르 가산한 수가 제1급 수급자수에 제2급
수급자수를 가산한 수를 현저하게 상회함으로써 同項에 규정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된
때는 제1급 급부금의 일액, 제2급 급부금의 일액과 제3급 급부금의 일액 및 1급․2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 및 2급․3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은 각각 종전의 제2급 급부금의 일액, 제3급 급부금의
일액과 제4급 급부금의 일액 및 2급․3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 및 3급․4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에 상당하는 額으로 인하하며, 제4급 급부금의 일액 및 3급․4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은
제3급 급부금의 일액을 인하한 비율에 따라 인하하도록 한다.
④ 징수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同條 제2항에 규정하는 제1급 보험료 일액, 제2급 보험료
일액, 제3급 보험료 일액 및 제4급 보험료 일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대신이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의 전날(그날 전의 당해 변경에 관하여 同會의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급부금의 일액,
제2급 급부금의 일액, 제3급 급부금의 일액과 제4급 급부금의 일액 및 1급․2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 2급․3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 및 3급․4급 인지보험료 구분일액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자급일수등) ①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은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실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그 달의 前 2月間에 그 자에 대하여
인지보험료가 통산하여 28일분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통산하여 13일분을 한도로 지급하며, 그 자
에 대하여 인지보험료가 통산하여 29일분을 초과하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통산하여 28일분을
초과하는 4일분마다 1일을 13일에 가산하여 得한 日數分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달에서 통산하여 17일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은 各週(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7일을 말한다)에서
일용근로구직자가 직업에 취업하지 않은 최초의 날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방법등) ①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은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노동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③ 제31조(제3항은 제외)의 규정은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로, 同條 제2항 중
'수급자격자'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실업의 인정은 '제47조
제2항의 실업의 인정'으로 바꾸어 읽은 것으로 한다.
제52조(급부제한) ①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업무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한 때에는 거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개된 업무가 그 자의 능력으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소개된 업무에 대한 임금의 동일지역에서의 동종의 업무 및 同 程度의 기능에 대한 일반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때
3. 직업안정법 제20조 (제2항 단서는 제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소개된 때
4.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前項 各號의 하나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의 인정은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장이 행한다.
③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한 달 및 그 달의
다음달로부터 3개월간은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5조의 규정은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에 대해 준용한다.
제53조(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특례) ① 일용근로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청하여 다음 條에 정하는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 계속하여 6월간에 당해 일용근로피보험자에 대하여 인지보험료가 各月 11일분 이상 또는
통산하여 84일분 이상 납부되어 있을 것
2. 前號에 규정하는 계속되는 6개월간(이하 '기초기간'이라 한다) 중 후의 5개월간에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 급부금의 지급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3. 기초기간의 최후의 달이 다음달 이후 2월간(신청을 한 날이 다해 2월의 기간내에 있는 때에는
同日까지의 기간)에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불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前項의 신청은 기초기간의 최초의 달 다음달 이후 4월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同前) 前條 제1항의 신청을 한 자에 관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48조 및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및 일수는 기초기간의 최후의 달 다음달
이후 4월의 기간내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통산하여 60일분을 한도로 한다.

2.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일액은 다음의 '가'로부터 '라'까지에 揭記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가'로부터 '라'까지에 정하는 額으로 한다.
가. 기초기간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가 72일분 이상인 경우에는 제1급
급부금의 일액
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급 급부금의 일액
(1) 기초기간내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와 제2급 인지보험료가 72일분 이상인
때('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
(2) 기초기간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과 제2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과의 합계액에 제3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 중
72일에서 제1급 인지보험료 및 제2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일수를 차감한 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額을 가산한 額을 72로 除하여 得한 額이 제2급 인지보험료의 일액 이상인 때
(3) 기초기간내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가 72일분 미만인 경우에 당해 기초기간에 납부된 인지보험료의 납부액에서 제4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을 減한 額에 제4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 중 72일에서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일수를 차감한 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額을
72로 除하여 得한 額이 제2급 인지보험료의 일액 이상인 때
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급 급부금의 일액
(1) 기초기간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가 72일 이상인 때( 가 또는 나 (1) 혹은 (2)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
(2) 기초기간에 납부된 인지보험료 중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가 72일분 미만인 경우에 당해 기초기간에 납부된 인지보험료의 납부액에서 제4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을 減한 額에 제4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액 중 72일에서 제1급 인지보험료
제2급 인지보험료 및 제3급 인지보험료의 납부일수를 차감한 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額을
차감한 액을 72로 除하여 得한 額이 제3급 인지보험료의 일액 이상인 때( 나 (3)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
라. 가 로부터 다 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급 급부금의 일액
제55조(同前) ① 기초기간의 최후의 달의 다음달 이후 2월의 기간내에 제5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2월을 초과하는 날까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5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자가 기초기간의 최후의 달의 다음달에서 기산하여 제3월째 또는
제4월째에 해당하는 달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대상으로 된 날에 대하여는 前條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同條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당해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대상으로 된 날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前條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은 후에 제5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의 同項 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2항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6조(일용근로피보험자이었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기간등의 특례) ① 일용근로피보험자가
2월의 各月에서 18일 이상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그 다음달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는 2월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기간의 2개월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그 자가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同項에 규정하는 2월을 피보험자기간으로 계산함으로써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급자격, 고연령수급자격 또는 수급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규정하는 임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2개월의 各月에서 납부된 인지보험료의 額을

勞動省分으로 정하는 率로 除하여 得한 額을 각각 그 각월에 지불된 임금액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초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그 2월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기간의 2개월로 라고 하는 것은 당해 고용된
기간을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준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라고 바꾸어 읽도록 한다.
第5節 就職促進給付
제56조의 2(재취직수당) ① 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제3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가 안정된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노동성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당해 직업에 취업한 날의 전날에 있어서 기본수당의 支給殘日數(당해 사업에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同日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수급자격에 대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同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의
최후의 날까지의 기간에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는 일수를 말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가 당해 수급자격에 기한 소정급부일수의 1/2 미만인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날 전에 노동성령에 정하는 기간 내 의 취업에 대하여
재취직수당 또는 상용취직준비금의 지급을 받는 때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재취직수당의 額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소정급부일수의 구분 및 지급잔일수의 구분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일액에 30을 乘하여 得한 額 이상 當該 日額에 120을 乘하여
得한 額 이하의 범위내에서 노동성령으로 정한 額으로 한다.
④ 재취직수당을 지급한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외)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해 재취직수당의 額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일액으로 除하여 得한
일수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기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상용취직준비금) ① 상용취직준비금은 수급자격자, 특례수급자격자(특례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자로서 당해 특례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의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용수급자격자(제45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신체장애자, 기타
취직이 곤란한 자로서 政分으로 정하는 자가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경우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이
政分으로 정하는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직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자격자, 특례수급자격자 또는 일용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등 이라고 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날 전의 3년 이내의 취직에 대하여 재취직수당 또는 상용취직준비금의
지급을 받은 적이 있는 때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용취직준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상용취직준비금의 額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의 일액(특례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 자를 기본수당의 수급자격자로 간주하여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그
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기본수당의 일액으로 하고, 일용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제48조 또는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일액으로 한다)에 30을 곱하여 얻은 額을
한도로 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額으로 한다.
제58조(이전비) ① 이전비는 수급자격자등이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한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급한다.
② 이전비의 額은 수급자격자등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의 친족의 이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59조(광역구직활동비) ①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등이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공공직업안정소장이 노동대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급한다.
② 광역구직활동의 額은 前項의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60조(급부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해 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받고자 한 날 이후 취직촉진급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직촉진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前項에 규정하는 자가 同項에 규정하는 날 이후 새로 수급자격 또는 특례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 또는 특별수급자격에 의한 취직촉진급부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제52조 제3항(제55조 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자가 그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일용수급자격자인 경우 또는 일용수급자격으로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일용수급자격자인 자격에 의하여 취직촉진급부를 지급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자(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자는 제외)가 새로 일용수급자격자로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일용수급자격자인 자격에 의하여 취직촉진급부를 지급한다.
⑤ 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촉진급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되었기 때문에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재취직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제56조의 2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된 재취직수당의
지급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準用) 제31조 제1항, 제4항과 제5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취직촉진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1조 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직촉진급부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대체
적용하도록 한다.
第4章 雇傭安定事業等
제62조(고용개선사업) ① 정부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였던 자(이하 이 章에서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용기회의 감소가 보이는 경우 실업에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고용기회의 증대,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안정사업으로서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에 의해 사업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근로자를 휴업시키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끔 하는 사업주,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행하는 것
2. 정년연장, 정년에 달한 자의 재고용등에 의한 고연령자의 고용연장, 고연령퇴직자에 대한
재취직의 원조 또는 고연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기타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행하는 것
3. 고용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의 사업소의 이전에 의해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계절적으로 실업하는 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들을 연간을 통해 고용하는 사업주,
기타 고용에 관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행하는 것
4. 前 3號에 게기하는 것 외에 장애자, 기타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촉진, 기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하는 것
②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同項 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를 그 행하는 사업이 속하는 업종의 종별에
따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노동대신은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大臣과
협의하기로 한다.

제63조(능력개발사업) ① 정부는 피보험자등에 관하여 직업생활의 全期間을 통하여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64호) 제13조에 규정하는 사업주 등 및 직업훈련의 추진을
위해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同法 제11조에 규정하는 계획에 의한 직업훈련, 同法 제24조
제3항(同法 제27조 2 제2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인정직업훈련(제5호에서
'인정직업훈련'이라 한다), 기타 당해 사업주등이 하는 직업훈련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행하는 것 및 당해 직업훈련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하는
都道府縣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하는 것
2. 공공직업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本號에서 같다) 또는 직업훈련대학교(직업훈련대학교가 실시하는 교사훈련을
받는 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포함한다)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것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
또는 운영하는 都道府縣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하는 것
3. 구직자 및 퇴직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취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강습(제5호에서 '직업강습'이라 한다)과 작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
4.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有給敎育訓練休暇를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하는 것
5. 직업훈련(공공직업훈련시설이 실시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직업강습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직업훈련 또는 직업강습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또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계획에 의한
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기타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사업주(당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경우에 지불하는 통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에
한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성을 하는 것
6. 기능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 기능검정을 하는 法人,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기능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성을 하는 것 및 기능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성을 행하는 都道府縣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하는 것
7. 前 各號에 揭記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것을 하는 것
② 前項 各號에 揭記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에 대하여는 同項 제2호의 규정에
의한 都道府縣에 대한 경비의 보조에 관한 것은 政令으로, 기타의 사업에 관한 것은 勞動省令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고용촉진사업단법(1961년 법률 제106호) 및 이에 의한 명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各號에 揭記하는 사업의 일부를 고용촉진사업단에게 시키도록 한다.
제64조(고용복지사업) ① 정부는 피보험자등에 관하여 직업생활과 관련된 환경의 정비개선,
취직의 원조, 기타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복지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취직에 따라 그 주거를 이전하는 자를 위하여 宿舍를 설치․운영하는 것
2. 근로자의 취직, 고용, 배치 등에 관한 상담, 기타의 원조를 하는 것과 원조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
3. 교약, 문화, 체육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기타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
4. 구직자의 취직을 위한 자금대부, 신원보증, 기타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5.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적응성, 기타 직업안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정비를 하는 것
6. 前 各號에 揭記하는 것 외에 피보험자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勞動省令으로 정하는 것을 하는 것
② 前條 제3항의 규정은 前項 各號에 揭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5조(사업등의 이용)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당해 사업에 관련되는
시설은 피보험자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또한 그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피보험자 등 이외의

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第5章 費用의 負擔
제66조(국고 부담) ① 국고는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구분에 따라 구직자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1. 일고근로구직자급부금 이외의 구직자급부에 대하여는 당해 구직자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1/4
2. 일고근로구직자급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일고근로구직자급부금에 소요되는 비용의 1/3
② 前項 제1호에 揭記하는 구직자급부에 대하여는 국고는 매회계년도에 지급한 당해 구직자급부
총액의 3/4에 상당하는 額이 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일반보험료의 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초과액에 대하여 同號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부담액을
가산하여 국고의 부담이 당해 회계연도에서 지급한 당해 구직자급부 총액의 1/3에 상당하는 額에
달하는 額까지를 부담한다.
③ 前項에 규정하는 일반보험료의 額은 제1호에 揭記하는 額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揭記하는
額의 급부액을 減한 額으로 한다.
1. 다음에 揭記하는 額의 합계액(이하 本條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일반보험료 징수액'이라 한다).
가. 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揭記하는 사업에 대한
一般保險料 額中 고용보험률( 그 率이 징수법 제12조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으로 변경된 때는
그 변경된 率 이하 本條에서 같다)에 따르는 부분의 額(징수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고연령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일반보험료의 額을 同條의 규정에 의한 額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보험료의 額에 징수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고연령자 면제액 '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揭記하는 사업에 대한 것에 한한다. 이하 본호에서 같다'을 가산한 額 中 고용보험률에
다른 부분의 額에서 고연령 면제액을 減한 額)
나. 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揭記하는 사업에 대한 일반보험료의 액
2. 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인지보험료의 額에 상당하는 額에 노동대신이 大藏大臣과
협의하여 정한 率을 곱하여 得한 額
3. 일반보험료 징수액에서 前號에 揭記하는 額을 減한 額으로 3.5/1,000의 率(징수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 揭記하는 사업에서는 4.5/1,000의 率)을 고용보험료율에서 除하여 得한 率(제5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四事業率'이라 한다)을 곱하여 得한 액
④ 징수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前項 제3호 중
'3.5/1,000'인 것은 '3/1,000'으로, '4.5/1,000'인 것은 '4/1,000'로 한다.
⑤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에 대하여는 국고는 매회계년도에 제1호에 揭記하는 額이 제2호에
揭記하는 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號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당해 초과액에 상당하는 額을 減한 額(그 額이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 총액의 1/4에 상당하는 額을 下向하는 경우에는 그 1/4에 상당하는 額)을
부담한다.
1. 다음에 揭記하는 額을 합계한 額
가. 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인지보험료의 額
나. '가'의 額에 상당하는 額에 제3항 제2호에 揭記하는 노동대신이 大藏大臣과 협의하여 정한
率을 곱하여 得한 額에서 그 額에 四事業率을 곱하여 得한 額을 減한 額
2. 지급한 일용근로구직자급부금의 총액의 2/3에 상당하는 額
⑥ 국고는 前 各項에 규정하는 것 외에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용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제67조(同前) 제25조 제1항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前條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는 광역연장급부를 받는 자에 대한 구직자급부에 소요되는 경비의 1/3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同條 제2항 중 '지급한 당해 구직자급부의 총액'은 '지급한 당해 구직자급부의 총액에서
광역연장급부를 받는 자에 대한 구직급부의 총액을 공제한 額'으로, '일반보험료의 額을 초과한
경우에는'은 '일반보험료의 額에서 광역연장급부를 받는 자에 대한 구직자급부의 총액의 2/3에
상당하는 額을 공제한 額을 초과한 경우에는'으로 대체 적용하도록 한다.

제68조(보험료) ①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징수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前項의 보험료 중 일반보험료 징수액에서 그 額에 四事業률을 乘하여 得한 額을 減한 額 및
인지보험료의 額에 상당하는 額의 합계액은 실업금부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일반보험료
징수액에 四事業率을 乘하여 得한 額은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제69조(이의신청)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실업급부에 관한 처분 또는 제35조 제1항 혹은
제2항(제36조 제5항, 제37조 제9항, 제37조의 4 제4항, 제40조 제3항, 제52조 제4항 '제5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조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보험심사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조사청구 도는 재조사청구는 時效의 中斷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조사청구 및 재조사청구에 대하여는 行政不服審査法(1962년 법률 제160호) 제2장
제1절, 제2절(제18조 및 제19조는 제외) 및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異議理由의 制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에 관한 처분이 확정된 때는 당해 처분에
관한 이의를 당해 처분에 의한 실업급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할 수 없다.
제71조(이의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의 취소의 訴는 당해 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한 노동보험조사회의 裁決을 거친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第7章 補則
제72조(중앙안정심의회에의 諮問) ① 노동대신은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1항의 기준 또는 同項의 취직이 곤란한 자를 政令으로 정하고자 할 때, 제13조,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7조의 3 제1항, 제37조의 5 또는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이유를 노동성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 제6조 제1호의 2의 시간수 또는 제22조의 2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32조 제3항(제37조의 4 제4항 및 제4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35조 제1항(제36조 제5항, 제37조 제9항, 제37조의 4 제4항, 제40조
제3항, 제52조 제4항(제5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직업안정심의회는 노동대신의 자문에 응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건의를 하거나 또는 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不利益取扱의 禁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제74조(시효)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거나 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제36조 제5항, 제37조 제9항, 제37조의 4 제4항, 제40조 제3항, 제52조 제4항(제5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命한 금액을 징수하는 권리는 2년을 경과한 때는 時效에 의해 消滅한다.
제75조(호적사항의 무료증명) 市町村長(특별구 및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 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指定都市에서는 區長으로 한다)은 행정청 또는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當該市(특별구를 포함)町村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부의 지급을 받는 자의 호적에
관하여 무료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제76조(報告등) ① 행정청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혹은

수급자격자등(고연령수급자격자를 포함, 이하 같다)을 고용하고 혹은 고용하였던 사용주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 혹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이었던 단체에 대하여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문서의 제출 또는 출두를 명할 수 있다.
② 이직한 자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사업주 또는 당해사업주로부터 징수법
제33조 제1항의 위탁을 받아 同項에 규정하는 노동보험사무의 일부로서 구직자급부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구직급부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가 있는 때는
당해 사업주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은 그 청구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7조(同前) 행정부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등 또는 미지급실업급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문서의 제출 또는 출두를 命할 수 있다.
제78조(診斷) 행정청은 구직자급부의 지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同條 제2항에 규정하는 실업의 인정을 받거나 혹은 받고자 하는 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병수당의 지급을 받거나 혹은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을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제79조(臨檢) ① 행정청은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피보험자 혹은 수급자격자등을 고용하거나 혹은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체 또는
노동보험사무조합 혹은 노동보험사무조합이었던 단체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帳簿, 서류의 조사를 시킬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臨檢을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携帶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臨檢의 권한은 犯罪搜査를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경과조치의 명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의한 政令 도는 노동성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령 또는 노동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하여 노동대신이
기본수당일수표, 기타의 사항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개편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勞動大臣의 권한은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노동성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타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第8章 罰則
제83조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2. 제7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를 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4. 제7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명서 교부를 거절한 경우
5.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고 또는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한 경우
제84조 노동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위반행위를 한 노동보험사무조합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2.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를 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제7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명서 교부를 거절한 경우
4.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고 또는 同項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는 경우
제85조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등 또는 미지급실업급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 및 기타 관계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일용근로피보험자수첩의 교부를 받은
경우
2.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를 한 문서를 제출하고 또는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고 또는 同項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한 경우
제86조 ① 법인(법인이 아닌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本項에서 같다)의 대표자 및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상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前 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도 각기 本條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아닌 노동보험사무조합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노동보험사무조합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한다.
附 則(抄)
제3조(적용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①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사업(국가, 都道府縣, 市町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및 법인인 사업주의 사업(사무소에 한 한다)을 제외)으로서 政令에서 정하는
것은 당분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적용사업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작 혹은 開墾 또는 식물의 栽植, 재배, 채취 혹은 伐採事業, 기타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또는 수산동식물의 採捕 혹은 養殖事業, 기타 畜業, 養蠶 또는 수산사업
②前項에 규정하는 사업의 보험관계의 성립 및 消滅에 대하여는 징수법 부칙의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징수법 부칙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노동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적용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의 2 국가공무원등공제조합법(1958년 법률 제128호) 제119조에서 규정한 선원조합원 중
일본전신전화공제조합의 조합원은 당분간, 선원보험법(1939년 법률 제73호) 제17조 규정에
불구하고 同條의 규정에 의한 선원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임의가입에 관한 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6조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당해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경우(계속
동일사업주에게 피보험자로서 고용되는 경우는 제외)에 있어서 당해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된
날(이하 本條에서 자격취득일 이라 한다)로부터 당해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날(이하 本條에서 '자격상실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의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이었던 기간에
대한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당해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자격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자격상실일의 전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계속하여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서 고용된 후 당해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同項 本文中 14일 이라는 것을 11일 로 한다.

제22조 ① 제6조 제1호에 揭記한 자(本條의 규정에 의한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이 고용이 단기간인 경우 등 노동성령으로 정한 이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그들의 취업 및 생활의 실태를 참작하여 政令에서 정한 날까지 노동성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② 前項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고연령구직자급부금의 額에 관한
제37조의 4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同項中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산정기초기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일수 라 함은 50일 로,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일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라 함은 50일에 달하지 않은 경우 로 한다.
③ 前 2項에 규정하는 자 외에 제1항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성령으로 한다
附則(1989. 6. 28. 법률 제36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중 고용보험법 목차의
개정규정( 제61조의 2 를 제62조 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동법 제1조, 제3조 및
제61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62조를 삭제하고 동법 제61조의 2를 동법 제62조로 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65조, 제66조 제3항 제3호 및 제5항 제1호 및 제68조 제2항의 개정규정,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 이라 한다) 전에
피보험자가 되어 동시에 계속하여 시행일까지 동일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고용보험법(이하 新法 이라 한다) 제6조 제1호의 2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新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37조의 3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단시간근로자이었던 기간은 新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시간근로피보험자(이하 단시간근로피보험자 라 한다)
이외의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으로 간주한다.
1. 시행일 전의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에 新法 제6조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 라 한다)이었던 기간이 있는 피보험자(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 시행일 전부터 시행일 이후 계속하여 동일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그 고용된 기간을
통하여 新法 제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이었던 피보험자로서 그 고용된
기간에 단시간근로자이었던 기간이 있는 자
③ 시행일 전날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이며 동시에 계속하여 시행일에 있어서 동일사업주의
적용사업에 단시간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피보험자(전항 제2호에 게기하는 피보험자인 자는
제외. 이하 계속단시간근로피보험자 라 한다)이었던 적이 있는 자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공공직업안전소장에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그 자의 희망하는 날(당해 계속고용된 기간이 말일(당해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시행일 이후에 시행일의 전날에 있어서 그 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던 시간보다도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날의 전날) 이전의 날에 한한다)까지의 기간의
단시간근로자이었던 기간은 단시간근로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으로 간주하여
新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계속단시간근로피보험자(전항에 규정하는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동항에
규정하는 희망하는 날 이전에 이직한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시행일(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신고한 자의 경우는 동항에 규정하는 희망일의 다음날)에 新法 제35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7조의 5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법
제35조의 2 또는 제37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新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당일액표는 1984년 8월에 있어서의 新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평균 정기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용보험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노동보험의 보험료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항의 규정은 1989년도 이후의 연도에 있어서 동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끔 된 경우에 있어서의 고용보험료의 변경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정령으로의 위임) 前 2條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5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적당한 시기에 있어서 단시간근로피보험자와 관계된
新法規定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법규정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