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일본 의 종업 원복지 제도

1. 종업원복지제도의 개요

가 . 종업원복지제 도의 역사

1) 종업원복지제도의 발전

일본의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의 기원은 멀리는 에도 시대의 상가

(商家)의 더부살이 제도나 막부(幕府)나 번(藩)이 경영한 광산이나 염전

업 등의 복지시책에 있다고 하나, 그러한 전통이 계승되어 종업원복지

가 본격화된 것은 메이지유신(1867년) 후의 근대산업 도입기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메이지 20년경까지는 근대산업이 도입기로서, 잠사, 광산, 철강, 조선

등 대부분의 산업이 관업불하의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광산이나 조

선 등에서는 도제제도16)에 의하여 사용인이 간접적으로 고용되었기 때

문에, 사택이나 노무자합숙소와 같은 시설 이외에, 정월의 떡배급 등

사용인의 최저생활 원조, 긴급시의 상호부조구제가 그 주된 시책이었

다. 또한 상가로부터 발전한 민간기업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남아있던

옛 제도가 상당부분 답습되어, 배당 이나 월 2회 휴일 등이 종업원복

지의 주된 내용이었으나, 도제에 대한 초등교육의 보완도 행하여졌다.

이러한 것이 메이지 후반에 이르기까지 방적업계에 있어서의 여성노동

력에 대한 복지시책으로서 계승되게 되었다.

메이지 후반부터 다이쇼(大正)에 이르기까지 민간자력으로 발전한 면

방적업계가 대량의 여자종업원을 직접 고용하게 됨으로써 원격지로부터

16) 匠人이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생활을 보살펴주며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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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가 설치되었다. 당시는 급속한 생산확

대 때문에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종업원의 스카웃이 어려웠으므로,

종업원의 모집과 정착을 위하여 기숙사나 요리, 재봉, 의무교육의 보완

등과 같은 종업원복지가 확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경부터는 일본의 산업규모가 점차로 확대되고 중화학

공업도 급속히 발전하게 됨에 따라 숙련공이 부족하게 되어, 숙련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접 고용화가 진행되고, 또한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양성공제도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임해매립지 등의 미개척지역

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다수의 종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택이

나 기숙사, 공장식당 등을 생산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하는 등 남자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시책이 충실해졌다.

그 당시 여자노동력을 주체로 하는 방적업계는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초기에 걸친 극심한 국제경쟁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전통과 원료자급 면

에서 유리함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이에 맞서

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때문에 종업원에 대한 복리

후생은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이 중시되게 되어, 식당이나 기숙사·사택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여 생계비를 원조하고 있

었다. 또한 장시간노동 등 가혹한 노동 때문에 결핵 등의 발병률이 높

았으나, 당시는 건강보험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소나

의무실, 결핵요양소 등의 시설을 기업이 설치하게 되었다.

전시 중에는 모든 산업이 군수산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남자노동자

의 출정으로 노동력의 부족이 격심하여, 징용이나 학도근로동원 등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그 때문에 국가시책으로서 기숙사, 사택, 식당, 무도

관, 체육·오락시설, 배급소 등과 같은 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되어, 이

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게 되었다.

전후의 물자결핍시대에는 생활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기초로, 기업복지는 노무 추가배급 쌀을 비롯하여 통근자용 식당의 설

치, 배급소·매점 등 현물급부에 의한 생활원조가 최대의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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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그리고, 쇼와 20년대 후반부터 40년대에 걸쳐서는, 남녀노동력의 부족

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모집이나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복지시

설의 증강이 기업의 최대 과제가 되었기 떄문에, 각 기업은 기숙사·독

신자기숙사, 사택의 정비확충은 물론이고 휴양소, 체육관, 운동장, 사원

클럽, 테니스장 등도 경쟁적으로 신설·확충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종

업원복지의 대부분이 이 당시에 창설된 것이다. 또한 당시는 젊은 종업

원에 대한 여가선용 의 지도 등 기업은 레크레이션 시책에 힘을 쏟고

있었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종업원의 생활수준은 구미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었으나, 인구의 도시집중이나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

한 복지정책이 가장 정비가 늦게 이루어졌다. 농촌으로부터의 청년노동

력이 귀농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택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주택수당 등으로 이것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

였다. 그래서 기업의 주택정책은 서독의 근로자재산형성정책에 자극을

받아, '주택구입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후 두 번의 오일쇼크가 있었지만 종업원의 주택구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버블기에는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였고 주택가격상

승으로 대도시에서의 주택구입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택건설 붐

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후, 버블이 붕괴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주택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종업원의 생활양식 변화나 만

성적인 구조조정 분위기 때문에 종업원의 주택구입에 대한 기업의 열의

가 없고 종업원복지의 시책 자체의 방향성이 정하여지지 않은 가운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충실 등으로 법정복리비가 급등하여,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1997년도 복리후생비 통계에 의하면, 복리후생비

에서 차지하는 법정복리비의 비율이 68.5%에 이르게 되어, 법정복리비

가 기업의 수익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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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복지제도의 변천

복리후생제도의 변천을 보면, 시대의 요청이나 기업과 종업원간의 관

계로부터 복리후생이 변화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Ⅳ-1>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시대변화와 복리후생의 주

요 변화를 정리한 것으로서, 종전 직후의 식료공급중심의 복리후생제도

는 1960년대의 인력부족 하에서의 독신자 기숙사의 대량건설이나 고도

성장시대의 주택구입대책을 거쳐, 1980년대는 안정경제성장 하에서의

건강이나 육아·개호휴가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버블경기 때에

는 인력부족과 토지 투기 등을 반영하여 등급이 높은 사택이나 기숙사,

그리고 그 후의 재충전(refresh) 휴가의 보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Ⅳ-1> 시대의 변화와 복리후생의 변화

시대의 변화 복리후생의 변화

종전직후 식량난: 엥겔계수 52% 식료의 공급

1953년 결핵발병률 : 남자사원의 8% after care 시설의 건설

1954년 가전제품의 침투 사내 월부판매실시

1960년∼ 소득배증계획, 인력부족
독신자기숙사 건설, 사내학원 등 약

년층 대책

1966년∼ 고도경제성장
종합주택구입대책, 유족·유자녀 육

영계획

1968년 GNP 세계 제2위 기업내 레크레이션 시설 건설

1973년 지가앙등 재형저축의 본격채용

1974년 라이프사이클플랜 제창(미키내각) 노동조합의 복지비젼 책정

1979년 법정외복리비의 신장둔화 수익자부담원칙 대두, 공제회대형화

1980년∼ Office Automation화 진행 건강운동 보급

1984년 독신노인 백만명 돌파 퇴직준비세미나, 육아·개호휴가제도화

1987년 버블경기, 인력부족 사택, 독신자기숙사, 新幹線통근

1991년∼ 평성불황 재충전(refresh)휴가

자료: 實踐カフェテリアプラン - 少子高齡時代の企業厚生- , 新カフェテリアプ
ラン硏究會, 199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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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이 동안에 기업의 복리후생의 목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생산성 향

상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본래의 종업원복지 향상으로 변화하였으며,

복리후생의 대상도 종업원 만이었던 것이 가족이나 퇴직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복리후생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적당히 생각해서 종업원에게 베

푸는 것이라는 인식이 차제에 감소하고, 종업원과 협력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게다가 종업원 니드의 다양화와 육아, 개

호 등의 시대적인 요청으로 인하여 새로운 복리후생에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 . 종업원복지제 도의 역할

일본에서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는 시대별 역사적 환경을 배경으로

생성·발전했으며, 시대에 따라서 복지시책의 역할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의 본질적인 역할은 항상 노무·인사관리

의 일환으로서 고용형태·고용조건을 보완하는 것이었으며, 기업형태의

발달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로 분화되어 광의의 노무관리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 현행의 종업원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종업원의 참가 하

에 생산성의 향상, 경영활동의 원활화 및 종업원의 생활복지의 향상을 양

립시키면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업원 및 그 가족

을 대상으로 하는 제 시책이며,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적인 역

할분담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시책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산업의 도입이 시작된 메이지 초기에는 기업간의 종업원

스카웃 방지책과 동시에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목표를 둔 저임금보완의

기능을 하였다. 다이쇼에서 쇼와에 걸쳐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환경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저임금을 보완하여 종업

원의 생활을 원조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75



<표 Ⅳ-2>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의 역할

역 할

종업원의

모집·정착

·충실한 기업복지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되

어 종업원의 모집요인으로서 기능하여 왔음.
·사택의 제공, 문화·체육·recreation의 실시 등으로 기업이

나 조직에의 귀속의식을 높여, 숙련공의 스카웃방지 등 종

업원의 정착요인으로서 기능하여 왔음.

생활복지의

확보·향상

·임금수준이 낮은 수준이었던 시대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사

택이나 식당 등에 의하여, 생활복지의 확보(저임금의 보완),
생활복지의 향상(생활의 질적 향상) 요인으로서 기능하여

왔음.
·또한, 종업원의 상호부조구제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여 왔음.

사회보장의

대체

사회자본의

보완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제도, 후생연금제도 등)와 사회자본

(주택, 문화, 체육, recreation시설 등)이 정비되지 않았던 시

대에는, 기업이 이러한 것을 기업복지로서 선행적으로 정비

함으로써, 사회보장·사회자본의 보완요인으로서 기능하여

왔음.

노사관계의

안정

·사택의 제공, 문화·체육·recreation 활동, 경조·공제 등에

의하여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노사간의 협조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요인으로서 기능하여 왔음.

자료: 日本型カフェテリアプランの提言 — 自立する個人のためのカフェテリア
プラン- , 通産省, 1999. 3

이와 같이 기업복지의 역할은 시대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져 왔다. 어떤 시대에는 저임금의 보완으로서, 어떤 시대에는

정비되지 않은 사회보장의 대체로서, 또한 어떤 시대에는 최저생활의

원조시책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각 시대를 통하여 일관

적으로 기업복지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은 노동력의 확보와 노동의욕의

고양이었다.

그러나, 종업원의 임금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자본이 정비된 오늘날에는, 기업복지가 이러한 것들을 대체·보완

하는 역할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도 만성적인 고용조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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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해 있기 때문에, 노동력확보의 역할로부터 종업원의 능력향상조성

의 역할로 그 기능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지만, 첨단기술 관련기업 등

일부의 업종에서는 여전히 노동력의 수요가 많기 떄문에 종업원의 모집

정착유인으로서의 니드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는 경제·산업의 구조개혁기로서, 기업은 고도의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원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측에서는 생활양식

의 다양화·고도화나 인생 80년 시대에 대처하는 삶의 보람의 창조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니드에 대처하고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기업복지는 새로운 시스템의 조성이 필요해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 . 종업원복지제 도의 체계

1) 종업원복지제도의 구분

일본에서 종업원복지는, 근로비용 면에서 볼 때 복리후생에 상당하는

부분은 법정복리와 법정외복리로 나누어진다. 이 중 법정복리의 부분은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의 공적인 제도에의 부담이 강제되고 있는 사회보

험의 보험료부담, 아동수당갹출금, 석탄연금부금, 법정보상비 등이다.

그리고, 법정외복리는 직장 및 직장 이외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생활안

정이나 생활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복지시설이나 제도를 포함한다.

① 국가에 의한 종업원복지

국가에 의한 종업원복지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고용

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회보장제도의 분야로부터 제외된 각종의 종

업원복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가에 의한 종업원복지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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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라고 할 수 있다.

②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는 법정외복리에 해당된다. 법정외복리는 노

동성과 일본경영자단체연맹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조사는

법정외복리의 명칭이나 분류, 금액 등이 약간 상이하지만 내용은 대개

동일하다.

그런데 법정외복리에 해당하는 종업원복지시설은, 직장에서 제공되는

것과 직장외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되는 것

은 주로 직장의 노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피복의 대여나

지급, 급식시설이나 급식, 통근시설 등은 이 부분에 포함된다. 직장 외

에서 제공되는 것은, 직장의 노동에 간접적인 관계를 갖거나 또는 노동

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노동자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거, 생활원호,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종업원복지시설은 제공되는 수단에 의하여 현금의 형태에 의한

것과 현물의 형태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금의 형태에 의한 것

은, 현금에 의한 제공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타당하거나, 현금

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례이거나, 또는 현금이외의 형태

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제공되고 있

다. 현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는 경조위로금, 자녀의 육영자금, 재

산형성저축에의 장려금이나 급부금,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 제공, 공제

회 등에의 갹출금과 보조금, 문화·체육·레크레이션 활동에의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현물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현물로 제공하는 이

외의 방법으로는 제공할 수 없거나,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거나,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면서 사

회적인 통례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실시된다. 현물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는 피복, 주택, 식사(식권, 도시락 등을 포함한다), 우유·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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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복리후생에서 동일부문으로 분류되지만 현물과 현금의 두 가

지 방법으로 제공되는 예도 있다. 예를 들면 복리후생에서 주거로 분류

되는 것 중에는 현물의 형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급여주택(사택, 임대주

택 등)과 현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각종의 주택구입원조가 포함되어 있

는데, 이와 같은 주거에 대한 종업원복지는 현물과 현금의 두 가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종업원복지시설은 건물, 설비, 기구 등 시설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각종 활동의 제공이나 참가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이들 양자의 형태에 의한 것 중에는, 특히 종업원이 각각 개별적으

로 준비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나 부담할 수 없는 것, 또는 이

용을 제약받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에

는, 세대용 및 독신자용 주거시설, 문화·체육·레크레이션 시설, 설비,

비품, 탁아·보육시설, 유학하고 있는 자제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사원회관 이나 클럽, 병원·진료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말하면,

시설에는 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나 개선 등의 비용, 광열이나 수도 비

용, 화재 등의 보험료, 조세, 시설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임대시설에 대

한 임대료 등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하여 기업의 부담하는 부분이 복리

후생비에 포함되어 있다. 활동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에는 문화·체육·

레크레이션 활동에의 참가, 건강진단·성인병검진, 가정도우미(home

helper) 등에 의한 가족원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업원복지시설은 다종다양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정한 제도와 기업의 제안에 의하여,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

에 의하여, 노사쌍방의 교섭에 의한 노동협약에 의하여 정한 제도로 나

누어진다.

③ 종업원에 의한 종업원복지

노동조합 등을 이용하는 종업원의 자주적인 종업원복지는 종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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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와 연대에 의하여 종업원의 생활유지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으로 전개되는 각종의 복지활동을 말하는데, 통상 종업원복지활동이라

칭하고 기업의 종업원복지시설이나 국가의 종업원복지정책과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종업원복지활동은 종업원의 생활안정이나 향상을 도모하

는 동시에, 종업원 상호의 협력의식이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덧붙여져 있다.

이와 같이 종업원복지는 국가, 기업 및 종업원 등 3자에 의한 활동이

실시되고 있지만, 3자의 종업원복지는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3자의 종업원복지를 하나의 틀로 받아들여, 각각의 종업

원복지가 가지고 있는 목적, 범위, 능력 등을 배려하여, 종업원복지의

기능을 발휘시키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종업원복지의 실시주체와 대상

① 종업원복지의 실시주체

종업원복지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종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지만, 국가, 기업 및 종업원 등 3자의 실시주체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각종의 종업원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종업원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현상화된 일환으로서 실시

되는 노동정책의 일부에 포함되어 국가가 실시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데, 구체적으로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공단체 등이 단독으로 또는 서

로 협력하여 각종의 활동을 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 중에는 기

업을 통하여 실시하는 활동도 행하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각종의 조직을 통하여 실시되는 종업원복지정책 중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다. 덧붙여 말하면, 종업원복지는 사회보험에 있어서

노동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노동성이 관장하

는 고용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가리킨다. 그러나 원래 노동보험

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의 보험, 요컨대 피용자보험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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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현재의 일반적인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을 피용자 이외의 자영업

자나 가족종사자에게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직역을 기반

으로 하는 직역보험(피용자보험)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보험(주민

보험)으로 대별되는데, 종업원복지에서는 전자가 대상이 된다. 여하튼,

사회보험은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실시주체로서, 구체적으로는

각종의 기관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시설은 기업이 실시주체로서, 독자적으로 구

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종업원복지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보면

기업이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종업원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보다 복수의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종업원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복지제도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종업원이 노동조합 등의 조직을 이용하는 종업원복지활동은, 노동조

합 등의 조직이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횡단적인 조직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자주적인 폐쇄적 복지활동이고, 후

자는 자주적이고 횡단적인 개방적 복지활동이다. 다만, 개방적 복지활

동도 연대조직에 가맹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참가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원 이외의 종업원이나 조직에 가맹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

원, 또는 미조직 종업원에게 참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폐쇄성을 가

지게 된다. 종업원에 의한 종업원복지활동은 참가하는 집단이 많아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수의 종업원을 참가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기업과 종업원이 서로 협력하는 종업원복지활동도 실시되고 있

는데, 이 방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복지에 대한 종업

원의 불평, 종업원의 요망과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복지 등의 결점을 제

거하는 동시에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종업원복지의 내용이나 운영에 따라서 종업원에게 기업에의 귀

속을 강제하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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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업원복지의 대상

종업원복지가 어떠한 주체에 의해 실시되든 객체가 되는 대상은 종업

원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실시주체에 따라 종업원복지의 대상범위

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국가가 제공하는 종업원복지정책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

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인 기업의 범위를 초월하여 광범위한 노

동자를 보편적으로 망라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대상을 특정한

개별적 종업원 또는 특정한 종업원의 그룹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시하는 종업원복지정책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상을 어떤 그룹

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는 기업내의 종업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기업내 복지시설의 형태를 이용하는 예가 많

다.

종업원이 노동조합 등의 조직을 이용하는 종업원복지활동은 주로 노

동조합 산하의 조합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횡단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예도 많다. 이와 같이 종업원복지활동은 노동조합이 자기의

조직에 참가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주체, 대상 및 기능이 국가나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와 다르다. 더구

나 횡단적인 조직적 활동은 기업내의 노동조합 구성원을 초월하는 광범

위한 대상을 커버하게 된다.

라 . 종업원복지제 도의 종류

1) 국가의 종업원복지정책

국가가 제공하는 종업원복지정책은 사회보험과 그 밖의 종업원복지정

책으로 대별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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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노령, 장해(폐질), 가장의 사망, 질병·상해, 출산,

근로재해, 실업이라는 사회적인 사고에 의한 소득의 영구적 또는 일시

적인 상실에 대하여 상실소득을 보상(대체)하거나, 의료 등의 급부를 제

공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각종의

사회적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급부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험으로는, 민간부문의 일반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

생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실시되어 있

다. 그 이외의 종업원에게는, 선원보험 및 각종의 공제제도 등이 실시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피용자를 위한 연금보험은, 후생연금보험과 각종 공제조합의 장기급부

부문은 국민연금과 짝지어져 있다. 게다가, 엄밀하게 사회보험에 포함

되지 않으나, 국가의 종업원복지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아동수당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 이외의 종업원복지정책은, 특수한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에 의한 시설, 都道府縣(지

방자치단체)에 의한 시설, 국가와 공공기관에 의한 노동조합이나 기업

에의 조성 등으로 나누어져, 각종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①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보험의 기술과 구조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자격조건에 해

당하는 자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약속된 급부를 피보험자 및 그 부

양가족에게 자동적 또는 기동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통상 사회보험은

노사쌍방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재원에는 사무비나 급부비에 국고부담이 가하여진다. 또한 사회보험의

관리·운용은 공적, 준공적 또는 자치적인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강제적용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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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임의적용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강제적용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사회보험의 본질적인 기능과 성

격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나 낮은 자, 또는 사고의 위험율이 높은 자

나 낮은 자 모두를 보험집단에 흡수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 강제

적용은, 보험료지급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위험률이 높은 자만이 역선택에 의하여 보험

집단을 형성하여 보험재정을 허약하게 하거나 붕괴시킬 위험을 방지하

고 있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입시키는 강제적용은

가능한 한 다수의 사람들을 가입시킨 큰 보험집단의 형성에 의하여 보

험료의 부담을 가볍게 하거나 보험재정을 건전화할 것을 의도하고 있으

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강제가입원칙,

사회적인 요청에 의한 보험사고, 사회적으로 결정된 급부, 사회적 필요

성, 전보험집단에 평등하게 결정되는 보험료, 국고부담의 재원참가 및

최종적으로 국가가 실시의 책임을 지는 제도는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사회보험은 노령·장해(폐질)·가정의 사망, 질병·출산, 근로재해(상

해·직업병·장해·사망) 및 실업의 사고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소득

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상실소득을 보상하기 위하여

금전의 형태에 의한 현금급부를 지급하거나 현물급부인 의료급부를 제

공한다. 이러한 급부를 준비하는 사회보험은, 노령·장해·유족에 대해

서는 연금보험, 질병·출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근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을 마

련해 두고 있다.

㉮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지역연금)에, 직역을 기반

으로 하여 민간의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직역보험)

을 조합하는 복합적인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후자의 후생연금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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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피보험자는 전자의 국민연금제도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형태가 된다. 특

수한 직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의 공제조합의 가입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이중가입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각종의 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한 정액방식의 기초연금

에 후생연금보험이나 각종 공제조합에 의한 소득비례방식의 연금을 부

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사망 및 출산에 대하여

약속된 보험급부를 제공하고, 또한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사망 및 출

산에 대해서도 보험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데, 강제적인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나 사무소는 가입을 희

망하고 소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都道府縣(지방자치단체)의 지

사가 인가하면 임의방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급부는 현금급부와 의료급부로 나누어지는데, 의료급부는 원칙적으로

현물급부로 행하여지고 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을 하였을 경우에 약속된 급부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다시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기회의 확대, 근로자

의 능력개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고용에 관련되는 사

업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

업소나 사무소는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강제적으로 이 보

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임·수산업에서는 상시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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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소나 사무소는 당분간 일시적으로 임의적

용이 인정되고 있다.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와 통근재해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 필요한 보험급부를 제공하고, 또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

회복귀를 촉진하며, 본인과 부양가족을 원호하고, 적정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게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

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소나

사무소에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소나

사무소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당연히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가 성립되게 된다. 그러나, 농·임·수산업에서는 상시 고용하는 근로

자가 5인 미만인 사업소나 사무소의 일부는 당분간 일시적으로 임의방

식에 의한 가입이 인정되고 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급부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

병, 장해 및 사망 등의 업무재해에 대한 급부와 통근시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 등의 통근재해에 대한 급부로 나누어진다.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직업병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급부는 업무재해에 대해서는 의료급부를 제공하는 요양보상급부와 현

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휴업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 장제

비 및 상병보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나 급부내용은 업무재해와 동일하다.

㉲ 선원보험

선원보험은 선상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직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실시되고 있

다. 이 보험은 전술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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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보험제도를 하나의 제도 안에 포괄하고 있는 제도로, 일본에

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선원보험뿐이다. 선원보험의 내용은

전술한 세 종류의 보험제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급부내용에는 선원이

종사하는 노동에 의거하여 특수한 배려가 부가되어 있어 일부의 급부내

용이 세 종류의 보험과 약간 다르다.

선원보험에서는 선원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는 근로자가 피보

험자가 된다. 대상이 되는 선원은 선내에서 취로하는 선장 이외의 선박

승무원으로, 선상의 노동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 받는 자 및 선박에 승

선하여 취로하기 위하여 고용되었으나 사실상 선내에서 취로하고 있지

않는 예비선원을 가리키고 있다.

급부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 종류의 보험과 약간 상이한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의료급부는 자격상실 후에 발생

한 질병이나 부상에의 수급조건이 약간 관대하고, 또한 특수한 경우의

의료에는 의료비의 일부부담을 요구받지 않으며, 게다가 상병수당의 지

급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② 기타의 종업원복지정책

국가의 종업원복지정책은 사회보험 이외에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의

한 각종의 종업원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종업원복지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국가가 都道府縣 등의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협력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또한 지

방공공단체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있다.

2) 기업의 종업원복지시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성의 『임금노동시간제도 등 종합조

사』에서는, 법정외복리는 ①주거, ②의료보건, ③식사, ④문화(교양)·

체육·오락(recreation), ⑤사적보험제도에의 갹출, ⑥근로자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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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부, ⑦경조위로금 등 및 ⑧기타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Ⅳ-3> 법정외복리의 종류

주거

급여주택

주택구입원조

기타

의료보건

시설

건강진단

기타

식사

시설

기타

문화·체육·오락

시설

활동 등

사적보험제도에의 갹출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부가급부

경조위로금 등

기타

생활원호

통근버스·기타 통근시설

공제회에의 갹출

주식소유원조

재형저축장려금·급부금

건강보험 부가급부

기타

자료 : 賃金勞動時間制度等綜合調査 , 勞動大臣 官房情報統計部.

이들은 각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리되고 있는데, 주거 는 ①급여

주택, ②주택구입원조, ③기타로, 의료보건 은 ①시설, ②건강진단, ③기

타로, 식사 는 ①시설, ②기타로, 문화·체육·오락 은 ①시설, ②활동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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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복리후생의 내용(일본경영자단체연맹 조사)

주택

세대용주택

독신자용주택

주택구입원조

의료보건

의료시설

보건위생

생활원호

급식

구매

피복

통근시설

탁아·육영

가족원호

경조·공제·보험

경조금

공제회

보험

문화·체육·recreation
문화·체육·recreation시설

문화·체육·recreation활동

기타

법정복리비 부가급부

재산형성

기타

자료 : 「福利厚生費 調査結果報告」, 日本經營者團體聯盟 事務局

일본경영자단체연맹도 복리후생비의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복리후생이 ①주택, ②의료보건, ③생활원조, ④경조·

공제·보험, ⑤문화(교양)·체육·recreation(오락) 및 ⑥기타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더욱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 은 ①세대용 주택, ②단신용 주택, ③주택구입원조 등으로,

의료보건 은 ①의료시설, ②보건위생 등으로, 생활원호 는 ①급식, ②구

매, ③피복, ④통근시설, ⑤탁아·육영, ⑥가족원호 등으로 나누어져 있

다.

① 주거

주거에 대해서는 세대용 주택과 독신자용 주택과 같이 주거시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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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형태와 주택취득에 대한 원조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가

이용된다.

세대용 주택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과 기업이 임차한 사택

이 있는데, 종업원의 이용에 대하여 임대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기업소유 사택과 기업임차 사택에 있어서는 종업원간에 있어서의 부담

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사택에 있어서 기업과 종업원간의 부담비

율에 배려가 가하여진다. 또한, 세대용 주택에 있어서는 신혼인 종업원

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는 예도 있다.

독신자용 주택은 주로 젊은층 종업원이 대상이 되는데,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의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독신자용 주택도

세대용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는 주택 이외에 기업이 임차한

주택의 형태를 이용하는 예가 있다. 또한, 젊은층 노동자 이외에 전근

등의 경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부임하는 단신부임자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게 된다. 게다가 기

숙사 등에서는 급식시설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이 있는데, 급식시설

이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구입원조는 종업원이 주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각

종의 활동으로서, 종업원의 주택취득 또는 토지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업의 부담, 기업에 의한 주택의 건축이나 택지의 조성·

분양, 종업원이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형태

로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주택구입원조제도에서는 주택취득에 대한

적립금이나 대출금, 사내예금 등의 방법도 이용되고 있으며, 연금복지

사업단이 제공하는 주택자금 전대융자도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분야에서는, 주택의 취득은 아니지만 전근자의 부임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이 전근자의 주택을 임차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②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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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분야는 의료기관의 설치나 운영 등의 시설, 보건이나 건강

증진, 건강보험의 부가급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기업이 설

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병원, 진료소, 내무실 등이 포함되며, 병원

이나 진료소는 종업원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소에 따라서는 사업소 내에 진료소나 의료실을 마련하는 형태가 이

용되는데, 의사, 간호사 등 의료담당자나 의료보조자는 고용, 촉탁, 계

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의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또

한,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종업원이나 부양가족

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이용된다.

보건이나 건강의 증진에서는, 건강진단이나 성인병검사, 인간dock17),

질병예방 등이 실시되고, 건강관리카드를 이용하는 건강의 유지나 증진

도 행하여진다. 또한, 건강장애자에게는 건강의 회복, 회복 후의 사후지

도, 복직 등의 대책이 강구된다. 건강진단이나 성인병 검진은 기업이나

건강보험조합의 의료기관 또는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외부의 의

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성인병 검진이나 인간dock 등으

로 기업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예가 있다.

건강보험의 부가급부에서는 건강보험조합이 부가급부를 지급하고 있

으나, 건강보험조합의 부가급부는 기업의 복리후생으로서의 부가급부와

다르다. 복리후생에 의하여 제공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부는, 입원료나

간병료의 급부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급부나 건강보험조합의 부가급부

부분을 초과하는 부가적인 급부를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면, 입원시의

입원실의 차액요금이나 간병료의 급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

이 복리후생으로서 부가적으로 급부를 지급하고, 부양가족에게도 건강

보험조합의 부가급부를 초과하는 부분에 동일한 복리후생의 부가적인

급부가 제공된다.

또한, 그 밖의 활동으로서, 계약의 의한 외부 의료기관의 위탁 침상,

17) 특별히 신체에 이상이 없어도 단기간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는 것으로서,

단기 종합 정밀건강진단이라고 한다.

91



비타민제 등의 보건약이나 감기예방약 등의 지급, 휴양실이나 건강상담

실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업소 내에 마련되어 있는 목욕

탕이나 세탁시설 등도 이 부분에 부가될 수 있다.

③ 식사

식사에는 급식시설의 설치나 운영, 식사의 제공 및 기타가 포함된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의 급식시설과 급식활동은 기업이 설치하여 운영하

는 시설로, 기업이 사업소 내에 급식시설을 마련하여 종업원에게 급식

활동을 직접 행하는 운영방식과 기업이 사업소 내에 급식시설 또는 시

설의 장소를 제공하고 위탁 또는 계약한 전문업자에 의하여 급식활동을

행하는 위탁방식이 있다. 사업소 내에 급식시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외부의 식당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거

나 급식센터 등의 급식업자가 배달하는 식사를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

는 방법이 이용된다.

급식활동에서는 기업이 직영식당시설의 각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거나, 위탁한 업자의 급식시설에서 광열이나 수도요금을 부담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보조

금을 지출하여 현물의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예도 있다. 또한, 기업

이 종업원에게 식권을 지급하여 종업원에게 식당 등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게다가, 급식시설이나 급식활동에서는, 급식활동이나 식당의 운영 등

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권고하기 위하여, 노사쌍방의 대표에 의한 위원

회를 설치하는 예가 있으며, 그 중에는 위원회에 공장의사가 포함되는

예도 있다.

④ 문화·체육·레크레이션

문화·체육·레크레이션의 부문은 시설과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시

설은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 임대시설, 계약에 의하여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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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시설로 나누어지고, 활동은 장소, 방법,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시설은, 꽃꽂이, 다도, 양재, 요리, 기타의 학습 등에 이용되는 문화·

교양시설, 체육관, 운동장, 각종의 구기용 코트, 수영용 풀장, 트레이닝

홀, 건강유지·증진센터 등의 체육시설, 휴양소, 산장, 바다별장 등의

보양시설, 오락, 유희장 등의 오락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체육·

오락시설은 직원(사원)회관, 직원(사원)클럽, 문화회관, 도서관, 강당 등

의 시설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보양시설에는 기업이 소유하는 보양

시설 이외에, 임대 또는 계약한 호텔이나 여관 등도 부가된다. 또한 보

양시설의 경우 건강보험조합이 마련해두고 있는 휴양소는 복리후생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활동은 기업내의 활동과 기업외의 활동, 노사쌍방에 의한 활동과 종

업원에 의한 활동에의 원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활

동,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산야 등의 야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운동회, 문화제, 음악회, 위안회나 위안여행, 연극관람

회, 음악감상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에 대한 비용의

부담, 각종의 클럽이나 서클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홍보잡지의 발행, 여행안내자료의 발행, 음악협회나 바둑협회에의 단체

가입, 보이스카웃제도 등도 이 분야에 포함된다.

⑤ 금융·공제·대출금

이 분야는 사적보험, 공제회, 대출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사적보험

사적보험에서는, 기업이 보험의 구조를 이용하여 종업원을 원조하는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이 원조는 생명보험, 단체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에의 보험가입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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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일부를 기업이 부담한다.

㉯ 공제회

사적인 공제활동을 하는 기업내의 공제회 등의 조직에 기업이 갹출금

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 금융·예저금·대출금

예저금의 부분은, 일반적립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사내예금 등에의

원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분야에 속하지만 주택적립금도 실

시되고 있다.

대출금의 부분은, 결혼대출금, 육영대출금, 재해대출금, 불시 지출금액

에 대한 대출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원조로서 주택

대출금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⑥ 경조위로금 등

이 분야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의 경조사 등에 축의금이나 위로금 등

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이 분야는, 결혼, 출산, 입학 등의 축하금,

상병, 재해 등의 위로금, 퇴직시의 전별금, 본인이나 가족의 사망에 대

한 조의금,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⑦ 재산형성·종업원지주제도에의 원조

㉮ 재산형성

저축이나 주택취득 등 종업원이 재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

자재산형성촉진제도(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종업원

의 재산형성에 사용자가 원조하는 제도, 재형 주택구입 융자제도, 진학

융자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기업의 복리후생으로서,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에 의거하여 재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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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계약을 한 종업원에게 기업이 장려금이나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주택구입 원조에 포함되지만, 종업원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

에 기업이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에 의거하여 고용촉진사업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종업원에게 轉貸하는 재형전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종업원지주제도에의 원조

기업은 종업원이 자사 주식의 구입을 원조하기 위하여 주식구입에 대

하여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⑧ 장기휴업원조

이 부문은 상병 등에 의한 장기간의 결근자에 대한 원조를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원조는 상병휴직에의 소득보장과 신분보장으

로 나누어진다. 소득보장은 사회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부 이외에,

복리후생으로서 임금, 위로금, 요양보조금의 지급이나 대출금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신분보장은 상병에 의한 결근이나 유급휴가, 휴직의 취급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병 이외에 회사의 명령에 따라 또는 기업의

허가를 받아 기업이외의 업무에의 종사 및 노동조합에의 전속 등에 대

한 취급, 복직 등도 부가된다.

⑨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부가급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의

하여 지급되는 급부 이외에, 기업은 재해를 입은 자 및 가족에게 부가

적인 급부를 지급한다. 이 부가급부는 요양급부와 현금급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금급부는 휴업, 장해, 유족급부에 연금을 포함하는 정기지급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⑩ 피복·통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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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

피복은 작업복, 사무복, 작업모, 작업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피복은 대여 또는 지급의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종

업원이 부담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피복은 직장이나 직종에 따라

상이하며, 계절에 따라 상이한 예도 있다. 특수한 직장이나 직종에서는

피복에 셔츠, 넥타이, 양말, 오버코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통상

적으로 대여하거나 지급되는 피복의 매수가 정하여져 있다.

㉯ 통근시설

통근시설은 통근정기승차(승선)권, 통근용 버스나 자동차 및 선박, 게

다가 종업원이 개인으로 사용하는 통근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통근용

버스나 자동차, 선박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또는 종업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종업원이 개인으로 사용하는 통근시설에 있

어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차 등으로 통근하는 경우에 기업이 주

차장 등의 시설을 제공한다. 덧붙여서 말하면, 노동성의 임금노동시간

제도 등 종합조사 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물로 지급하는 통근정기

승차권과 회수권은 법정외복리비와 동일하게 현물급여 이외의 노동비

용 에 포함되지만, 현물급여 비용 으로서 법정외복리비와 다른 부문으로

분류된다. 또한 현금으로 통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현물급

여에 포함되어 과세의 대상이 된다.

⑪ 생활원호

복리후생에 의한 생활원호는 다종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은 사업소의 내외, 노동에의 직접적인 관련의 유무, 종업원 본인과 가

족에의 제공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현금에 의한 것과 현물

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다시 물품으로 제공하는 것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여하튼 생활원호의 부문은

다음 각종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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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시설

구매시설은 사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어서 직영 또는 위탁의 형

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구매시설, 자사제품 등의 무료공여 또는

할인판매, 자동판매기의 설치, 이·미용이나 세탁소 등의 시설, 생활협

동조합, 구매회, 전시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할인판매 등의 신용

판매, 계약할인점, 교체납입제도 등도 포함된다. 덧붙여서 말하면, 자사

제품의 판매 등의 경우에는 할인판매 뿐만 아니라, 계열기업에 의한 수

송수단을 이용하는 예도 있다.

㉯ 탁아·보육시설

기업이 경영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탁아소, 보육원, 유치원

등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 육영시설·장학제도

육영시설에 있어서는 지방근무자나 지방전근자 등의 자제의 교육에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는 육영기숙사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장학제도에서는 종업원 자제(유아를 포함한다)의 교육을 원조하기 위

하여 각종의 자금을 제공하는 육영자금이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

다. 또한, 장래 유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직자의 교육을 원조

하는 장학금제도를 마련하는 예가 있는데, 그 중에는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과 능력의 향상에 의한 기업에의 공헌을 기대하여 외국유학에도 장

학금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가정도우미제도

가정도우미(home helper)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의 가정에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작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위하여 기업

은 가사기술에 대하여 어느 수준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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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한다. 가정도우미는 가사담당자

의 질병이나 출산, 가족의 질병 및 이러한 것에 준하는 경우에 파견하

게 된다. 통상 가정도우미가 종사하는 업무는, 세탁이나 청소, 식사의

준비와 그 후의 뒷마무리, 피복의 수리, 자녀 돌보기 등과 같은 평상의

가사업무로서, 병자의 전문적인 간호, 대청소, 관혼상제, 가업의 보조

등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 관혼상제시설

이 부분은 결혼식장의 임대나 의상대여, 장례식장이나 기구의 임대

등과 같은 시설이나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신생활운동

이 부분은 생활합리화지도, 가족계획지도 등에 관한 각종의 운동 등

을 포함하고 있다.

㉴ 유족원조

유족에 대한 원조는 유족의 생계유지와 유아의 교육에 대한 원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유족원조는 공제회의 조직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

⑫ 기타

이 부분에는 해외근무자나 전출자에의 대책, 퇴직자에의 대책 등이

포함된다.

㉮ 해외근무자

최근 해외근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단신 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근무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

은 그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대책은, 근무지에 있어서의 주택, 가구나 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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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의료보건(의료·건강진단, 정밀검사 등), 보험·공제회(상해보험, 의

료보험, 자동차보험, 공제회 등), 업무상 재해의 보상, 금융(생계비 등의

융자), 육영(동반한 자제의 교육수당, 전학 경비의 보조, 국내에 남아있

는 자제의 육영자금이나 자제기숙사 등), 근무지 정부의 조세 및 기타

의 복리후생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의 복리후생은 식사, 오락 등으로 요약된다. 식사는, 예를 들면

특히 기본적인 일본식료품이 비교적으로 입수 곤란한 지역에 대한 일본

식료품을 송부하는 것으로서, 식료품은 소정의 리스트에 의한 정하여진

중량이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교적 장기간(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체

재할 예정인 해외근무자에게 정기적(예를 들면 1년에 3회)으로 보내어

진다. 이러한 식료품은 예를 들면 송료와 현지의 통관비용 또는 통관비

용만을 기업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송부된

다. 또한, 위문품은 1년에 1회 송부하는 예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이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오락에서는, 예를 들면 자제의 학습용 잡지, 가정의 교양, 취미, 오락

등의 잡지를 해외근무자에게 송부하고 기업이 송료를 부담하고 있다.

㉯ 전출자

전출자의 복리후생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

다. 전출자에 대한 복리후생으로는 통상 전출지의 주택시설이나 급식시

설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이나 식사에 대한 보조가 행하여진다. 또한 경조사 등에 대한 배려

도 부가되어 있다.

㉰ 퇴직자

기업에서는 퇴직자, 특히 정년퇴직자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중요시하

고 있다. 퇴직자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퇴직후의 소득보장이 가장 기

본적인데, 가장 중요한 대책인 퇴직금은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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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퇴직연금은 세제적격연금, 기업내 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생연

금기금에 의한 조정연금도 부가되어 있다. 또한 퇴직자에 대하여 마련

하는 단체생명보험도 여기에 부가할 수 있다. 적격연금 또는 비적격연

금인 이른바 기업내 연금은 기업의 전액부담, 노사쌍방의 부담, 퇴직금

의 일부갹출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가장 많다. 지급기간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어

느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유기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종신연금

보다는 유기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기연금의 지급기간은 10

년간이 비교적 많다. 대부분의 기업연금은 유족에 대한 급부를 마련하

고 있다.

3) 종업원의 종업원복지활동

종업원이 노동조합 등의 조직을 이용하는 종업원복지활동은, 종업원

이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종업

원에 의한 종업원복지활동은 기업에 의한 종업원복지시설에서 노무관리

적인 요소를 제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업원복지활동을 내용에

따라 대별하면, ①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②예금

이나 대출 등의 금융, ③물품구입의 알선 등에 의한 생활의 보강, ④주

택의 취득이나 임대, ⑤보건·의료, ⑥체육·문화·레크레이션 등으로

나누어진다.

①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서는, 화재, 생명 및

교통재해 등에 대한 공제활동이 실시되고 있으며, ②예금이나 대출 등

의 금융은, 노동금고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③물품구입의

알선 등에 의한 생활의 보강은, 생활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이용하여 생

활필수품의 구입을 알선하는 등의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④주

택의 취득이나 임대는, 조직적인 주택취득에 대한 원조나 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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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알선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⑤보건·의료는 협동조합방

식 등 조직적인 활동에 의하여 건강보호나 의료의 이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⑥체육·문화·레크레이션은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거나, 기회나

장소를 알선하거나, 또는 활동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마 . 종업원복지에 대 한 세제

1) 세제상에 있어서의 종업원복지

일본의 세제에는 종업원복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규정이 없지

만, 소득세법 제9조(비과세소득)에서 여비관계 , 통근비관계 , 직무상

필요한 급부 등 , 교육원조비 의 취급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

의 종업원복지에 관한 취급은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의

적용을 받으며, 그 세목은 동법시행령 제84조의2(법인 등의 자산의 전

속적 이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액) 및 관련되는 통달에 그 취급기준

이 정하여져 있다. 종업원복지에 관한 세제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개의

관점이 있다.

① 기업에 대한 세금의 취급

복리후생비는 기업의 사업수행상의 필요경비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

입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회계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를 수익을 내

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고 있는 것을 세제상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원칙은 국제적 기준으로 되어 있다. 단지, 세금회피나 이익조작

의 방지 및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교제비나 기부금의 손금산입

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임원상여금이나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는 이익처분 등의 예외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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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업원에 대한 세금의 취급

소득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이외의 노동의 대가

는, 원칙적으로 전부 급여로서 과세된다. 다만 그러한 것에 의한 경제

적 이익이 직무상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높거나, 사용·수익·처분에 현

저한 제약이 있거나, 과세가 사회적 관행에 융합되지 않거나, 또는 소

액인 것에 대해서는 통달 등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 취급, 또는 과세

순연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국가의 장려책 등으로 세제상 우대되

는 것도 있지만, 종업원복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것 같다. 과세하

지 않은 소득이 어떠한 관점에서 인정되고 있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업무수행상의 필요성

잔업급식, 제복·제모,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나 보안요인 등으로 거주

가 지정되어 있는 사택의 이용, 3교대 근무자의 선잠시설의 이용 등은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급부로 인정하여 비과세 취급되고 있다. 이 경

우 그러한 급부가 종업원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거나, 종업

원의 사생활을 저해하는 것 등도 비과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

㉯ 사회통념상의 이유

과세에 친숙하지 않은 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조금·위문금 등의

수급이다. 이밖에, 직장에서 주최하는 망년회, 가족동반 운동회, 위안회,

직장단위의 사원여행 등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행

사이고, 그것이 세간에 있어서의 적정액이라면 급여과세하지 않는 것으

로 되어 있다.

㉰ 선택성·환금성의 제약

종업원복지의 주체가 되는 현물급부, 시설이용 등은 그 사용·수익·

처분에 있어서, 그 선택이나 환금성에 제약이 많고, 급여소득으로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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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그러한 것의 대부분이 비과세

취급되고 있다.

㉱ 실무상의 제약

기업의 경비로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 종업원의 경

제적 이익으로서 그 가격을 포착하여 평가하는 것이 실무상 곤란한 경

우는, 굳이 과세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가격의 평가를 할 수 있

다 하더라도, 세무당국, 기업 양자에게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실무효

율이 나빠지는 경우에도 비과세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2) 일본의 종업원복지관련 세제

① 주택관련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 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세대용주택 (회
사보유, 임대),
독신자기숙사

○

사용인 : 사용자가 통상의 임대

료 의 50% 이상을 징수

하고 있는 경우

임 원 : 사용자가 통상의 임대

료 이상을 징수하고

있는 경우

소 득 세

기준통달

36-40,
36-41,
36-45,
36-47등

주 : 통상의 임대료 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다(소득세기본통달 36-41)
그 연도의 가옥의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0.2%＋12엔×당해 가옥의
총면적(㎡)/ 3.3＋그 연도의 토지의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0.22%(종
업원, 임원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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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 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집세보조, 주택

수당
○

주 : 집세보조, 주택수당은 급여소득으로서 과세된다.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 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주택구입융자 ,
이자補給

○

임원이 아닌 급여소득자 등이 자

기의 주거를 위한 주택 등의 취득

에 대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본인

(사용인)이 이율 3% 이상을 부담

하는 경우(그것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이

자는 비과세가 된다)

조세특별

조 치 법

제29조,
조세특별

조 치 법

시 행 령

제19조의

2

주 : 임원의 경우는 본인이 이율 5%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소득세기본통달 제

36-49)

② 레크레이션 관련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회사소유의 보

양소·운동시설,
사외의 보양소

나 운동시설의

이용보조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현저하

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여하고 있지 않

는 경우

소득세기

본통달 36
-29(과세하

지 않는 경

제적 이익

…사용과

수익의 제

공 등)

주 :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사용과 수익의 제공, 사용인 등의 복리후
생을 위한 시설의 운영비 등의 부담

104



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골프클럽 등에

의 가입(입회금,
연회비 등)

○

사용자의 골프클럽 등에의 입회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입

회비나 연회비를 자산으로서 계상

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기

본통달 36
-34, 36-35

주 : 법인회원인 경우(개인회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recreation행사

(회식, 여행, 연

예회, 운동회 등)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불참

자에 대하여 참가에 대신하여 금

전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임원만

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기

본통달

36-30(과세

하지 않는

경제적 이

익…사용자

가 부담하

는 레크레

이션비용

주 : 불참자에 대한 금품지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자기사정으로 참가하지 않
은 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면 참가자분에 대해서도 과세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사원여행 ○

여행기간이 4박5일 이내이고, 전

종업원의 50%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

소득세개

별통달

143

주 : 목적, 규모, 행사일정, 종업원의 참가비율, 사용자 및 참가종업원 등의
부담액 및 부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참가자 50% 이상의 조건은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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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형성 등 관련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재형저축제도

(이자)
○

재형연금저축과 재형주택저축에 대

해서는 합산하여 원본의 합계가

550만엔까지인 경우

조세특별

조치법

제4조의 2
∼3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사내예금제도

(이자)
○

주 : 「사내예금제도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20% 원천분리과세)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보험료보조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300엔
이하이고, 임원 또는 특정한 사용

인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득세

기본통달

36-32(과세

하지 않는

경제적 이

익…사용자

가 부담하

는 소액인

보험료 등)

주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또
는 선원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 피보험자로서 부담
하여야 할 보험료,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 등에 관계되는 보험
료 또는 부금(소득세기본통달 36-31의 1부터 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
지 않는 것을 제외)의 합계액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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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보험료부담 ○

사용자를 계약자로 하고, 임원 또

는 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사

용자 또는 사용인의 유족을 수취

인으로 하는 양로보험, 정기보험

등인 경우

소득세

기본통달

36-31

주 : 보험의 종류, 보험의 수취인 등에 따라 취급이 다름.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종업원지주제도

(익금)
○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임시지출에 관

한 대출
○

사용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

하여 행하는 저리대출로서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한 대출인 경우, 또

는 일반대출에서 임원 또는 사용

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연

5,000엔 이하인 경우

소득세

기본통달

36-28(과세

하지 않는

경제적 이

익…금전

의 무이자

대출 등)

주 : 주택이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출한 것이 명
확한 경우는 그 차입금의 이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고, 기타의
경우는 대개 10%의 이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평가한다(소득세기본통
달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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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사관련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외부기관의 식

권 등 지급
○

현금이나 기타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특적한

음식점에서만 이용 가능한

경우는 상기의 「식사의

지급」의 취급에 준한다

소득세기본통달

36-24(과세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잔업

또는 숙직·일직을

한 자에게 지급하

는 식사), 36-38

주 : 반드시 50% 부담할 것을 요함(7,000엔 이상의 식권).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식사의 지급 ○

사용자가 「식사의 가액」

의 50%이상을 사용인으로

부터 징수하고, 또한 사용

자 부담이 사용인당 월

3,500엔 이하인 경우, 또는

사용자가 잔업 또는 숙

직·일직을 한 자에게 식

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36-24(과세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잔업

또는 숙직·일직을

한 자에게 지급하

는 식사), 36-38

주 : 식사의 가액 은 다음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함( 소득세기본통달 36-38).
①사용자가 조리하여 지급하는 식사 : 그 식사의 재료 등에 요하는 직접

비에 상당하는 금액
②사용자가 구입하여 지급하는 식사 : 그 식사의 구입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사용자가 식사대로서 사용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는, 지급을 받
은 사용인에 대하여 통상 급여과세가 행하여지지만, 심야근무에 따르는
야식의 현물지급에 대신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
자에 의한 현물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1회에 300엔 이하의 금
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소득세개별통달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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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⑤ 건강관리관련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의 료 시 설 이 나

mental health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 현저하게 고액이 아

니고, 임원만을 대상으

로 하여 공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36-29(과세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사용

과 이익의 제공 등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인간dock 受診

보조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 현저하게 고액이 아

니고, 임원만을 대상으

로 하여 공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36-29(과세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사용과

이익의 제공 등

⑥ 가정생활지원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기업내 보육소,
사외 보육소의

이용료 보조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 현저하게 고액이 아

니고, 임원만을 대상으

로 하여 공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36-29(과세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사용과

이익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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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가정도우미

(home helper)
이용료 보조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 현저하게 고액이 아

니고, 임원만을 대상으

로 하여 공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36-29(과세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사용과

이익의 제공 등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baby-sitter 이용

료 보조
○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사내제품의 할인

판매
○

사용자에 의한 할인판매

의 가액이 사용자의 소

득가액 이상이고, 현저

하게 낮은 가격(통상가

격의 70%미만)이 아닐

것. 타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36-23(과세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상품

·제품 등의 할인판매

주 : 「타 일정요건」이란, 다음의 요건을 말함.
①할인율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또는 이러

한 자의 지위, 근속년수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
되는 범위내의 격차를 마련하여 정하여져 있을 것.

②할인판매를 하는 상품 등의 수량은, 일반소비자가 자기의 가사를 위
한 통상 소비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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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기계발관련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학자금 ○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지급

하는 학교교육법에서 규정

하는 학교(대학 및 고등전

문학교를 제외한다)의 수학

비용에 충당하는 금품이,
수학을 위한 비용으로서 적

정하고, 또한 임원 또는 사

용자의 친족만을 그 대상으

로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9-14, 9-16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자기계발프로그

램제공, 사외프

로그램의 경비

보조

○

사용자가 업무수행상의 필

요에 의거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연수회 등

의 출석비용 등을 부담하

고, 그 비용이 적정한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9-15

⑧ 경조·재해관련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결혼축의금, 출

산축의금
○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지급을 받는 자의 지위 등

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28-5

주 : 고용계약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축하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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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장제비, 향전, 재

해 등의 위로금
○

금액이 증여받는 자의 사

회적 지위, 증여자와의 관

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9-23

주 : 장제비, 향전 또는 재해 등의 위로금의 적용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私的 상병시의

상병수당금
○

주 : 사용자가 사용인의 사적인 상병에 의한 휴업기간중에 상병수당(급여)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과세가 되지만, 건강보험조합 등으로부터 지급받
는 건강보험에 관한 보험급부(상병수당금을 포함)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함(건강보험법 제69조)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장 기 근 속 표 창

의 금품
○

사용자가 장기근속표창으

로 행하는 여행, 연극관람

등에의 초대 또는 기념품

(금전제외)의 지급에 대해,
그 금액이 사용인의 근속

기간 등에 비추어 사회통

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게다가 10년이상의

근속년수자를 대상으로 하

고, 또한 2회 이상 표창을

받은 기간이 5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소득세기본통달

36-21(과세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장기

근속자의 기념품

등)

주 : 금전의 선택이 가능하면 과세함. 다수의 금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는 금전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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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노재보상의 부

가급부
○

손해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을 받는 보험료 및 손

해배상금(이러한 것에 유사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심

신 또는 자산에 가하여지

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을

받는 상당한 위로금일 경

우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제1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⑨ 기타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정년퇴직자 의

료 보 험 제 도 의

보험료부담

○

종업원이 정년퇴직후 일정

기간, 정년퇴직자를 수취인

으로 하는 배당금 또는 보

장성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쇼와60년直審

3-30, 4-15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통근수당 ○

일반의 통근자에 대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공교통기관 이용에

대해 10만엔까지)

소득세법 제9조
동시행령

제20조의2

주 : 전차, 버스, 자가용차, 자전차 등, 통근수단과 통근거리에 따라 비과세한
도액이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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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여비 ○

급여소득이 있는 자의 직무수

행을 위한 여행(거주이전을 포

함), 또는 취업이나 (사망)퇴직

한 자(의 유족)의 이러한 여행

에 대해, 그 여행에 필요한 지

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

는 금품이 그 여행에 대해 통

상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제9조
제4항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제복 ○

급여소득이 있는 자가 그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그 직무의

성질상 결여하는 것이 불

가능한(착용해야 하는) 경

우

소득세법 제9조
동시행령 제21조
제2항

주 : 제복, 제모, 제화에도 적용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사 무 복 · 작 업

복 등
○

근무장소에서만 착용하는

경우는 상기 제복의 취급

에 준한다.

소득세기본통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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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퇴직금관련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퇴직일시금 ○ 과세경감조치 있음.

소득세법 제30
조, 제31조,
소득세기본통달

31-3 등

주 :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서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을 공제한
2분의 1에 대하여 기타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함(소득세법 제30조, 제31조).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 법규

연금 ○ 과세경감조치 있음.
소득세법 제35조,
소득세기본통달

35-3

주 : 연금은 연령에 응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액을 잡소득으로서
과세함(소득세법 제35조)

기업복지시책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
과세 비과세

비과세의 요건 관련법규

유족연금 ○

사망한 자의 근무에 의거하

여 사용자이었던 자로부터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또는 사망한 자가 그 근무

에 직접 관련하여 가입한

생명보험 등에 의하여 유족

에게 지급되고, 사망한 자

가 생존중에 지급을 받았다

면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인

경우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제3호
소득세기본통달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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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종업원복지관 련 보험상품

1) 종업원복지제도와 생명보험의 역할

일본의 기업들은 종업원복지제도에 의한 복리후생급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종업원복지제도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판

매하고 있다. 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는 목적에 따라 크게, 재직중의 생

활보장, 정년후의 노후보장, 의료자금준비, 주택마련지원, 교육결혼자금

조성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목적별로 관련상품

을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다.

재직중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업은 법정외 산재유족보상제도, 사망

퇴직금·조위금제도, 유족·유자녀 연금제도, 종업원사망퇴직금·조위

금제도, 종업원자조노력조성제도 등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법정외 산재

유족보상과 사망퇴직금·조위금의 지급 및 유족·유자녀에 대한 연금제

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전원가입의 단체정기보험을 개발하

였으며, 종업원의 사망퇴직금과 조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경영자보험

을, 또한 재직중인 종업원의 자조노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의

단체정기보험 등을 각각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정년후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기업은 퇴직금제도와 종업원자조노력조

성제도 등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퇴직금제도는 기업연금보험과 후생연

금기금보험이, 정년후 종업원의 자조노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는 재형

연금보험, 재형연금적립보험, 갹출형 기업연금보험 등이 각각 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자금의 준비를 위한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단체형 의

료보장보험을, 종업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단체신

용생명보험과 재형기금·급부금보험 및 재형주택저축적립보험 등을 개

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재형저축적립보험을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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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종업원복지제도와 생명보험의 역할

종업 원 복 지 제 도 생 명 보 험

법정외 산재유족보상제도

사망퇴직금·조위금제도 단체정기보험(전원가입)

재직중의
생활보장 유족·유자녀연금제도

종업원사망퇴직금·조위금제도 경영자보험

종업원의 자조노력조성제도 단체정기보험(임의가입)
생명보험직역단체급제도

의료자금
준 비

의료보장제도(재직중·퇴직후) 의료보장보험(단체형)

종

업

원

복

지

퇴직금제도(일시금·연금) 기업연금보험(적격·비적격)
후생연금기금보험

정년후의
노후보장 종업원퇴직금제도 경영자보험

기업연금보험(종업원부수연금)

종업원자조노력조성제도 재형연금보험

재형연금적립보험

갹출형기업연금보험

생명보험직역단체급제도

주택대출금제도 단체신용생명보험

주택마련
지 원 주택자금적립장려제도 재형보험(재형기금·급부금보험)

종업원자조노력조성제도 재형보험(재형주택저축적립보험)

자녀교육/결혼자금대출제도교육결혼
자금조성 재형보험(재형저축적립보험)

종업원자조노력조성제도

자료 : FALIA, 日本團體保險의 動向 , 生命保險協會,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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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복지관련 보험판매실적

① 단체보험

단체보험의 보유계약금액은 1995년에 595조 8,771억엔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여 1998년에는 4 18조 6,236억엔을 기록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단체정기보험이 158조 6,346억엔,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이

99조 8,727억엔으로, 단체정기보험과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의 합계가

전년에 비하여 3.5%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단체신용생명보험은 152조

9,127억엔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다.

<표 Ⅳ-5> 단체보험의 신계약실적

(단위 : 억엔)

구분 1995 1996 1997 1998

사망보험 114,752 108,912 1,057,469 190,102

단체정기보험 107,990 103,692 1,023,850 97,188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 - - 85,574

단체신용보험 5,352 4,224 27,467 3,475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 1,410 996 6,152 3,866

단체종신보험 - - - -

생사혼합보험 29 85 11 -

단체양로보험 29 85 11 -

합 계 114,782 108,998 1,507,480 190,102

자료 : 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ファクトブック , 각호.

단체보험의 신계약금액은 1996년에는 10조 8,998억 엔이었으나 1997

년에는 105조 7,480억 엔으로 전년대비 870.2% 증가하였다가 1998년에

는 19조 102억 엔으로 전년대비 82.0%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신계약금

액이 대폭 증가한 후 감소한 것은 기존의 단체정기보험계약에 있어서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으로의 전환이 행하여졌기 때문이다. 신계약금액

118



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의 내역을 보면, 단체정기보험이 9조 7,188억 엔으로 전체의 5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8조 5,574억엔, 단체신용생명보

험 3,475억엔, 소비자신용단체생명보험 3,866억 엔의 순으로 되어 있다.

② 단체연금보험

1998년 말의 단체연금보험의 보유금액은 48조 9,137억 엔으로 전년대

비 3.5% 감소하였는데, 단체연금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총수입보험료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3%이고, 보유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25.5%이다.

<표 Ⅳ-6> 단체연금보험의 신계약실적

(단위 : 억엔)

구분 1995 1996 1997 1998

기업연금보험 34 3 - -

신기업연금보험 67 281 470 172

갹출형기업연금보험 50 13 35 51

연금복지사업단보험 - - - -

변액연금복지사업단보험 - - - -

후생연금기금보험 21 6 33 4

후생연금기금연합회보험 - - - -

국민연금기금보험 - - 0.2 0.01

국민연금기금연합회보험 - - - -

단체생존보험 8 100 305 -

합 계 180 404 843 227

주 : 단체연금보험의 금액은 제1회보험료를 나타낸다.
자료 : 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ファクトブック , 각호.

적격퇴직연금은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전공련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 1998년 말 생명보험계약의 연금자산은 10조 3,669억 엔으로 1996년

의 10조 7,587억 엔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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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퇴직연금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5년에 59.2%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여 1998년 말에는 51.8%를 차지하고 있다.

후생연금기금은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투자자문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중 생명보험계약의 연금자산은 14조 8,385억 엔으로 1995년

에 16조 1,776억 엔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였고, 후생연금기금

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1995년에

38.7%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여 28.9%로 되었다.

③ 재형보험·재형연금보험

1998년 말의 재형보험의 보유금액(책임준비금)은 1조 3,128억 엔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고, 피보험자수는 177만 5,020명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다.

내역을 보면 재형저축보험은 9,644억 엔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

고, 재형주택저축적립보험은 3,359억 엔으로 전년대비 0.01% 증가하였

으며, 재형급부금보험은 125억 엔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다.

<표 Ⅳ-7> 재형보험의 신계약실적

(단위 : 억엔)

구분 1995 1996 1997 1998

재형저축보험 35 56 49 39

재형주택저축적립보험 14 10 15 10

재형급부금보험 0.5 0.2 1 1

재형기금보험 - - - -

합 계 49 66 66 50

주 : 재형보험의 금액은 제1회보험료를 나타낸다.
자료 : 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ファクトブック , 각호.

재형연금보험의 보유금액은 6,932억 엔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

으나 건수는 34만 8,081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다. 그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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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재형연금보험은 593억 엔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재형

연금적립보험은 6,340억 엔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전금융기관에 대한 재형저축잔고(일반재형, 재

형주택, 재형연금)의 구성비는 1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8> 재형연금보험의 신계약실적

(단위 : 억엔)

구분 1995 1996 1997 1998

재형연금보험 - - - -

재형연금적립보험 9 8 13 8

합 계 9 8 13 8

주 : 재형연금보험의 금액은 연금개시시에 있어서의 연금원자, 재형연금적립
보험의 금액은 제1회보험료를 나타낸다.

자료 : 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ファクトブック , 각호.

④ 의료보장보험

의료보장보험은 공적의료보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 공적의료보험제

도에서의 자기부담분에 해당하는 치료급부금이 지급된다. 이 점이 질병

보험이나 입원보장의 특약과는 다른 점이다. 또한, 치료급부금 이외에

사망보험금과 입원급부금도 지원된다.

<표 Ⅳ-9> 의료보장보험의 신계약실적

(단위 : 억엔)

구분 1995 1996 1997 1998

개인형 0.3 0.3 0.3 0.2

단체형 2 2 4 5

합 계 2 2 4 5

자료 : 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ファクトブック』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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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의 보유계약건수는 156만 8,287건으로 전년대비 6.1% 증가),

보유계약금액은 65억 엔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1986년 4월에

단체형이, 1988년 4월에 개인형이 개발된 이후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⑤ 취업불능보장보험

종업원이 취업불능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보상하는 취업불능보장보

험은 1996년에 89억원이었던 신계약보험료가 1997년에는 666억원으로

전년대비 648.3%나 급증하였으나 1998년에는 200억엔으로 전년대비

70.0% 감소하였다. 취업불능보장보험은 단체취업불능보장보험이 신계약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불능보장보험과 장기취업불능보

장보험의 신계약실적은 아주 미미하다.

<표 Ⅳ-10> 취업불능보장보험의 신계약실적

(단위 : 억엔)

구분 1995 1996 1997 1998
취업불능보장보험 0.1 0.1 0.01 -
장기취업불능보장보험 1 1 0.3 -
단체취업불능보장보험 111 88 666 200

합 계 112 89 666 200

자료 : 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ファクトブック』 각 호

2 . 종업원복지의 현황

일본의 종업원복지의 현황은, 일본경영자단체연맹(日經連)에서 매년

약 1,200개의 日經連 가맹 업종단체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

는 「복리후생비 조사」(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책에 대하여 부담

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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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1) 종업원복지비용

<표 Ⅳ-11> 종업원 복지비용의 항목별 내용(전산업평균)

(단위 : 엔, %)

구 분
1997 1998 1999

1인당월액 구성비 1인당월액 구성비 1인당월액 구성비

현금급여총액 541,209 546,116 548,191

복리후생비 91,828 100.0 91,575 100.0 92,188 100.0

법 정복리비 62,896 68.5 63,162 69.0 63,763 69.2

건강보험 21,076 23.0 21,563 23.4

후생연금보험 34,238 37.3 34,777 37.7

고용보험 4,320 4.7 4,279 4.6

노재보험 2,775 3.0 2,626 2.8

아동수당갹출금 425 0.5 432 0.5

선원보험 1 0.0 1 0.0

노기법에의한법정보상 13 0.0 12 0.0

장해자고용납부금 48 0.1 73 0.1

법 정외복리비 28,932 31.5 28,413 31.0 28,425 30.8

주택 15,432 16.8 15,449 16.8

의료·보건 2,090 2.3 2,058 2.2

생활원호 4,540 4.9 4,263 4.6

경조·공제·보험 1,924 2.1 1,806 2.0

문화·체육·레크레이션 2,599 2.8 2,459 2.7

기타 2,347 2.6 2,390 2.6

통 근비용 9,537 - 9,344 -

통근비 8,695 - 4,072 -

안전위생비 987 - 765 -

퇴 직금 56,745 100.0 63,341 100.0 72,775 100.0

일시금 27,706 48.8 35,610 48.9

적격연금 등 17,236 30.4 22,735 31.2

후생연금기금부가부금 11,803 20.8 14,430 19.8

자료 : 일본경영자단체연맹 인터넷 홈페이지(http :/ / www .nikkeiren .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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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리후생비조사 에 의하면, 1999년의 경우 법정복리비와 법정외

복리비의 합계액인 복리후생비는 전년에 비하여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

데 반하여, 현금급여 총액와 복리후생비, 통근비, 안전위생비, 퇴직금

등의 합계액인 총노무비는 퇴직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7% 증

가하였다.

그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1999년에 기업이 부담한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1인당 1개월에 평균 92,188엔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는데,

그 중 법정복리비(사회보험료 등의 기업갹출분)는 63,763엔으로 전년대

비 1.0% 증가하였고, 법정외복리비(기업이 임의로 행하는 복지시책에

필요한 비용)는 28,425엔으로 전년대비 0.04% 증가하였다.

현금급여총액에 대한 법정복리비의 비율은 11.6%로 전년대비 0.07%

포인트 증가하여 복리후생비조사가 시작된 195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하였다. 이에 반하여 법정외복리비의 비율은 5.2%로 전년대비 0.02% 포

인트 감소하였다.

법정복리비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였고, 법정외복리비는 0.04% 증가

하였는데, 법정외복리비의 내역을 보면, 법정외복리비의 5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주택이 전년대비 0.01% 증가하여 전년과 거의 동일하며,

그 이외의 항목도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퇴직금(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합계액)은 1999년에 종업원 1인당 1

개월 평균 72,775엔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퇴직일시금이 전년에 비하여 2 1.3%나 증가하였다.

2) 법정외복리비의 내역

법정외복리비의 항목별 내역을 보면, 1999년의 경우에는 주택이 법정

외복리비의 54.7%로 법정복리비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원호가 15.0%, 문화·체육·레크레이션이 8.7%, 의

료·보건이 7.2%, 경조·공제·보험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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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표 Ⅳ-12> 법정외복리비의 항목별 내역

항목 1997 1999년
주 택계 15,432 15,449

세대용주택 7,253 7,344
독신자용기숙사 4,981 4,697
주택구입원조 1,265 1,002
분리불능 1,933 2,406

의 료·보건계 2,090 2,058
의료시설 1,447 1,440
보건위생 569 524
분리불능 74 94

생 활원호계 4,540 4,263
급식 2,866 2,829
구매 303 298
피복 657 468
통근시설 503 435
탁아·육영 27 26
가족원호 107 112
분리불능 77 95

경 조·공제·보험계 1,924 1,806
경조금 784 870
공제회 291 311
보험 844 620
분리불능 5 5

문 화·체육·레크레이션계 2,599 2,459
문화·체육·레크레이션시설 1,670 1,639
문화·체육·레크레이션활동 921 813
분리불능 8 7

기 타계 2,347 2,390
법적복리 부가급부 85 95
재산형성 1,034 989
기타 1,156 1,270
분리불능 72 36

법 정외복리비계 28,932 28,425

자료 : 일본경영자단체연맹 인터넷 홈페이지(http :/ / www .nikkeiren .or.jp)

주택에서는 세대용주택이 7,344엔으로 주택 전체 15,449엔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보건에서는 의료시설이 1,440엔으로 의료보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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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70.0%, 생활원호에서는 급식이 2,829엔으로 생활원호 전체의

66.4%, 경조·공제·보험에서는 경조금이 경조·공제·보험 전체의

48.2%, 문화·체육·레크레이션에서는 시설이 문화·체육·레크레이션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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