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 건의



- 1 -

□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
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 그러나 지원대상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

원요건은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으며, 월보수액이 기본
급과 통상적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거의 모두 포함되어있어 현실적
으로 괴리감이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보수액 :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  
          로 수당 등), 단 비과세소득 일부(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 제외.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이 
     완벽히 상이함.
     *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 +月고정수당’만으로 판단
      -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수당
      - 제외되는 임금 : 각종 복리후생수당, 월단위 아닌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보완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외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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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요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 (프랑스) 현물급여(식사, 주택 등), 상여금, 팁, 휴가수당, 성과수당 등 모두 포함

- (영 국) 인센티브, 상여금, 숙박비,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등을 포함

- (일 본) 月고정임금만 포함(한국과 동일). 단 식사 등 현물은 실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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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건의
 ○ 양극화 개선과 구매력 향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에는 공감하나 인상폭이 매우 커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
는 바,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대폭 상향(50
명 미만)조정하여 주시고 월보수액 기준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
여 근로자의 월보수를 2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해 주실 것과

 ○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
을 통일되게 설정하여 주심은 물론, 

 ○ 셋째, 사회적 문제인 취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
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며,

 ○ 넷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만
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