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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第一条（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労働施策の総合的
な推進並びに労働者の雇用の安
定及び職業生活の充実等に関す
る法律（昭和四十一年法律第百
三十二号）と相まつて、公共に
奉仕する公共職業安定所その他
の職業安定機関が関係行政庁又
は関係団体の協力を得て職業紹
介事業等を行うこと、職業安定
機関以外の者の行う職業紹介事
業等が労働力の需要供給の適正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동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 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법
률」(소화41<1966>년 법률
제132호)과 더불어 사회에 봉
사하는 공공직업안정소, 그 밖
의 직업안정기관의 관계 행정청
또는 관계 단체의 협력을 통한
직업소개사업 등, 직업안정기관
외의 자에 의한 직업소개사업
등이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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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つ円滑な調整に果たすべき役
割に鑑みその適正な運営を確保
すること等により、各人にその
有する能力に適合する職業に就
く機会を与え、及び産業に必要
な労働力を充足し、もつて職業
の安定を図るとともに、経済及
び社会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
目的とする。

절하고 원활하게 조정하여야 하
는 역할에 비추어 그 적절한 운
영의 확보 등에 따라 각자의 능
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할 기
회를 부여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키며 나아가 직
업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職業選択の自由）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
限り、職業を自由に選択するこ
とができる。

제2조 (직업선택의 자유)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第三条（均等待遇）
何人も、人種、国籍、信条、性
別、社会的身分、門地、従前の
職業、労働組合の組合員である
こと等を理由として、職業紹介
、職業指導等について、差別的
取扱を受けることがない。但し
、労働組合法の規定によつて、
雇用主と労働組合との間に締結
された労働協約に別段の定のあ
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제3조 (균등대우)
누구든지 인종, 국적, 신념, 성
별, 사회적 신분, 가문, 이전의
직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
등의 이유로 직업소개, 직업지
도 등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
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노
동조합법」에 따라 고용주와 노
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노동협약
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四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職業紹介」
とは、求人及び求職の申込みを

제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직업소개”란 구
인 및 구직 신청을 받아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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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け、求人者と求職者との間に
おける雇用関係の成立をあつせ
んすることをいう。
○２ この法律において「無料の
職業紹介」とは、職業紹介に関
し、いかなる名義でも、その手
数料又は報酬を受けないで行う
職業紹介をいう。
○３ この法律において「有料の
職業紹介」とは、無料の職業紹
介以外の職業紹介をいう。
○４ この法律において「職業指
導」とは、職業に就こうとする
者に対し、実習、講習、指示、
助言、情報の提供その他の方法
により、その者の能力に適合す
る職業の選択を容易にさせ、及
びその職業に対する適応性を増
大させるために行う指導をいう
。
○５ この法律において「労働者
の募集」とは、労働者を雇用し
ようとする者が、自ら又は他人
に委託して、労働者となろうと
する者に対し、その被用者とな
ることを勧誘することをいう。
○６ この法律において「募集情
報等提供」とは、労働者の募集
を行う者若しくは募集受託者
（第三十九条に規定する募集受

(求人者)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
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
한다.
② 이 법에서 “무료직업소개”란
직업소개에 관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
지 아니하는 직업소개를 말한
다.
③ 이 법에서 “유료직업소개”란
무료직업소개 외의 직업소개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직업지도”란 직
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실습,
강습, 지시, 조언, 정보의 제공,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의 능력
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
하게 하고 그 직업에 대한 적응
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행하
는 지도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노동자의 모집”
이란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노동자가 되려는 자에게 피고용
인이 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말
한다.
⑥ 이 법에서 “모집정보 등 제
공”이란 노동자를 모집하는 자
나 모집수탁자(제39조에 따른
모집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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託者をいう。以下この項、第五
条の三第一項及び第五条の四第
一項において同じ。）の依頼を
受け、当該募集に関する情報を
労働者となろうとする者に提供
すること又は労働者となろうと
する者の依頼を受け、当該者に
関する情報を労働者の募集を行
う者若しくは募集受託者に提供
することをいう。
○７ この法律において「労働者
供給」とは、供給契約に基づい
て労働者を他人の指揮命令を受
けて労働に従事させることをい
い、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
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
等に関する法律（昭和六十年法
律第八十八号。以下「労働者派
遣法」という。）第二条第一号
に規定する労働者派遣に該当す
るものを含まないものとする。

항, 제5조의3제1항 및 제5조의
4제1항에서 같다)의 의뢰를 받
아 해당 모집에 관한 정보를 노
동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자의
의뢰를 받아 그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를 모집하는 자나 모집수
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⑦ 이 법에서 “노동자공급”이란
공급 계약에 근거하여 노동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동
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
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소화
60<1985>년 법률 제88호. 이
하 “「노동자파견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이 법에서 “특정지방공공단
체”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무
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방공
공단체를 말한다.

○８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地
方公共団体」とは、第二十九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無料の職業
紹介事業を行う地方公共団体を
いう。
○９ この法律において「職業紹
介事業者」とは、第三十条第一
項若しくは第三十三条第一項の

⑨ 이 법에서 “직업소개사업자”
란 제30조제1항이나 제33조제1
항의 허가를 받거나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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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可を受けて、又は第三十三条
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十三条
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
して職業紹介事業を行う者をい
う。
○１０ この法律において「労働
者供給事業者」とは、第四十五
条の規定により労働者供給事業
を行う労働組合等（労働組合法
による労働組合その他これに準
ずるものであつて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
。）をいう。
○１１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
情報」とは、個人に関する情報
であつて、特定の個人を識別す
ることができるもの（他の情報
と照合することにより特定の個
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となるものを含む。）をいう。

제1항이나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직업소개사업
을 하는 자를 말한다.

第五条（政府の行う業務）
政府は、第一条の目的を達成す
るために、次に掲げる業務を行
う。
一 労働力の需要供給の適正か
つ円滑な調整を図ること。
二 失業者に対し、職業に就く
機会を与えるために、必要な
政策を樹立し、その実施に努

제5조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적절
하고 원할하게 조정할 것
2. 실업자에게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를

⑩ 이 법에서 “노동자공급사업
자”란 제45조에 따라 노동자공
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
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
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
한다.
⑪ 이 법에서 “개인정보”란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
보와 대조하여 특정 개인을 식
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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めること。
三 求職者に対し、迅速に、そ
の能力に適合する職業に就く
ことをあつせんするため、及
び求人者に対し、その必要と
する労働力を充足するために
、無料の職業紹介事業を行う
こと。
四 政府以外の者（第二十九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無料の職
業紹介事業を行う場合におけ
る特定地方公共団体を除く
。）の行う職業紹介、労働者
の募集、募集情報等提供事業
、労働者供給事業又は労働者
派遣法第二条第三号に規定す
る労働者派遣事業及び建設労
働者の雇用の改善等に関する
法律（昭和五十一年法律第三
十三号。以下「建設労働法」
という。）第二条第十項に規
定する建設業務労働者就業機
会確保事業（以下「労働者派
遣事業等」という。）を労働
者及び公共の利益を増進する
ように、指導監督すること。
五 求職者に対し、必要な職業
指導を行うこと。
六 個人、団体、学校又は関係
行政庁の協力を得て、公共職

위하여 노력할 것
3. 구직자에게 신속히 그 능
력에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구인자에게 그가 필요
로 하는 노동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것
4. 정부 이외의 자(제29조제1
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을 하는 경우의 특정지방공공
단체를 제외한다)가 하는 직
업소개, 노동자의 모집, 모집
정보 등 제공사업, 노동자공급
사업 또는 「노동자파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동자파
견사업 및 「건설노동자의 고
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소
화51<1976>년 법률 제33호.
이하 “「건설노동법」”이라 한
다) 제2조제10항에 따른 건설
업무노동자취업기회확보사업
(이하 “노동자파견사업 등”이
라 한다)을 노동자 및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지도·감독
할 것
5.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지
도를 할 것
6. 개인, 단체, 학교 또는 관
계 행정청의 협력을 얻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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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安定所の業務の運営の改善
向上を図ること。
七 雇用保険法（昭和四十九年
法律第百十六号）の規定によ
つて、給付を受けるべき者に
ついて、職業紹介又は職業指
導を行い、雇用保険制度の健
全な運用を図ること。

공직업안정소의 업무 운영 개
선 향상을 도모할 것
7. 「고용보험법」(소화
49<1974>년 법률 제116호)
에 따라 급부 받을 자에 대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실
시하고 고용보험제도의 건전
한 운용을 도모할 것

第五条の二（職業安定機関と特定 제5조의2 (직업안정기관과 특정
地方公共団体等の協力）
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
職業安定機関及び特定地方公共
① 직업안정기관 및 특정지방공
団体、職業紹介事業者又は労働
공단체, 직업소개사업자 또는
者供給事業者は、労働力の需要
노동자공급사업자는 노동력의
供給の適正かつ円滑な調整を図
수요·공급을 적절하고 원활하게
るため、雇用情報の充実、労働
조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고용정
力の需要供給の調整に係る技術
보, 노동력의 수요·공급 조정에
の向上等に関し、相互に協力す
관한 기술 향상 등에 관하여 상
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
다.
○２ 公共職業安定所及び特定地
② 공공직업안정소 및 특정지방
方公共団体又は職業紹介事業者
공공단체 또는 직업소개사업자
は、求職者が希望する地域にお
는 구직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いてその能力に適合する職業に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
就くことができるよう、職業紹
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에 관하
介に関し、相互に協力するよう
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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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条の三（労働条件等の明示） 제5조의3 (노동조건 등의 명시)
公共職業安定所、特定地方公共
① 공공직업안정소, 특정지방공
団体及び職業紹介事業者、労働
공단체 및 직업소개사업자, 노
者の募集を行う者及び募集受託
동자를 모집하는 자 및 모집수
者並びに労働者供給事業者は、
탁자, 노동자공급사업자는 각각
それぞれ、職業紹介、労働者の
직업소개, 노동자모집 또는 노
募集又は労働者供給に当たり、
동자공급의 경우에 구직자, 모
求職者、募集に応じて労働者に
집에 따라 노동자가 되려는 자
なろうとする者又は供給される
또는 공급되는 노동자에게 그
労働者に対し、その者が従事す
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및 임
べき業務の内容及び賃金、労働
금, 노동시간, 그 밖의 노동조
時間その他の労働条件を明示し
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なければならない。
○２ 求人者は求人の申込みに当
② 구인자는 구인 신청을 하는
たり公共職業安定所、特定地方
경우에 공공직업안정소, 특정지
公共団体又は職業紹介事業者に
방공공단체 또는 직업소개사업
対し、労働者供給を受けようと
자에게 노동자공급을 받으려는
する者はあらかじめ労働者供給
자는 사전에 노동자공급사업자
事業者に対し、それぞれ、求職
에게 각각 구직자 또는 공급되
者又は供給される労働者が従事
는 노동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
すべき業務の内容及び賃金、労
용 및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働時間その他の労働条件を明示
노동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求人者、労働者の募集を行
③ 구인자, 노동자를 모집하는
う者及び労働者供給を受けよう
자 및 노동자공급을 받으려는
とする者（供給される労働者を
자(공급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雇用する場合に限る。）は、そ
경우로 한정한다)는 각각 구인
れぞれ、求人の申込みをした公
신청을 한 공공직업안정소, 특
共職業安定所、特定地方公共団
정지방공공단체나 직업소개사업
体若しくは職業紹介事業者の紹
자의 소개에 의한 구직자, 모집
8

介による求職者、募集に応じて
労働者になろうとする者又は供
給される労働者と労働契約を締
結しようとする場合であつて、
これらの者に対して第一項の規
定により明示された従事すべき
業務の内容及び賃金、労働時間
その他の労働条件（以下この項
において「従事すべき業務の内
容等」という。）を変更する場
合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場合は、当該契約の相手方とな
ろうとする者に対し、当該変更
する従事すべき業務の内容等そ
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前三項の規定による明示は
、賃金及び労働時間に関する事
項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事項については、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
ればならない。

에 따라 노동자가 되려는 자 또
는 공급되는 노동자와 노동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이들에
게 제1항에 따라 명시된 종사
할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노동
시간, 그 밖의 노동조건(이하
이 항에서 “종사할 업무의 내용
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경
우,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되려는 자에게 그 변
경되는 종사할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五条の四（求職者等の個人情報
の取扱い）
公共職業安定所、特定地方公共
団体、職業紹介事業者及び求人
者、労働者の募集を行う者及び
募集受託者並びに労働者供給事
業者及び労働者供給を受けよう

제5조의4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① 공공직업안정소, 특정지방공
공단체, 직업소개사업자 및 구
인자, 노동자를 모집하는 자 및
모집수탁자, 노동자공급사업자
및 노동자를 공급받으려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명시는 임금 및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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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する者（次項において「公共
職業安定所等」という。）は、
それぞれ、その業務に関し、求
職者、募集に応じて労働者にな
ろうとする者又は供給される労
働者の個人情報（以下この条に
おいて「求職者等の個人情報」
という。）を収集し、保管し、
又は使用するに当たつては、そ
の業務の目的の達成に必要な範
囲内で求職者等の個人情報を収
集し、並びに当該収集の目的の
範囲内でこれを保管し、及び使
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
、本人の同意がある場合その他
正当な事由がある場合は、この
限りでない。
○２ 公共職業安定所等は、求職
者等の個人情報を適正に管理す
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
ればならない。
第五条の五（求人の申込み）
公共職業安定所、特定地方公共
団体及び職業紹介事業者は、求
人の申込みは全て受理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申込
みの内容が法令に違反するとき
、その申込みの内容である賃金
、労働時間その他の労働条件が

(제2항에서 “공공직업안정소
등”이라 한다)는 각각 그 업무
에 관하여 구직자, 모집에 따라
노동자가 되려는 자 또는 공급
되는 노동자의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구직자 등의 개인정
보”라 한다)를 수집·보관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
서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
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서 이를 보관 및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공공직업안정소 등은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5조의5 (구인 신청)
공공직업안정소, 특정지방공공
단체 및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
신청을 전부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 그 신청 내용인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노동
조건이 통상적인 노동조건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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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常の労働条件と比べて著しく
不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又
は求人者が第五条の三第二項の
規定による明示をしないときは
、その申込みを受理しないこと
ができる。

교하여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
정하는 때 또는 구인자가 제5
조의3제2항에 따른 명시를 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五条の六（求職の申込み）
제5조의6 (구직 신청)
公共職業安定所、特定地方公共
① 공공직업안정소, 특정지방공
団体及び職業紹介事業者は、求
공단체 및 직업소개사업자는 구
職の申込みは全て受理しなけれ
직 신청을 전부 수리하여야 한
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申込
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
みの内容が法令に違反するとき
에 위반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
は、これを受理しないことがで
지 아니할 수 있다.
きる。
○２ 公共職業安定所、特定地方
② 공공직업안정소, 특정지방공
公共団体及び職業紹介事業者は
공단체 및 직업소개사업자는 특
、特殊な業務に対する求職者の
수한 업무에 대한 구직자의 적
適否を決定するため必要がある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と認めるときは、試問及び技能
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기능
の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第五条の七（求職者の能力に適合
する職業の紹介等）
公共職業安定所、特定地方公共
団体及び職業紹介事業者は、求
職者に対しては、その能力に適
合する職業を紹介し、求人者に
対しては、その雇用条件に適合

제5조의7 (구직자의 능력에 적합
한 직업의 소개 등)
공공직업안정소, 특정지방공공
단체 및 직업소개업자는 구직자
에게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
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그
고용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
개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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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求職者を紹介するように努
め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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