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 

2004년 7월 이후로 지급된 노재(산재)보험 급여에 
추가 급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매월 근로통계조사’에서 전수 조사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일부 추출조사로 한 
결과 통계상 임금액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동 조사의 평균 임금액의 변동을 기초로 개정률 등을 산정하고 있는 노재(산재)보험 
급여액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추가 급여가 필요로 하는 시기로 소급하여 추가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재(산재)보험 급여를 수급받으신 여러분과 그 유족 여러분께 

 ※ 2004년 7월 이후에 급여를 받은 분이라도 시기나  급여 기초일 액에 따라 추가 
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서류는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지급 결정 통지•지급 계좌이체 통지, 연금증서, 변경 결정 통지서 

2004년 ７월 이후 

다음 급여를 받은 분이 

추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병 (보상) 연금, 상병특별연금 
 ◆ 장애 (보상) 연금, 장애특별연금 
 ◆ 유족 (보상) 연금, 유족특별연금, 유족특별 일시금 
 ◆ 휴업 (보상) 급여, 휴업특별지급금                            등 

○ 추가 급여 사무 관련 상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 재계산 결과 수급액이 바뀌지 않는 분에게는 추가 급여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고지 개시 시기 지불 개시 시기 

노
재
연
금 

현재 
수급 

중인 분 
(2019년 
3월 시점) 

장래분 (2019년 4, 5월분부터 재계산한 액) 2019년 4월 2019년 6월~ 

과거분 

후생연금과의 지급 조정 등이 필요 없는 
분 2019년 5월~ 2019년 6월~ 

후생연금과의 지급 조정 등이 필요한 분 2019년 9월~ 2019년 10월~ 

                과거에 수급 받은 적이 있는 분 2019년 9월~ 2019년 10월~ 

고지 개시 시기 지불 개시 시기 

휴
업(

보
상)

급
여 

현재 
수급 

중인 분 
(2019년 
3월 시점) 

장래분 (2019년 4월에 휴업한 청구분부터 재계산한 
액) － 

2019년 5월~ 
(일부 4월에도) 

과거분 

후생연금과의 지급 조정 등이 필요 없
는 분 2019년 6월~ 2019년 7월~ 

후생연금과의 지급 조정 등이 필요한 
분 2019년 7월~ 2019년 8월~ 

과거에 수급받은 적이 있는 분 2019년 8월~ 2019년 9월~ 

과거에 수급받은 적이 있는 분으로 
시스템상 처리에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분 2019년 11월~ 2019년 12월~ 

※1 현주소가 확인되신 분부터 차례대로 

※2 필요한 본인 확인을 거쳐 차례대로 

※1 ※2 

※1 ※2 

※  ‘지급조정’은 노재연금과 후생연금(장애 또는 유족연금) 양쪽을 지급받는 경우
나 통근재해의 경우에 자동차 손해보상 책임 보험의 보상액과 지급액 조정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재계산한 금액으로 지급이나 추가 급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 전용 전화번호로 질문과 상담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우선 연락해 주십시오. 

노재(산재)보험 급여를 수급받으신 여러분께 

◆ 어떤 급여가 추가 급여 대상이 됩니까? 
◆ 언제쯤 급여된 것이 대상이 됩니까? 
◆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만…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급여에 관한 문의 전용 전화번호 ”  

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답변합니다 

급여에 추가 급여가 있을 가능2004년 7월 
이후에 지급된 노재(산재)보험 성이 있습니다. 

접수 시간  평 일          8:30~20:00   
       토·일·공휴일 8:30~17:15 
추가 급여문의 전용 전화번호 상담 기한은 당분간 없습니다. 

전용 전화번호 
 는 이쪽☞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 

✓ 외국어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는 창구는 이쪽입니다 

언어 개설 요일 개설 시간 전화번호 

영어 

월~금 

오전 10시~오후 ３
시 

(정오~오후 1시는 
제외) 

0570-001701 

중국어 0570-001702 

포르투갈어 0570-001703 

스페인어 0570-001704 

타갈로그어 화, 수, 목, 금 0570-001705 

베트남어 월~금 0570-001706 

미얀마어 월, 수 0570-001707 

네팔어 화, 목 0570-001708 

 0120-952-824  ※ 일본어로만 대응합니다 

※ 전화요금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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