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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구성체계*
― 카나다와 한국의 고용보험법을 기초로 한 비교연구 ―
1)

李 興 在**

Ⅰ. 머리말
요즈음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통한 자기보람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건전
한 가정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이른바 노동인격을 제대로 향유하는 근로
자는 얼마나 많을까? 아니면 고용과 단절된 실업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법
에 의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구직기간 동안 최소한의 평온한 가정생활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조치를 취하고 소극적으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을 표방
한 고용보험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지 거의 10 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겪었던 심각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된 실업 및 고용불안에
대하여 특히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제도가 겉으로 내세우는 목적에 합당한 기능
을 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구성체계는 3 개월 내지 8 개월
동안 이직 당시 평균임금의 절반수준만 지급하는 구직급여로 단순화되어 있을
뿐이고 근로자의 실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상의 각종 위험에 대응하는 다양
한 특별급여제도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실있는 실업급여제도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연대적 공생원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자
본주의사회의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
업자의 양산과 이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그리고 빈부갈등으로 사회분열이 심
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실업급여제도의 충실화가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실업급여를
이 글의 주제로 삼은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정석기금)의 일부를 지원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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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검토의 대상은 실업급여의 구조 중에서 그 수급자격과 구성체계로 범
위를 한정하려고 한다.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조건이고 그 구성체계 즉 실업급여의 구조와 종류 및
내용이 실업자의 기본생활보장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고찰의 대상에 관한 검토의 방법으로는 카나다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것을 비교하지만 주로 그 차이점을 부각하는 비교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비교방법론1)을 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구조는 단순한
구직급여 체계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실업자의 생활상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구
성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
본방향의 설정에 이를 참고하려는 데에 있다. 다른 나라 중에서 굳이 카나다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같은 북미대륙에 있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실업급여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을 다함께 조화롭게 이루어낸 카나다
의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일차적 이유와 또한 유럽의 주요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실업급여제도에 비하여 카나다의 경우는 우리에게 비교적 덜 알려졌
다는 부차적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인 비교의 기초자료2)는 두 나라의 실정법령
을 중심으로 하고 검토의 순서는 쟁점별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카나다의 제도를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간단히 우리의 제도와 비교를 한 다음 마지막으
1) 노동법 내지 사회보장법의 비교방법론에서 중요한 과제는 비교하는 주제에 대하여 먼
저 비교하는 나라 사이의 다른 차이점을 찾아내고(규범적 접근) 그 차이점을 야기한
역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법사회학적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특히 법
제도나 사회구성이 다른 나라 사이의 비교에 유용한 방법론이다(Tore Sigeman, A
Nordic Method of Labor Law Comparison, Comparative Labor Law Vol. 6, No. 3
(Fall 1984), p.292. 또한 이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자 스스로가 빠질 수 있는 ‘문화
적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비교하는 나라 사이의 언어, 법제도, 경제적 요인, 정치
적 요인, 이데올로기적 측면 등에 관한 대조표(check list)를 작성하여 가능한 한 객관
적 입장을 견지하는 접근방법이 완벽을 기하는 길이다(David Ziskind, Cultural Bias
in Labor Law Comparison, Comparative Labor Law Vol. 6, No. 3(Fall 1984), pp.278284. 그러나 이 글은 비교방법의 제 1단계로 먼저 카나다와 한국의 고용보험법을 중
심으로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규범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이에 관한 법사회학적 접근
방법 등의 연구는 다음 과제로 삼기로 한다.
2) 카나다의 고용보험법(The Employment Insurance Act) 및 그 시행령에 관한 2004년 7
월 현재 자료는 website http://laws.justice.gc.ca/en/E-5.6/index.html(Updated to April
30, 2004)에 의거하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일부 판결례와 참고자료는 website
http://www.ei-ae.gc.ca/en/library/search.shtml(Last modified: 2004-04-16)에 의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관련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인용근거를 일일이 밝히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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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의 종합평가를 하려고 한다.

Ⅱ. 급여의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이직(수입의 중단), 일정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
간의 충족,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정당한 이유 없
는 자발적 이직과 귀책행위) 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할 것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지만 이 중에서 마지막 2 개의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이
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자발적 이직과 귀책행위
(1)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이유”
1) 카나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자발적 이직의 “ 정당한 이유” 에 대하
여 고용보험법은 일반조항으로서 그 정의규정을 두고 또한 나아가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정당사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예시하고[s. 29(c)] 있는 점이 특색이다.

a) 일반적 기준의 정의
정의규정은 그 정당한 이유를 “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이직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정당한 이유에 대
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부담함은 물론이다.

b) 구체적 사유의 예시
고용보험법상의 정의규정은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이유는 “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판단할 것을 그 일반기준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를 고려할
때 포함되어야 할 제반사정의 구체적 사유를 명문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성적 희롱이나 기타 희롱, ii) 다른 거주지에 배우자,3) 보통법상의 파트너,4)

3) 연방항소법원은 “배우자”의 법적 정의가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내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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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를 동반해야 할 의무, iii) 카나다 인권법의 범주에서 금지된 차별사유로
인한 차별, iv)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근로조건, v) 자녀 또는 동거가족을 돌보아
야 할 의무, vi) 곧 가까운 장래에 다른 직업을 가질 합리적 확신, vii) 임금이나
보수에 대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화, viii) 과도한 연장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
한 보상의 거절, ix) 근로제공의무의 중대한 변화, x) 근로자에게 그 일차적 책임
을 지울 수 없는 근로자와 감독자 사이의 적대관계, xi) 법에 위반하는 사용자의
행위, xii) 노동조합이나 단체, 기구의 회원인 것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xiii) 근로자의 이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압력, xiv) 법령에 규정된 다른 합리
적인 기타 사정5) 등이다.

c) 정당한 이유의 판단
첫째, 명문으로 예시된 구체적 사유항목은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
할 때에 결코 결정적이고 제한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로자
가 이직한 어떠한 사정이 비록 구체적 사유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
반적 정의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이유로 평가된다. 이와 반대로 규정된
구체적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컨대 근로자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진 경우처럼
상황이 일반적 정의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6)
둘째, 정당한 이유는 이직 당시의 모든 사정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committed relationship)”가 입증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anada
(Attorney General) v. Laurin, (2001) F.C.A. 59].
4) “보통법상의 파트너”의 의미는 “근로자가 적어도 1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사람”(동성
결혼의 상대방도 포함)으로 풀이된다.
5) 지금까지 이러한 기타의 다른 합리적인 사정을 유일하게 규정한 것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있다(s. 51). 그 시행령은 사용자가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또한 다른 근로
자의 고용을 보전할 때에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를 자발적 이직의 합리
적인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의 일반적 의
미를 판단하는 권위 있는 기준판례로 여전히 인용되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Tanguay
et al. v. Un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 (1985), 10 C.C.E.L. 239 (F.C.A.)]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6) 영업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측에 계속 고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와 또한 예상되
는 고용상실의 대안으로 제시한 다른 고용을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Daniel Black, “What's New in Unemployment
Insurance?,” Canadian Employment Law for U.S. Companies(1999. 1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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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이직한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정
의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불충분하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제반사정을 함께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하여 증거의 전체성(totality of evidence)원칙에 따라 그 요
건을 충족시킨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권리구제 절차의 실제7)에 있어서는 청구당사자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i) 이직할 수
밖에 없는 본질적 고충이나 또는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 ii) 그 고충을 경감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의 증빙, iii) 제반사정이 급박하여 적절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근로관계 종료 전에 다른 직업에 대한 구
직활동을 벌인 것 등이다.
2) 한국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 한 경우에는 수
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5 조 제1 항), 이때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명문규정을 하고 있다( 제45 조 제2 항). “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 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은 a)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b)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c)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
직한 경우라고 예시규정을 하고 있다(제57 조의 2).
3) 비교
자발적 이직의 “ 정당한 이유” 에 대하여 카나다는 모법에서 일반조항의 정의규
정을 하고 동시에 그 구체적 이유를 자세하게 예시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 크게
7) 카나나에서는 권리구제절차의 실제에 있어서 연방항소법원의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하
여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즉 “연방항소법원은 청구인들에게 허용되는 의도된 넓은
항소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 그들의 판단은 급여의 법적 분석 없이 하고
있으며, 또한 간결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 추론의 분명한 흠결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공평한 중재자의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Gaile McGregor, “Anti-Claimant Bia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ppeals System: Causes, Consequences, and Public Law
Remedies,”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Law & Practice Vol. 15(2001-2002),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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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이다. 카나다의 경우 그 예시하고 있는 구체적 이유가 직접적인 근로관계
에 관련된 부분도 많지만 상당부분이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자녀 및 가족
사랑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
는 이직이라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카나다는 곧 가까운 장래에 다른
직업을 가질 합리적 확신을 가지고 사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직이라
고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또한 다른 점이다.

(2) 귀책행위(비행)의 정도
1) 카나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비행으로 직업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자격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s.30(1)] 또한 비행으로 인해 근로
관계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혹은 직장을 상실하거나 자발적
으로 이직할 때까지는 고용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s.31(a)(b)].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이직의 “ 정당한 이유” 와는 달리 “ 비행”
의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론에 맡기고 있다.

a) “ 비행” 의 의미
일련의 선결례는 비행의 정의를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여 왔는데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비행은 근로자의 행위가, i)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대할 권리가 있는 행동의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또는 ii) 위법한 의도나 악의적 계
획을 드러내는 정도의 혹은 재발하는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을 고
의나 악의적으로 침해할 때에 발생한다.

b) 비행의 해고사유 판단
주장된 비행은 ‘ 진실하거나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한 단순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8) 사용자는

8) “부정직”과 해고.
카나다의 대법원은 근로자의 부정직이 자동적으로 해고의 포괄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McKinley v. B.C. Tel, [2001] S.C.R. 38]. 즉 “부정직이 근로계약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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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미 잊혀졌거나 용서한 지난날의 사건들을 근로자의
비행으로 주장할 수 없다.

c) 비행의 입증책임
비행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통상적으로 심사위원회가 부담하
는 것이 원칙이다. 위원회는 비행의 존재 자체와 직업상실의 원인으로 된 비행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2) 한국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된 경우에는 수급자
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5 조 제1 항),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의 유무
의 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명문
규정을 하고 있다(제45 조 제2 항). “ 중대한 귀책사유” 의 기준에 대하여 고용보험
법시행규칙은 a)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경우, b)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c)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라고 예시하고 있다(제57 조의 2).
3) 비교
한국은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수급자격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중
대한 귀책사유의 기준을 고용보험법시행규칙으로 제시한 점이 “ 비행” 의 정의규정
을 두지 않고 그 기준을 해석론에 맡기고 있는 카나다의 경우와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귀책행위의 해고사유
판단을 해석론에 유보하고 있는 점은 양 국가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다.

질적 조건을 위반하거나, 근로관계에 고유한 신뢰를 침해하거나, 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와 근본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불일치될 경우” 그 부정직은 해고의 정
당사유가 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부정직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또는 선택적 대안으로 보다 가벼운 제재가 적당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를 판사에게 부과한 점이 특징이다. 이 판결과 동일한 원리가 고용
보험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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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구직활동
(1) 카나다
근로자가 適職(Suitable Employment)을 얻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급여의 수급적격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문제되는 점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
다.
1) 적직의 의미
고용보험법은 적직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반대로 구직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고용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하고 있다[s.

27(2)]. 따라서 이 명문규정의 반대해석을 통하여 적직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추
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3 가지 범주를 고용보험법은 적직이 아닌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a) 노동쟁의로 야기된 조업중단의 결과 발생한 고용.
b)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것보다 더욱 낮은 저임
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의 동종 직업분야 내의 고용.

c) 보다 낮은 비율의 수입이나 또는 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의
동종 직업분야 밖의 고용.
그러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위의 c)경우는 그 적용이 중단되어 적직
의 대상으로 된다. 즉 근로자는 자신의 종래 직업분야 밖의 다른 영역이라 할지
라도 그 다른 분야의 직업이 동종의 직업과 같은 정도의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라면 그 다른 직업에 고용되어야 한다[s. 27(3)].
2) 적직에 대한 허용된 한정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적직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며 또
한 구직의 대상인 직업의 유형과 범주에 대하여 근로자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합
리적인 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s. 27(2) 및 s. 27(3)].
근로자가 종전의 직업에 한정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의
구직기간이 허용된다. 이때 근로자가 종전의 직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와 같은 직업을 찾는 구직활동의 기간이 비례하여 오래 허용되도록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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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종전의 직업에 종사한 기간이 짧으면 동종의 직업에 대한 구직활동
기간이 짧게 인정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종전직업의 근속기간에 따라서 허용된 종전직업에 대한 다양
한 합리적인 구직활동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근로자는 직역으로는 과감하게
종전직업 밖의 다른 분야나 또는 지리적으로는 구직장소를 한층 더 광역화하여
보다 폭넓은 구직활동을 벌여야만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또한 임금의 저하 등
을 기꺼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3) 적직의 구직활동에 대한 입증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적직을 얻기 위한 “ 합리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한 것
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 50(8)]. 이러한 입증의 요구는 근로자가 매일마
다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 기록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적직의 거부: 수급자격 상실사유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직을 거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 27(1)].

a) 자리가 비어 있거나 곧 비어질 그러한 적직에 신청을 하지 않든지 또는 근
로자에게 부여된 적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겅우.

b) 적직을 찾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c) 적직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근로
자에게 내린 서면의 지시가 근로자의 사정과 통상적인 직업취득의 방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서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d) 위원회가 추천한 인터뷰에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2) 한국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그 요건의 하나로서 피보
험자가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제31 조 제1 항

4 호).
1) 적직 개념의 결여
이처럼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의 대상에 관하여 “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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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 적직” 의 개념9)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재취업
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고용에 대하여 따로 명문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러므로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의 적직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파악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2) 구직활동의 입증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
여 2 주간에 1 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
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특정 범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4 조 제3
항 및 제4 항).
3) 소개한 직업 등의 거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이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
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제46 조 제1 항). 그 정당한 사유는 a) 소
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
력에 부적당한 경우, b)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때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c)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
역의 동종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부당하
게 낮은 경우 등이다.

9) 근로권의 재해석을 통하여 “근로권의 보장은 단순한 근로의 기회의 제공이 아니라 근
로자가 직업소개, 실업급부, 직업훈련, 실업대책사업 등 공적제도를 이용하여 자발적
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또한 보다 나은 근로조건의 고용을 선택할 권
리”를 적직선택권 또는 적직선택의 자유라고 한다. 즉 “국가의 적극적 고용정책이 노
동시장을 계획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와 고용불안정이
심화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종속성이 강화되어 근로자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인
력수급의 대상물로 전락되고 … 주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의 근로 즉 자유의 계기를 포함한 근로의 보장이 근로권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것
을 구체적 권리로서 표현한 것이 고용선택의 자유이다.” 조경배, “고용보장의 노동법
적 원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2),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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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적극적 구직활동의 대상으로서 “ 적직” 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느냐의 여부가
양국가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적직 선택권은 근로권의 구체적 실현인 고용보장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이다. 근로자 스스로의 능력과 취향에 적당한 직업
을 선택하여 이에 종사함으로써 일을 통한 자기계발과 보람을 찾는 것이야말로
노동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노동인격의 진정한 성취이기 때
문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설정된 적직을 찾는 구직활동기간에는 실업급
여를 지급하는 카나다의 경우는 실업근로자에게도 노동인격을 존중하려는 사회
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적직
선택을 통한 노동인격의 존중이라는 기본인식이 전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10)

Ⅲ. 급여의 구조와 체계
실업급여의 구성이 일반적인 통상급여의 단일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양
한 구조로 짜여 있는지의 여부가 급여의 구조문제이고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급여의 체계문제이다. 사실 급여의 구조와 체계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 구성체계가 파생되지만 편의상 이를 따로
고찰하기로 한다.

1. 급여의 구조
(1) 카나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급여와 특별급여의 양대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지
만 특히 저소득가족을 위한 가족보충급여가 부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
색이다.11) 통상급여와 특별급여의 구분은 실업급여의 원인으로 된 ‘보험사고’를
10) 이러한 기본인식의 결여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국
가책임원리의 허구성, 직업안정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비(직업안정기관이 담당해야 될 기능을 지금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
무를 맡고 있는 실정) 등으로 구체화되어 고용보험법의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흥재,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와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1998. 8), 255-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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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체계화된 것이고, 저소득가족을 위한 가족보충급여는 ‘보장의 필요’ 를
기준으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의 비율을 상향조정한 또 다른 의미의
특별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1) 특별급여의 구조적 특징
특별급여는 근로자 자신의 건강보장( 상병급여)과 모성보호(임신급여),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보살핌(육아급여와 간병급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험사고

(수급요건)의 성격상 통상급여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
이처럼 특별급여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임신, 그리고 가족의 출생(입양)이
나 사망에 이르는 중병을 그 수급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급여의 수급요건으
로 필요한 “ 일할 능력이 있고 곧 바로 일에 전력할 수 있는 상태” 를 요구하지
않는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특별급여는 통상급여와는 달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그 각각의 급여에
있어서 안정근로자와 불안정근로자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다.
2) 급여간의 결합
통상급여와 특별급여는 그 취지와 수급요건이 다르므로 동종의 중복급여가 아
니기 때문에 상호 병존하여 급여간의 결합이 가능하며 또한 특별급여 범주의 각
종 급여도 그 보험사고가 이질적이므로 상호간의 급여결합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a) 특별급여 범주의 급여간의 결합
특별급여의 범주에서 각종 급여간의 결합은 하나의 급여에서 네 개 전부의 급
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합의 최장 수급기간은 50 주가 원칙이지만 통상급
여를 수급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최장기간이 연장된다

[s.10(13)-(13.3), s.12(5)(a)(b)(c)].
11) 카나다에서 저소득가정을 비롯한 실업급여의 수요자들이 실제로 고용보험 등의 사회
보장제도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이유의 일부는 개인적 자존심과 만연한 직업윤리 즉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살펴야 된다는 신념 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이는 개인은 스스로 “해
결 하여야 할” 책임과 기회를 함께 가진다는 현상유지의 기본적 입장과 다름없다. 이
러한 이데올로기는 빈곤과 사회진보에 대한 공동체의 중요한 배려나 집단책임을 회피
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Ben Carniol, Case Critical: Challenging Social
Services in Canada 4th ed., (Toronto: Between the Lines, 2000),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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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신급여(15 주), 육아급여(35 주), 상병급여(15 주) 가 결합한 경우는 65 주, (b)
육아급여(35 주), 상병급여(15 주), 간병급여(6 주)의 결합 또는 임신급여(15 주), 육아
급여(35 주), 간병급여(6 주)의 결합인 경우는 56 주, (c) 임신급여(15 주), 육아급여

(35 주), 상병급여(15 주), 간병급여(6 주) 등 네 개 모두가 결합한 경우는 71 주이다.
b) 통상급여와 특별급여의 결합
통상급여와 특별급여가 결합한 경우에 전체의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상급
여의 수급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최장기간에 필요한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법 부록 A 의 표에 규정되어 있다.
3) 저소득가족을 위한 보충급여
부양자녀를 가진 저소득가족을 위한 가족보충급여는 이들 가족의 특별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수급하는 통상급여나 특별급여의 급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보충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가족보충급여는 통상급여 및 특별급여와 병존하는
제3 의 급여체계가 아니라 실업급여의 2 대 구조체계를 전제로 한 보충급여이다.

(2) 한국
실업급여는 형식적으로 보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양대 구조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급여이며, 취
업촉진수당은 실업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
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개별급여이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을 조기에 촉진
하기 위한 구직급여의 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실업급여는 실질적 의미에서 구
직급여만의 단일체계로 일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3) 비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업에 대한 통상급여 외에 특별급여와 저소득가족 보호
를 위한 보충급여가 급여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양 국가 사이의 커
다란 차이점이다. 한국은 통상급여인 구직급여만의 일원적 구조체계를 가지고 있
을 뿐이므로 통상급여와 특별급여의 2 원적 구조체계를 가진 카나다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급여 체계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카나다가 취하고 있는 저소득가족을
위한 보충급여 역시 한국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급여구조의 기본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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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실업급여의 성격과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한 양 국가의 인식12) 및 기초여건
의 결정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2. 급여의 체계
(1) 카나다
1) 통상급여
통상급여는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s.7, s.18(a)]. 근로
자가 a) 고용에서 수입의 중단이 야기되었고, b) 기준기간 동안 필요한 피보험고
용의 시간을 충족시켰으며, c) 실업급여를 청구하였고, d) 현재 근로할 능력이 있
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곧 일에 전력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e) 마땅한 적직을 얻
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것 등이다.
통상급여의 주당 급여비율은 원칙적으로 주당 피보험수입의 55% 이다[s.14(1)].
수급기간은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52 주가 원칙이지만[s.10(2)], 근로자의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고용 시간 및 해당 지역의 실업비율에 따라 다양하다[s.12(2)].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격리( 검역으로 인한) 때문에 노동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15 주간 지급된다[s.12(3)]. 상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은 근로자

12) 실업급여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잘 드러내는 카나다의 그 한 예로
서 실업급여가 그 핵심을 이루는 고용보험법을 법률가나 전문직종사자 이외의 일반국
민들이 쉽게 이해하여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쉬운 말 법안(plain
language draft)’의 계획을 추진중인 것을 들 수 있다. 이의 취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의 쉬운 말 법안은 예컨대 소프트 프로그램의 이용자 안내서나 자전거 조
립의 지침서와 비슷하다. 판사들은 이 입법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가나 전
문직이 아닌 일반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 진 것임을 알아차
릴 것이다 … 쉬운 말 법안의 ‘이 법률의 이용 안내’라고 하는 첫 구절은 일반사람들
의 의문들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이다. 이 법률의 정보는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들
을 돕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법률의 첫머리에서 청구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등이다. Ruth Sullivan, “The Promise of Plain Language
Drafting,” McGill Law Journal Vol. 47(Nov. 2001), p.120.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을 알기 쉽도록 도안 작성(graphic design)하는 계획도 추진중이
다. David Berman, “Toward a New Format for Canadian Legislation: Using graphic
design principles and methods to improve public access to the law,”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and Justice Canada pilot project(Nov. 2000),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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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만 한정되고 자녀나 다른 가족의 질병 등을 포함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 상병” 의 정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s.40(4)], 이는 곧 “ 근
로자가 통상의 또는 일상의 직업이나 다른 적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
는 질병, 부상, 격리” 를 말한다.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의료증명서의 제
출이 수급적격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병이 상병급여의 질병에 해당되
는 사례도 있다.13) 이때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의료검사를 받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시행령 s.40(2)], 이 경우 의료검사비용과 여행
경비는 위원회가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s.40(3)].
안정근로자는 그 질병이 노동제공을 중단하는 사유가 된다 할지라도 상병급여
를 받을 수 있지만, 불안정근로자는 고용의 종료 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정근로자의 경우와 다르다[s.21(1) 의 반대해
석]. 상병급여의 급여비율은 통상급여의 급여비율과 같다[s.14(1)].
3) 가족간병급여
가족간병급여(Compassionate Care Benefits)는 2004 년 1 월 4 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종류의 특별급여이다. 가족간병급여는 수급자격자인 근로자가 26 주 이내
에 사망의 결정적 위험이 있는 심각한 질병의 의료상태에 처한 그 가족의 일원
을 간호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게 최대 6 주간 허용되는
급여이다[s.23.1(1)(2), s.12(3)(d)].
이때 “ 가족” 의 일원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a) 배
우자 또는 보통법상의 파트너, b) 자신의 아이 또는 배우자나 보통법상의 파트너
의 아이, c) 부모 또는 부모가 재혼했을 경우 아버지의 아내 및 어머니의 남편,

d) 부모가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의 보통법상의 파트너 등이다.
근로자는 위의 가족간병급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급여는 그 가족의 일원이 어디에 사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된다.
4) 임신급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급여가 지급된다[s.22(1)-(7)].

13) K. L. Rudner, The 2001 Annotated Employment Insurance Statutes(Toronto: Carswell,
2001), 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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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급자격
임신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a) 안정근로자일 것, (b) 수입의 중단 상태, (c) 임신의 입증; 예상 출산
일자 등을 기록한 의사의 임신증명서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다른 증거의 제시

[s.18(1)], (d) 전체 15 주간의 임신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예상 출산일자 전의
10 주 동안은 어느 때든지 아니면 출산한 경우에는 그 주 동안에 급여청구를 할
것( 근로자가 이미 고용보험급여 수급적격이 있을 때에는 출산 전의 8 주 동안에
급여청구를 할 것), e) 그 주의 보고서( 구직활동) 카드에 아이의 출생일자를 기록
할 것.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하기 전에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신급여의 수급적격이 생길 때까지 상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19 주 이내에 종료된(사산, 유산 등) 임신은 해산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
으로 간주하고 있다[고용보험법시행령 s.40(5)]는 점이다.

b) 수급기간
임신급여는 최장 “ 계속되는” 15 주간 동안 지급된다. 이 계속되는 급여기간은
예상 출산일자나 실제 출산일 중 빠른 시일의 8 주 앞에 시작하여 예상 출산일자
나 실제 출산일 중 빠른 시일의 17 주 뒤에 끝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가장 빠
른 시일에 임신급여를 받으려면 대기기간이 2 주이므로 예상 출산일자의 10 주 앞
에 이를 신청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만약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그 주
까지 일을 하고 임신급여를 신청한다면 2 주간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출산한 후
의 세 번째 주부터 15 주간이 계속된다.

c) 급여비율
임신급여의 급여비율은 통상급여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때의 급여가 다른 사유
에 의한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감액되는 것도 일반 원칙과 같다. 따라서 사용자
가 마련한 질병이나 모성보호 제도에 의해서 받는 수입이 있으면 임신급여에서
그 수입액만큼 감액됨은 물론이다.

d) 통상급여의 신청
임신급여가 종료되면 여성근로자는 자신이 “ 일할 능력이 있고 또한 일에 전념
할 수 있으나 적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통상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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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때 여성근로자는 아이의 보육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직업이 부여되면 곧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성근로자는 종전직업에서 자
신의 직위가 없어 졌음을 이유로 또는 종전직업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적직이
아님(예를 들면 독소의 방출이나 이와 비슷하게 건강에 위험한 작업) 을 이유로
하여 종전직업에 복귀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5) 육아급여
양부모나 친부모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새로 태어난( 또는 입양한)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최장 35 주간의 육아급여(Parental Benefits)를 받을 수 있다

[s.23(1)-(5), s.12(3)(b)].
부모는 모두 다 안정근로자이어야 하며 또한 전체가 35 주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자서 전기간을 또는 서로가 그 기간을 나누어 돌볼 수 있다.14)
육아급여는 아이가 가정에 도착한 주와 그 뒤의 52 주 사이의 기간 동안 신청하
여야 하며 임신급여와는 달리 수급기간이 “ 계속적” 주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부모의 각자는 자신의 평균적인 피보험수입의 55% 를 육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입양부모가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두 다 안정근로자이어야 하고
또한 수입의 중단 및 입양아의 보호 등이 요구된다.
새로 태어난 아이나 새로 입양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아이가 태
어나거나 입양된 직후 또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때에 부모는 육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각 주는 최장 104 주까지 수급기
14) 임신급여와 육아급여를 결합한 특별급여의 수급기간은 50주로서 약 1년 넘게 허용되
지만 여기에 어린이 보육(child care)급여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야만 여성근로자가
명실상부하게 노동시장에서 평등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주목된다.
이 견해는 임신급여 및 육아급여와 어린이 보육급여 등 3급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여
성근로자는 자신의 기술과 교육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동시에 노동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동시에 어린이의 건강과 노동시장의 여성평
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카나다의 어린이 보육 정책의 결여는 여성근로자의 노
동시장 접근가능성 및 그 풍족한 기회와 평등의 측면에서 부적당한 것으로 드러났으
며 또한 어린이를 가진 후에 여성이 노동시장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거의 아무런 도
움을 주지 못하였다. 육아급여와 어린이 보육은 서로 필요한 보충적 정책이므로 어린
이 보육급여에 대한 적정한 규정 없이 육아급여만의 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여성의 노
동시장 지위를 잠재적으로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무엇보다도 특히 어린
이 보육급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Lene Madsen, “Citizen, Worker, Mother:
Canadian Women's Claims to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Canadian Journal of
Family Law Vol. 19(2000), p.36,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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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연장될 수 있다.
6) 가족보충급여: 저소득가족을 위한 보호규정

1 명 이상의 부양어린이를 가진 저소득가족의 부모는 자신들이 받는 통상급여
나 특별급여의 비율이 통상 25% 에서 최고 80% 까지 증가되는 가족보충(Family

Supplement)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s.16(1)-(4), 고용보험법시행령 s.34]. 가족보충
급여는 실업급여의 또 다른 한 유형이 아니라 특정의 저소득가족을 보호하기 위
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의 급여비율을 보충적으로 상향조정한 제도
이다.
이러한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 저소득가족” 은 연간 종합소득이 $25,921 이
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저소득가족의 자격여부의 결정은 어린이 세금 신용
증서(the Child Tax Credit)의 자격기준이 적용된다. 이 자격기준은 인플레이션의
변동율에 가족보충급여 수급자격을 연계하고 있다. 이의 수급자격과 급여비율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4 조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한국
1) 구직급여

a) 수급요건과 급여비율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 제31 조).

(a) 이직일 이전 18 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일
것, (b)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c) 이직사유가 제45 조의 규정
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즉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
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d)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이다.
구직급여의 급여비율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에 수령한 평균임금의 50% 수준이
며( 제36 조), 그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 일 내지 240 일로 다양
하다(제39 조. 별표 참조).

b)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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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
여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49 조).

c) 수급기간의 연장
(a)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
등을 받도록 하는 기간 중에는 2 년을 한도로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연장된다(제

42 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 조 제1 항).
(b)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히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60 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제42
조의 2, 동법시행령 제52 조의 2).

(c) 특별연장급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
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제43 조의 3).
2) 취업촉진수당

a)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6 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제50 조 제1 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 조 제1 항). 그 금액은 당해 수급자
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 분의 1 을 곱한 금액이다(제50 조 제3 항, 동
법시행령 제64 조 제1 항).

b)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그 금액은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
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다(제51 조 제1 항, 동법시행령 제64 조).

c)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그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
로 하되 노동부령이 정한다(제52 조, 동법시행령 제6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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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거나 소개한 직업
에 취직하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의
구체적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한다(제53 조, 동법시행령 제66 조).
3) 비교
두 나라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바로 실업급여의 종류이다. 한국은 구
직급여가 중심이지만 카나다는 통상급여 이외에 다양한 특별급여가 중요한 사회
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카나다는 수급자격자의 생활상의 위
험 즉 노동제공 불능 상태인 질병 및 부상,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족의 간병 등
보험사고에 대응하여 각각 적절한 특별급여를 부여함으로써 실업중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
후를 통하여 임신급여와 육아급여를 받음으로써 최소한 50 주 즉 1 년 남짓 동안
모성보호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카나다는 저소득 가
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통상급여와 특별급여의 급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가족
보충급여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카나다와 같은 특별급여와 저소득
가족을 위한 가족보충급여 제도가 결여되어 있다.

Ⅳ. 맺음말: 종합평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나다와 한국의 실업급여를 비교한 쟁점 중에서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인 귀책행위의 기준을 해석론에 맡긴다는 점만 두 나라 사이에
공통될 뿐이고 수급자격에 있어서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이유와 적직의 선택 그
리고 급여의 구조와 체계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이유는 수급자격의 제한과 직결되는 한계개념이므로 카
나다는 이를 직접적인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육아
및 가족사랑의 관점에 비추어 법에서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정을 고려하
여 전체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또 하
나의 수급자격으로 요구되는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하여 카나다는 근로자가 자신
에게 적당한 직업을 통하여 자기보람을 향유할 수 있는 즉 노동인격의 최대존중
이라는 관점에서 적직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구직활동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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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은 그러한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고용의 수입과 단절된 근로자에게
는 생활상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의 실질적 보장과 특히 저소득
가족인 경우 그 적정생활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
한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카나다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통상급여 외
에 근로자 자신의 질병에 대한 건강보장,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건전한 육아와
병든 가족의 간병 등을 위한 각각의 특별급여를 실시하고 또한 부양자녀를 가진
저소득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받는 실업급여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가족보
충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이러한 급여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실업급여에 관한 두 나라 사이의 근본적 차이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관점에
서 다양한 방법론적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우선 현재의 법규정이 기초하고 있는
전체적 기본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방법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다. 첫째, 실업급여의 근본취지 및 그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
요한 출발점이다. 고용과 단절된 실업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실업기간
동안 적정한 생활보장을 도모하여 노동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이 실업급여
의 기본취지이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의 성격을 확정할 때 이러한 기본취지를 구
현하는 사회보장원리에 보다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그 본래의 취지보다는 고용
조정을 원활히 하는 노동시장원리에 더욱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구조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인식에
있어서 카나다가 전자에 가깝다면 한국은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
회보장원리에 충실한 실업급여의 구조체계는 그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근로자의
각종 생활상의 위험에 대응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구직활동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인 통상급여는 물론 수급자
격자의 질병 및 부상, 임신과 출산, 육아 및 가족의 간병 등 건전한 가족생활의
보장에 대하여 특별급여가 실시되어야만 그 기본원리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나다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특별급여 제도가 없는 한국은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의 핵심적 사회적 기능은 사회통합원리의 실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업급여제도의 내용이 충실하게 완비되고 특히 저소득 가족을 위
한 보충급여제도 등이 실시될 때 비로소 그것은 기초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적극
적 기능을 발휘하여 빈부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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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의 경우는 내실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기능이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용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한
편 동시에 고용과 단절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적정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업급
여의 종류와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길이 사회통합의 최우선 과제라
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
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기초여건의 조성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을 고립적 경쟁관
계가 아니라 연대적 공생관계로 파악하는 사상적 혁신의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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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employment
Benefits in Canada and Korea
15)

Heung-Jae Lee*
This

Article

attempts

to

establish

long-term

goal

for

improvement

of

Unemployment Benefits(UB) in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Act(KEIA) by
compare the difference of UB between in the Canadian Employment Insurance
Act(CEIA) and in KEIA. The author chooses statutes of CEIA and KEIA as
comparative basic materials for clarifying the difference of UB. He limits the
scope of comparative study to two categories of entitlement and types of UB.
Firstly, the author points out the differences in two critical requirements of
entitlement of UB; “just cause” for voluntarily leaving employment or being not
“misconduct” for dismissal and efforts to search for “suitable employment.” In
CEIA section 30(1) states that a claimant is disqualified when he or she quits
without just cause or when he or she is fired due to his or her own misconduct,
and section 50(8) requires that a claimant prove he or she is making reasonable
and customary efforts to obtain suitable employment. 1) “Just cause” is generally
defined under section 29(c) of CEIA as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had no reasonable alternative to leaving the employment,” and
sections 29(c)(i)-(xiv) of CEIA specifically provide a list of the circumstances
that can constitute just cause. Contrary to CEIA, in KEIA there is no general
definition provision of “just cause” and a specific list of it. 2) “Misconduct” is
not defined in CEIA and KEIA, therefore the word must be commonly given its
meaning by legal interpretation. 3) In KEIA there is no counterpart of “suitable
employment” of CEIA.
Secondly, he also analyses th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and the types of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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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 1) CEIA has dual structure of UB that constitutes regular benefits and
special benefits with provisions for low income families, but KEIA has mono
structure of UB that provides only regular benefits. 2) On the contrary to the
types of UB in CEIA that classify regular benefits and special benefits, there is
no special benefits in UB of KEIA. There are four types of special benefits with
a family supplement in UB of CEIA: sickness benefits, compassionate benefits,
pregnancy benefits, parental benefits and/with a family supplement for low
income families. It is a decisiv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CEIA and KEIA
that it would provide or not four types of special benefits with a family
supplement.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decisive difference of UB between in CEIA and
in KEIA results in a different approach to recognize the purpose and character
or it's social function of UB. He argues that KEIA would place the principle of
labor market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on UB for promoting
restructuring of industry. Lastly, he contends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long term improvement of KEIA to really share the idea of the
solidarity in human relations based on community care principle rather than the
competitive social relations resting on individual selfish doctr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