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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과 고용구조의 개선 및 잠재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들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고용보험사업 내에 포함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건전한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업급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적정화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남용을
방지하면서 실직근론자들의 생활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실업급여의 남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각국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적정화를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있어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와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하게 되며,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권 보호와
실업급여에만 의존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국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판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일본, 미국, 영국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판정기준들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본 연구는 본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인 유길상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준 데 대하여 저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특히 일본 노동성 고용보험과의 아끼히로 우찌다 과장보좌,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부 고용개발국 William J. Burke 실업보험과장과 미국 뉴욕주 전 실업보험국장인 Dominic M.
Rotondi씨, 영국 사회보장부 전 실업보험국장인 David Gent 씨 등이 본 연구에 필요한 많은 조언과
자료제공을 해주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의 토론에 참여해 준 본원의 연구진과 노동부의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료정리를 담당한 본원의 양태라 연구원과 유영실 연구조원,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1997년 4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훤 구

第1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약화시켜 실업기간을 늘려 주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이론모형들을 자세히 검토해
1)
보면 이들 이론모형들은 묵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2) 실업급여는 실업발생 즉시 실업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된다.
(3)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일할 수 있는 의사와 상태 또는 구직활동 노력과는 관계없이 지급된다.
(4) 취업 제의를 거절할 경우에 대한 벌칙(penalty)이 없다.
(5) 실업급여는 실업발생 전 고용기간이나 보험료 납부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6) 실업급여는 실업발생 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7)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무제한이다.
(8) 실업급여의 수급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이론모형들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중요한 제도적인 면(institutional features)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이론적 모형들은 실업급여를 '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의 임금'이라고
가정하여 이론 전개를 하고 있는바, 이는 앞의 (1)항~(8)항의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앞의 (1)~(7)항의 조건들을 다음과 같은
('1)~(7')항의 조건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실업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실업자,
직업지도․직업훈련․직업소개를 거부하는 실업자 등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제한을 둔다.
(2') 실업기간의 초기에는 대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실업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
(4') 직업안정기관이 적합한 직장을 알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5') 실업급여는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피보험고용(insured employment)기간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지급된다.
(6') 실업급여수준은 실업발생 전 임금수준과 연계될 수 있다.
(7') 실업급여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지급된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급여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관계없이 실업자
개인별(individual basis)로 지급되므로 조건 (8)항만 충족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실제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론모형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1')~(6')항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주장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
실업급여가 모든 실업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무제한적으로 지급된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들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실업급여와 실업기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론적 모형의 예측과는

2)

달리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실업급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실시되었으나 아직 실업급여의 운영 경험이
일천하므로 주요 선진국들이 실업급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어떻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일본, 미국, 영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제한 사유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실업급여제도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석1) Atkinson, Anthony B. and Micklewright, John,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IX (December 1991), pp. 1679
~ 1727.
주석2)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Mortensen(1977), Danziger, Haveman 및
Plotnick(1981), Lancaster와 Nickell(1980), Hamermesh(1977), Welch(1977), Classen(1977, 1979),
Topel과 Welch(1980), Feldstein과 Potrba(1984), Moffit(1985), Katz와 Meyer(1990)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에 관한 요약․정리는 김일중․최공필(1994)을 참조.

第 2 節 硏究의 方法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제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관계법령에서는 기본원칙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나 고용보험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법원의
판레나 행정해석 등에 일임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不文法) 국가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정부의 예규 등이 없이 법원의 판례에 맡겨져
있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 대푹법계 국가는 성문법(成文法) 국가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예규로 정하여 활용하고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각국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제한 사유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고용보험 관장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자격 제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일본
노동성 고용보험과의 고용보험업무 취급요령,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국 실업급여운영과의
실업급여 결정 지침(Benefit Determination Guide), 영국 사회보장부 산하 사회보험심판소의
실업급여 심판관 지침(Adjudication Officers' Guide) 등을 입수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미국․영국의 실업급여 담당책임자들 및 일선 직업안정기관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운용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일본․미국 영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급여제한 사유, 실업급여의 감액과 부정수급 방지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第2章
失業給與의 受給要件
第 1 節 槪要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상실된 소득의
일부를 보상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하에서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실업급여 신청자격(qualifying
requirements)을 충족시킬 것, ② 실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것, ③
실업급여 제한 사유(disqualifications)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총족시켜야
1)
한다.
첫 번째 요건은 실직자가 실업발생 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요건은 실직자가 실직 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세

<표 2-1>주요국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표 2-1>에 계속

번째 요건은 보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최소화하고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직근로자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실업급여의 요건을 규정하는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을 당한 경우에만 충실히 보호하고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상태에 있으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의 실업급여 요건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체적으로 실업발생 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의사화 능력 및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이직,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적절한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의 거부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분규에 의한 실업의 경우 분규에 직접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주석1) Haber and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1966, pp. 249~314.

第 2節 失業給與 申請資格
1. 意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실직자는 실업발생 전 일정기간(이를 기준기간(base period)
또는 준거기간(reference period)이라 함) 중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를 피보험 고용기간(insured employment period)이라 함)이 일정기간
이상이 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날부터 실직위험에 당면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직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한 경우 근로소득의 상실로 생활이
곤궁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실된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업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사기 힘든 아이들 장난감을 사기 위해 1개월간만 취업한 후
그만두려고 고용된 가정주부가 취업한 지 1주일 만에 회사 사정으로 실직한 경우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 이 경우의 가정주부는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궁에 빠질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으로서는 실직자가 실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사방법의 하나가 바로 실직근로자가 실업발생
직전의 일정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재취업을 하면 계속근무할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상당기간 동안 근무하였거나 상당한
임금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 실업발생 전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 또는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가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임시적 고용 또는 간헐적인 고용형태를 실업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4)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의 자격기간(qualifying period)은 보험재정의 안정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 및 보험료 납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짧은 기간 고용되어
소액의 보험료만 납부한 임시적․계절적․간헐적 고용형태를 가진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주소득원이 아니어서 소득 손실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인출해 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정규적으로 고용되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다수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 임금소득이 주소득원이어서 실직소득 손실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재정의 고갈로 이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가 지장받을 수
있다.5)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의 고용기간 또는 임금의 설정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여 고용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主要國의 失業給與 申請資格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의 기준기간과
필요한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을 보면 <표 2-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득하고 노동시장에 정규적으로 참여하여 고용보험재정에 기여했을

<표 2-2> 주요국의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의 기준기간 및 피보험고용기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기간은 최저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다양한데 1년인 국가가 다수이고,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은 최저 10주에서 최고 36개월까지 다양한데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이
기준기간보다 짧은 것이 특징이다. 최소 피보험고용기간과 기준기간이 일치할 경우 기준기간
동안 계속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같은 피보험 고용기간일
경우 가장 엄격한 조건이 되며, 양자의 차이가 클수록 조건이 덜 엄격하다. 캐나다,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등은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이 기준기간의 2분의 1에도 못미침으로써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며,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일본, 네덜란드, 필레, 이탈이라 등은 최소 피보험고용기간이 준거기간의
2분의 1로 설정되어 있으며, 몰타, 에이레, 포르투칼, 불가리아, 브라질 등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2분의 1을 넘고 있다.
ILO협약 제168호 제17조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권고 제44조 제6조는 실업발생 전 12개월
중 26주 이상 고용되거나 24개월 중 52주 고용되어 있을 것을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석 1) Haber and Murray. 앞의 저서, 1966, p.251.
주석 2) Haber and Murray. 앞의 저서, 1966, p.251.

第 3節 勞動市場에 대한 持續的 參與
1. 일할 意思와 能力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실업자는 공공직업안정기간에 실업자 등록을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는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관한 조사가 느슨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아감으로써 고용보험제도는
재정파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이에 관한 조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경직적으로 실시되면 실직근로자의 자존심을 해치게 되어 제도 도입의 목적에 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동정적인
것보다는 탄력적이고 조화로운 운영이 중요하다.
실직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는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담당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상황과 인간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접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다. 예컨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특정한
질병이 있다든지, 정신적․육체적으로 특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가정사정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등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직근로자가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전시간(full-time)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평상시 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신체검사에서 본인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동일지역 동일직종에서 비슷한 정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가득할 수 있는 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판정되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대해
의심이 가면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의사의 검사(medical examination)를 받도록 지시하여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판정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알트만(Ralph Altman)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1)
제시하고 있다.
⑴ 실업급여 신청자는 평상시에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⑵ 실업급여 신청자는 상당한 양의 일이 있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⑶ 실업급여 신청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것
⑷ 실업급여 신청자가 특정직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 다른
직종에 있어서는 그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⑸ 실업급여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사유에 의해 실직한 경우에는 그에게 맞는 상당한
양의 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할 것.
일할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업훈련생, 학생, 임산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업훈련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추전 또는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실직자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실직기간이 단축되고 실업급여 지급이 감소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실직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훈련수당(training
allowances)이 지급되는데 훈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생은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을 수강중인 실직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수강을 장려하기 위하여 1일 590엔의 훈련수강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인력부족이
심한 직종의 경우에는 월 2,000엔의 특정직종수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취업중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실직근로자가 학교를 주간에 다녔는지 야간에 다녔는지, 직장에는
전시간(full-time)으로 근무했는지 시간제(part-time)로 근무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2)
실업급여의 남용 문제를 논의할 경우 여성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바, 이는 여성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차적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시장에의 참여와 이탈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유로는 임신․출산․자녀양육․가족의 질병을 돌보거나 가사에의 종사,
남편의 직장이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임신․출산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전후한 일정기간만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의 경우에 실업급여 남용사례가 많다고 하여 여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제 업무나 계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급여신청자격으로서의 소정의 고용기간 및 피보험고용기간을 엄격히
3)
규정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2. 積極的 求職活動
급여신청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면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할 것(actively seeking work)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영국은 1988년까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1989년부터
실업급여요건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추가하여 2주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두하여 지난
2주 동안 어떠한 구직활동 노력을 했는가를 입증하도록 하고 급여신청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시점부터 26주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영국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부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1989년부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실업자 스스로 재취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여 실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매주 재취업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실직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을 행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구직활동 노력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자의 구직활동 노력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사회보험심판관에게 당해 신청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를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회보험 심판관이 당해 신청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당해 신청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직자법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구직자서약'(jobseeker's
agreement)을 의무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가 적극적 구직활동 노력 등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주지시키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구직활동 노력을 자극하고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자가 매주 일정횟수 이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많은
급여신청자들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일시해고(lay-off)를

당하여 곧 재취업할 근로자에게는 시간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알트만(Ralph Altman)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단기적인 일시해고자이거나 경기가 침체되어
신청자에게 적합한 직장이 전혀 없거나 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적합한 직장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실업급여요건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 구인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도우며 본인에게 적합한 직장에 대해 상담도 하고 구직활동 계획에 대해 지도도 하는 '안내를 받은
적극적 구직활동'(guided but active search for work)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모든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4)

3. 待期期間의 經過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실업발생 즉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데,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한
당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설정하고 있다.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실직 근로자가 과연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실직자인지, 그리고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지 또는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지 등의 실업급여요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고용보험 운용의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발생 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재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기실업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고용보험 재정의 불안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 실업발생 초기의 짧은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설정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남용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등이 대기기간을 두는 주요 이유라 하겠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대기기간을 두고 있으나 70년대에는 실직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한다는 측면에서 대기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해 가는 경향을 보이다가 80년대
말부터는 다시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푸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1911년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대기기간은 6일이었으나 1920년 이후 3일로 단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독일은
1927년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대기기간이 7일이었으나 1930년에는 실업급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2주간 연장하였다가 현재는 대기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실업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주에 있어서 2~3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7일의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상당수의 주에서는 대기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5)
캐나다의 경우 1971년 이전에는 대기기간이 1주일이었으나 1971년부터는 대기기간을 2주로
연장하였는바, 이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의 연장이 수급자격자 결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운용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은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론은 없으나 벡커(Becker, 1991)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을 1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고용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6)
주요 국가의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기기간이 없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7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브라질은 60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의 운용에 있어서는
실업발생시마다 대기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예: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와 1년 중
수회의 실업발생시 첫 번째 실업발생시에만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표 2-3> 주요국의 실업급여 대기기간

국가(예: 미국, 스위스, 핀란드 등)로 대별된다. 에이레의 경우 실업급여는 정액급여와 정률급여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정액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3일간으로 하고,
정률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18일로 하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ILO협약 제168호 제18조는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비준시 특별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절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석 1) R. Altman, Availability for Work: A Study in Unemployment Compensation, 1950, p.137.
주석 2) Haber and Murray. 앞의 저서, 1966, p.271.
주석 3) Richard A. Lester, The Economics of Unemployment Compensation, 1962, p.126; Haber and
Murray, 앞의 저서, 1966, p.275
주석 4) R. Altman, 앞의 저서, pp. 115~116.
주석 5) Robert J. Myers,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s," Social Security(3rd ed., 1985, p. 836.
주석 6) Gray S. Becker, "The Long-term Unemployed Need Long-term Help", Business Week (May 20,
1991)

第 4節 失業給與 制限事由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나 고용주에게 책임이 없는, 근로자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임금소득의 상실까지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일반 사보험(私保險)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듯이
고용보험에서도 부자격요건들(disqualifications)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으로는 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② 근로와 관련된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③ 적합한 일 또는 직업훈련의 거부, ④
노사분규에의 참여에 의한 실직, ⑤ 부자격 소득의 수취, ⑥ 부정한 급여의 신청 등이 있는데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正當한 理由가 없는 自發的 移職
어느 보험제도에서나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야기시킨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제도에서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에서도 피보험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함으로써 발생한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직장을 떠날 만한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바, 여기서 스스로 이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good cause)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고용보험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무엇이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 보다 자유주의적인 접근방법(the more liberal approach)으로서 급여신청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하였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며, 둘째, 보다
보수주의적인 접근방법(the more conservative approach)으로서 이직의 원인이 불가피한
1)
것이었거나 강요적인 성격의 것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① 직무(work)와
관련된 이유 또는 ②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직에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기인하는 자발적 이직'(voluntary leaving attributable to the employer)이란 반드시
고용주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피보험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새 직장이 곧바로 문을 닫게 되었거나 아예 개업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직장이 임금, 근로조건 등이 동일지역 내의 유사직종보다 매우 불리하거나 업무성격이
본인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함으로써 실업상태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12개 주에서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주에서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아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소위 3D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모두 이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에서의 임금보다 75% 이하로 임금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혼한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린 배우자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또는 배우자의 전근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제한받은 실업자의 99.9%가 정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된
것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남용의 관건은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 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勤勞와 關聯한 本人의 過失에 의한 解雇
근로와 관련한 고의적인 과실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와
관련된 과실이란 근로자의 과실이 업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고의적인 과실이란 근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이 저지른 사소한 직무태만은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일러실 관리인이 근무중 잠을 자다가 해고된 것이나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작업규칙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무수행을 거절한 경우 등은 부자격요건이 된다. 회사의 내규를 위반했거나
결근을 한 경우 등에는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3.適合한 일 또는 訓練의 拒否

실업급여 신청자는 본인에게 부적합한 직업의 소개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직근로자를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소정의 실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직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서 가능한 한 빨리 적합한 일(suitable work)에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적합한 재취업 기회가 있는데도 이를 거절하거나 현재의 기술 및
기능수준으로써는 재취업이 여의치 않아 전직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을
권유해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적합한 일 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노동시장의 여건 및 실업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확정적으로
개념정의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개받은 일이 실직근로자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①임금수준 및 고용조건, ②실직자의 집에서 소개받은 직장까지의
거리 및 출퇴근 교통수단을 고려한 직장의 위치, ③실직자의 과거 직장에서의 담당 업무의
성격,④기술수준 등 직업적 능력 및 지식, 직장경력,⑤소개받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맡을 업무와
전직장에서의 업무와의 관련성, ⑥노동시장의 현재 및 미래의 상황, ⑦실업기간, ⑧실직자 본인의
개인적․가족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소개받은 직장의 안전성, 실직자의 건강상태 및
일에 대한 태도 등도 소개받은 직장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먼저 소개받은 직장의 임금수준 및 고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가
소개받은 새로운 직장의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의 근로조건이 동일지역 유사업종의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의 근무조건보다 현저히 열악한 경우에 소개받은 직장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개받은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 내에서의 일반적인 임금수준보다 낮을 때 또는 다른 근로조건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에는 그와 같은 직업소개는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소개받은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은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소개받은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것은 괜찮으나 단체교섭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핀란드와 그리스에서는 소개받은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 내 유사직종의
임금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실업급여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장은 실직자가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개받은 직장이 실업급여 신청자의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소개받은 직장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의 집에서 소개받은 직장까지의 거리,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발생 전 주로 이용했던 교통수단 등이 주요 고려대상이 된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소개받은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자기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일정시간 이상
앗아가는 직업의 소개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가족과 헤어져서
취업해야만 할 정도로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직장을 소개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직업소개를 거절할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가족상황, 교통시설, 새로운
직장 근처에서의 숙박시설을 얻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이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는 소개받은 직장이 노사분규에
위해 공석이 생긴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외받은 직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이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본인의 경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소개받은 직장이 적합한지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도 실직근로자가 실업발생 전에 종사했던 직종,
기술수준, 경력 등이 새로운 직장에서 그대로 활용가능한가의 여부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정의 기준은 실업기간이 매우 단기간일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때의 기준은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에는
실업발생 후 3개월간은 본인의 직종, 기술수준, 경력 등에 맞지 않는 직장은 거절할 수 있게

하지만 실업기간이 3개월을 경과해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본인의 직종과 경력에 맞는
직업에의 취업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장은 어떤
직장이든지 거절하지 못하고 취업해야만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6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실업기간이 6개월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을 금지시키고 있다. 벨기에에서도 실업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숙련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소개받은 직장이 본인의 경력과 직종에 맞지 않더라도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실업 후 처음 6개월간은 지금까지의
직업경력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직업능력과 직종에 부합하는 직장만을 적합한 직장으로
한정하지만 실직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소개받은 직장이 과거의 직장에서 하던 일과 직종
등에서 유사하지 않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근로조건이 이전의 직장보다
못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개받은 직장이 실직자의 과거의
직종, 기술수준, 경력, 육체적 능력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소개받은 직장 또는 직업훈련이 실직근로자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직자의
재취업은 점점 어려워지므로 실업발생 전의 직장에서 쌓은 경험이나 훈련과의 관련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취업기회가 감소할 경우에는 과거의
직장에서 쌓은 경력과 기술과 부합하는 직장만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 실업기간이 장기화되어
고용보험 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개받은 직장의 적합성을 판정할 경우에는
현재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얼마나 쉽게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서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까지 판단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소개받은 직장이 직접적으로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의 노사분규에 의해 공석이 되어 있는 경우, ②소개받은 직장이 임금․근로시간 또는 기타의
근무조건이 있어서 같은 지역 내에서의 유사직종이 경우보다 현저히 불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③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소개받은 직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勞使分爭에 의한 休業
노사분쟁(labor disputes)으로 인하여 작업이 정지됨으로써 일시적인 휴업상태에 빠진 근로자에
대한 취급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노사분쟁에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를
가지고 실업급여의 부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자가 노사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휴업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당해 근로자가
노사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여했느냐의 판단은 주마다 다양한데,
뉴욕 주와 로드 아일랜드 주는 노사분쟁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파업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7~8주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노사분쟁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노사분쟁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지급중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취소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분쟁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 후 이를 추후 소정의 급여기간 동안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노사분쟁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노사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노사분쟁과 무관하다는 것이 판정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에서는 실업의 발생이 파업이나 이를 막기 위한 직장폐쇄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노사분쟁에 직접 참여한 근로자 또는 노사분쟁이 본인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근로자 등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노사분규에 직접 관여했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경우에는 노사분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사분규 기간 동안의 휴업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상실요건이 되는 이유로서 레자(Rejda)3)는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하여 정부가 노사간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만일 파업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에 의한 보조를
받는 셈이 되므로 이는 노사분쟁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입장을 깨는 것이 된다. 둘째, 미국과 같이
실업급여의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노사분규에 의한 휴업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사분규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모순이 발생된다. 셋째, 노사분규로 인한
휴업은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파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거부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석 1) Haber and Murray, 앞의 저서, 1996, p.292.
주석 2) Blaustein and Craig. An International Review fo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s, 1977, p. 47.
주석 3) George E. Redga,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1984. p. 360.

第 5節 失業給與 制限事由 該當者에 대한 給與制限期間
실업급여 부자격요건에 해당한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급여제한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어느 나라에서나 주요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실업급여의 남용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며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을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가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제한기간은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성실한 전체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과 실직근로자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균형 있게
감안하여 어느 한쪽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살펴보면〈표
2-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자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영국은 최고 26주까지, 독일은 12주간, 일본은 1월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정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업에의 취업을 거부하거나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과 실업급여
남용방지라는 두 가지 요인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제한을 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면서 1~26주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26주간 실업급여를
정지하였으나 1996년 10월 1일부터는 이를 사회보험심판관(Adjudication Officer)의 재량으로 1주
이상 26주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

〈표 2-4〉주요국의 실업급여 제한기간 비교

련 및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초에는 8주간 실업급여를 정지하고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남용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소개 및 취업을 거부하거나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2주간
실업급여를 정지하고 직업훈련수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4주간 정지하여 직업훈련수강 거부자에
대한 급여제한기간을 더 길게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회 이상 거절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 및 취업을 거절하거나 직업훈련 수강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실업급여를 정지하는 데 반하여,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LO협약 제 168호 제 20조와 제21조는 실직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해고를 유발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쟁의기간중 근로자가 쟁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당해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작업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
직업지도, 훈련, 재훈련 또는 적합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을 위해서 이용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실업급여 이외의 소득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직자가
적절한 취업기회의 수락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거부, 취소, 중단 또는 소정의 정도로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취업의 적절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히 소정의 조건과 적절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직자의 연령, 종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 기술습득 정도, 실직기간,
노동시장의 여건, 당해 취업이 당해 실직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및 당해 취업이 현재
진행중인 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제한을 인정하되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업급여제한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일정기간 내에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에서 본인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고정된 기간 동안 획일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급여제한기간을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담당자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급여신청자의 항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업급여 제한기간이 점차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초기에는 1~5주간만 실업급여를 제한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는 급여제한기간을 6주 이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완전히 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이 1986년까지는 6주간이었으나 1987년 이후부터 1988년가까는 13주로
연장되었고 다시 1989년부터는 26주로 연장되었다. 셋째,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실직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업급여의 제한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대량실업이 해소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대부분의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1937년에는 단지 1개 주에서만 자발적 이직에 대한 급여제한을
하였고,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2개 주에서만 급여제한을 하였으며, 적합한 일 또는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6개 주에서만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데 그쳤었다. 그러나
1966년에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26개 주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였고,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24개 주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적합한 일 또는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는 23개 주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급여제한기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만 급여를 일시 중지하고 급여제한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급여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했던 실업 급여까지도 소정의 급여기간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급여제한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급여제한기간이
경과하여도 사후적으로 소정의 급여기간에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의 제한을 한정된 기간만 인정하고 제한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일시 중지되었던
실업급여까지 사후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 즉 제한기간만큼
실업급여의 지급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데 급여제한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직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1)
이와 같은 견해는 실업급여의 제한이 실직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확실히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직근로자의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실업급여의 제한기간을 보통 3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급여제한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까지 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소정급여기간 전반에 걸쳐
제한하여 실업급여 제한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제한기간이 경과하여도
사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실업급여제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서 만약 실업의 발생이 근로자 본인의 행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보호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직기간 전반에 걸쳐
급여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발적 실업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하여 급여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2)
발전과 보험 재정의 안정을 보다 강조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주석 1) ILO,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1995, p. 123.
주석 2) Haber and Murray, 앞의 저서, 1996,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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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으려면 수급자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두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서
실업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애 대하여 신청일 또는 전번의
실업인정일부터 금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인정대상기간 이라 함)에 속하는
각 날짜에 실업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인정대상기간중의 전부 혹은 일부의
날에 실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실업의 불인정이라 한다.
실업이라 함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취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실업인정기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일할 의사 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서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두하여 구직신청을 행함은 물론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일할
의사 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함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자격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본인의 체력․지식․기능․경력․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이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수급자격자에게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두하여 구직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상 취직할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정신적․육체적․환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업요건이 되는 일할 의사 및 능력 유무 판정은 일률적․기계적으로 행해짐이 없이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동부 예규 제306호에 의한 「실업인정기준」 제8조 제2항에서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 또는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에 응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구인에 응모한 적이 없는 자. 다만, 조만간 취업이 확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신, 출산, 육아, 노약자의 간호, 가사 등을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원인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
③상용근로자로서의 취직은 원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시간제․일용․임시근로,자영업, 가내부업, 자유직업 등만을 고집 하는 자. 다만, 피보험자의
과거의 직업경력 또는 지식․기능․기술․희망직종 등으로 보아 시간제 및 임시근로 등에
취업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경력 및 연령 등으로 보아 적당하다고 인정한 직업 또는
근로조건(이직 전 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포함)을 거부하고 특정의 직종․고용형태 또는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자
⑤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으로 보아 취직이 거의 불가능한 직종 또는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자.
⑥ 노쇠․질병․부상 또는 산전산후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해 통상적으로는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직업훈련기관등에의 입소가 가능하고 퇴소 후 취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
⑧가업 또는 학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
⑨직업안정기관에서 미리 지정해 준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출석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함).
⑩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장된 자(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⑪직업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시하거나 실시하는 훈련 등은 제외)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⑫기타 위에 준하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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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일본의 기준도 우리나라
대동소이하나 보다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노쇠․질병․부상 또는 산전산후 등 정신적․육체적 제원인에 의해 통상적으로는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구체적인 예로 다음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①노쇠한 자
②고도 혹은 악질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자 또는 부상중인 자
③고도의 신체장애에 의해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노무에 임하는 일이 불가능한 자, 혹은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고 통상의 어떠한 직업에도 취직할 능력이 없다.(적당한 직업 없음)고
인정되는 자로 훈련시설에도 입교(소)하는 일이 불가능한 자
④산전 6주 이내의 여성 및 산후 6주 이내의 여성(산후인 경우는 의사의 증명이 있을 때는 5주
이내)
둘째, 가사․가업 또는 학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의
예로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①영유아의 보육, 노병자의 간호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가정을 떠날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자(단,
영유아 보육중인 자로 해당 노동시장 혹은 취직 가능성이 있는 근린의 노동시장에 본인을 적당한
직종에 고용할 사업장이 상당수 있는데다가 이러한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②결혼준비를 위해 혹은 결혼생활을 위해 다른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정에 처한 자
③농업․상업 등 사업의 번창기에 일을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취직을 하지 못할 사정에
처한 자(항시 이 상태에 있는 자는 직업을 갖는 자로 인정해야만 함)
④주간학생
셋째, 다음의 다섯 가지의 경우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①취직(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불문함)
②구인자에게의 응모
③각종 국가시험 및 검정 등의 자격시험의 수험
④직업안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각종 교육훈련시설에의 입소 혹은 강습의 수강
⑤직업안정기관에의 출석
넷째, 우리나라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일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는 자 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①취직, ②각종
국가시험 및 검정 등의 자격시험에의 응시,③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각종 교육훈련
시설에의 입소 혹은 각종 강습의 수강,④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기간이 계속하여 15일 미만일 때, ⑤공공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구인자와
면접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 ⑥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는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공공직업훈련 시설 등에 입교(소)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각종 교육훈련시설에 입교(소)한 자로서 항상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응할 상태로 있으며
또한 스스로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실업인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第 3節 美 國 (캘리포니아 주 )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주(週)에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상태와 일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업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와
실업급여 심사위원회(Appeals Bdard)의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1)
있다고 판정하는 다섯 가지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노동시장에 당해 신청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취업기회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시장 이란 신청자의 지역․직업적 기술․교육훈련수준 ․성․연령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상당한 정도의 취업기회가 있다는 것은 신청자가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노동시장 내에 어느 정도 이상 존재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취업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② 취업할 만한 일자리에 신청자가 비합리적인 제한조건(restrictions)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신청자의 취향, 체면 등을 이유로 취업가능한 일의 종류나 성격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제한(unrea-sonable restrictions)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정한 일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제한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종교 또는 진실한 양심상의 신조에 반하여 특정업무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신청자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꺼이 일을 하려고 하여야
한다(ready and willing to work). 일할 준비와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자격증․복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문제를 해결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출퇴근 교통수단에 문제가 없는 등 언제든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일관성 있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자가 학교에
재학중일지라도 학교 수업기간을 조정하여 전시간 근로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의사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 평소에는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가족의 사망 및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의사와 상태에 있다고 간주된다.
④ 신청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종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으며, 노동시장
내에 신청자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예컨대
신청자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업무는 연령, 육체적 능력 및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나 다른 종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정년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다고 간주된다.
⑤신청자는 적합한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적합한 일(suitable work)이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며, 각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2)
주석 1)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Operations Branch, Able and
Available, pp. 5-1~5-31.
주석 2)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Operations Branch Able and
Available, pp. 5-15.

第4節英國
영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는 직업안정기관(Jobcentre)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사회보험심판소(Adjudication Office)의 사회보험심판관이 전문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에 의심이 가면 직업안정기관은 당해 신청자를 관할 사회보험심판소에 보내
사회보험심판관의 전문적인 판정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심판소에는 각종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판정기준을 사회보험심판소의
판정지침(Adjudication Officers' Guide: AOG)으로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일할 수 있는 能力
신청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력, 건강상태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안별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AOG
86002).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며, 신청자가 어떤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하에서의 고용을 받아들일 만한 사용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조건의 일자리가 있건 없건간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AOG 86003).
결국 신청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력, 건강상태 및 본인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기타 개인적
요인을 고려할 때 신청자를 기꺼이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신청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AOG 86006).
그러나 신청자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의학적 감독하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또는 신청자가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간주된다(AOG 86010).

2. 일할 수 있는 狀態
가.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하는 기준
①신청자의 취업이 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AOG 86045)
②신청자가 하루 중 상당시간 동안 다른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AOG 86080)
ⅰ)신청자가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신청자와의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ⅱ)적합한 일자리가 나타나더라도 신청자가 그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할 수 없거나 중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③신청자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원에 출두해야만 하는 경우(AOG 86081)
④신청자가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두해야만 하는 경우, 단, 법원 출두의무가 24시간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제외함(AOG 86082)
⑤신청자가 경범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2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명령받은 경우(AOG
86087)
⑥신청자가 1주일 이상 교육훈련을 수강하고 있거나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AOG 86095)
나. 신청자가 제한조건을 내세우더라도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하는 사례(Restricted Availability)
실업급여 신청자가 수직활동을 하면서 희망하는 일의 성격, 근로시간, 고용조건, 취업가능한 지역
등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면
신청자가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러한 제한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의 전제조건이 합리적인가의 여부는 신청자의 직장경험,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연령,
신체적 조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청자가 붙이는
제한조건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신청자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행가능한 일의 종류를 한정하였으나 신청자 스스로 자기의
제한조건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AOG 86207~86209)
②신청자가 본인이 지금까지 종사해 온 직업 또는 이와 유사한 직업 등 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실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전제조건으로 인정하지만 그의
실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합리성을 잃게 되며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AOG 86215~86220)
구직자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신청자가 본인이 종사해 온 직업 또는 이전의 직장에서 받던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업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이 허락한 기간(permitted
period)에 한해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第 5 節 韓國에 주는 示唆
우리나라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의 판단에 있어 명시적인 기준을 노동부 예규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영국과 미국은 개별 신청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부터 일정한 원칙을 확립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정하는 데 있어 혼란을 방지하는 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식이
합리적인 반면에 운영이 경직적․기계적으로 되면 실업급여 신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남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에서 확립된 일반적 원칙을 우리나라의
「실업인정기준」에 반영하거나 제도운영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①수급자격자의 취업이 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다른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러한 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③신청자가 법원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명령받아 자원봉사 활동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는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실업의
인정행위를 우리나라․일본․영국은 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하여 직접
상담을 통하여 판정하는데 반하여 미국은 최초의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주(州) 고용보험 담당부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실업의 인정을 우리나라․미국․영국은 2주에 1회씩 지난 2주간에
대해서 하는 데 비하여 일본은 4주에 1회씩 지난 4주간에 대해서 하고 있다.
대기기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4일로서 영국의 3일, 미국․일본의 7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개별 신청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보험
고용기간의 충족이나 대기기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어려움없이 판단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및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정확히 판정하여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잘못된 판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일선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第 4 章 重大한 自己歸責事由로 解雇된 者에 대한 失業給與制限
第 1 節 韓國
1. 槪 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여 중대한 자기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 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인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 이에 따라 기본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305호, 1996. 5. 15.)이 마련되어 있다.

2. 自己의 重大한 歸責事由로 解雇된 境遇로 보아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보는 基準
노동부 예규 제305호 중「중대한 자기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 된 경우
직무관련 법령 여부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안별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직무관련 법령 위반이라 함은 예컨대 자동차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은행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나 형을 받기 전에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회사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 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행케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3)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第2節日本
1. 槪 要
피보험자가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대기기간(7일)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33조
제1항).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일본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이후 소정 급여일수의 실업급여의 수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상이하다.
피보험자가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실업급여 제한기간은 1~3개월인데,
구체적으로는 당해 해고가 수급자격에 관련된 경우에는 3개월, 기타의 경우에는 1개월이며,
재취직수당의 지급을 받고 재취직한 사람이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재취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간 실업급여를 정지한다.

2. 重大한 自己歸責事由로 인한 解雇로 認定되어 失業給與를 制限하는 基準
수급자격자가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데(고용보험법 제33조 제2항), 그 기준에 따라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업무취급요령 52202).
(1) 형법 각조의 규정을 위반하겨나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또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이다.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처벌을 받은 사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기소를
당하거나 취조를 받고 있는 경우, 공소 또는 상고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집행유예 에 있는 사람은 단지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형이 확정되는 시기부터 여기에 해당하며, 기소유예 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기구를 파괴하여 해고된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를 준 것이 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기인된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이유에 속한다.
(3)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해서 사업장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또는 손해를 준 것에 의해서
해고된 경우
피보험자의 언동에 의해 사업주 또는 사업장이 금전 및 기타 물질적 손해를 받았거나 또는 신용의
실추 및 고객의 감소 등 무형의 손해를 받은 사실에 의해서 해고된 경우이다.
(4) 단체협약 또는 노동기준법에 의거한 취업규칙에 위반된 사실에 의해서 해고된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은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실에 의해서 해고된 경우에는(1)~(3) 또는 (5)~(7)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다음의 (가)~(라)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고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노동기준법 제20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 제외인정을 받아서 동법 제20조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불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①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도 절도, 횡령, 상해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도박,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칙을 문란하게 하고 다른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출근독촉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출근불량 또는 출근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몇 번의 주의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

(5) 사업장의 기밀을 누출한 사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
사업장의 기밀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기계기구․제품․원료․기술 등의 기밀, 사업장의 경영상태
및 자산 등 사업경영상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 사항은 종업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밀이며, 이것을 다른 곳에 누설한 사실에 의해 해고된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있는 중대한 이유로 인정된다.
(6) 사업장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도모하려고 한 사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
사업장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으려고 했던 사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로서, 이 경우 사업주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준 경우는 물론 사업주에게 손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기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7) 타인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또는 허위진술하여 취직을 하였기 때문에 해고된 경우
피보험자가 사업장에 고용되도록 취직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력을 도용하거나
혹은 기술․경력․학력 등에 대해서 자기의 취직에 유리하도록 허위진술하여 채용된 후 발각되어
해고된 경우이다.

第 3 節 美國 (캘리포니아 주 )
1.槪 要
캘리포니아 주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제1256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발생 직전의 직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과실(misconduct)에 의해 해고된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여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과실에 의한 해고란 과실과 해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와
관련된 과실이란 근로자의 과실과 업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過失에 의한 解雇의 成立要件
그런데 과실 이라는 개념은 법령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불명확한 개념인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이른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 신청자가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를 바라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삼갔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고의적인 행동을
과실로 정의하고 있다.1)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실업급여 결정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자의 행동이 과실인 것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2)
① 실업급여 신청자는 고용계약에 의해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위반이 있어야 한다.
③ 당해 위반은 당해 의무를 고의적으로 태만히 한 것이어야 한다.
④ 당해 위반으로 인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의무(material duty)란 예를 들어 정시에 출근하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업무에 종사하며, 취업규칙을 준수하고, 고용주의 합리적인 지시에 복종하고, 작업장 내에서
싸움이나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자의 행동이 고용주에 대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 해고는 과실에 의한 해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요한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위반(substantial breach)이란 실업급여 신청자의 업무태만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고용주의 이해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를 말한다,
고의적인 과실이란 근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이 저지른 사소한 직무태만은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일러실 관리자가 근무중 잠을 자다가 해고된 것이나,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작업규칙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무수행을 거절한 경우 등은 제한사유에 해당된다. 회사의 내규를 위반했거나
결근을 한 경우 등에는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주에 대한 손해란 실업급여 신청자의 행동으로 고용주에게 재정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고객의 감소, 생산의 차질, 회사의 규율 또는 위계질서의 파괴 등을 초래하여
고용주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와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볼
때 고용주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의
이익에 대한 침해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행동이 작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해고는 가장 최근의 직무(most recent work)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즉 실업발생
직전의 고용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이
직무와 관련된(connected with work)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

3. 立證責任
과실에 의한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고용주는 실업급여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실에 의한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거가 없는 한 일단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10일
이내에 과실에 의한 해고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것으로
3)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4. 迅速한 解雇의 法則
과실에 의한 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과실과 해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과실을 과실이 발생한 직후에는 고용주가 용서해 주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과거의 과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과 해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4)
그런데 과실이 발생한 즉시 신속히 해고해야 과실과 해고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위 신속한 해고의 법칙 (rule of
prompt discharge)에도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경우, ②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에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해고대상 근로자를 대체할 만한 다른 근로자를 찾아야만 하는데
대체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워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과실이 있은 후 신속하게 해고하지
5)
못했더라도 과실과 해고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석 1) Maywood Glass Co. V. Stewart(1959), P-B-3.
주석 2)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Operations Branch, Benefit
Determination Guide, MC5-6.
주석 3)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Operations Branch, Misconduct, pp.
5-17, 5-18.
주석 4)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Operations Brance, Misconduct, pp.
5-20. 실업급여 신청자는 작업장 내에서 동료와 싸움을 하였으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의를

주고 해고를 시키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실업급여 신청자가 휴가중일 때 1년
전에 같이 싸움을 했던 동료직원은 고용주에게 실업급여 신청자를 당시에 해고시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그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다른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현재의 작업장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이에 고용주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1년 전의 싸움을 이유로 말썽
많은 근로자라며 그를 해고시켰다. 본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실업급여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과실이 해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주었을지 모르나 싸움과 해고간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동료직원의 이의제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P-B-192).
주석 5)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Operations Brance, Misconduct,
pp.MC5-21.

第4節英國
1.槪 要
영국의 1995년 구직자법(Jobseekers Act, 1995) 제19조 제3항 및 제6항 제a호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근로자로서의 과실에 의해 실직된 경우에는 1주 이상 26주 이하1)의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1~26주의 시간 중 구체적으로 몇 주 동안 실업급여를
제한하는가는 직업안정기관(Jobcentre)과는 독립된 사회보험심판소의 심판관이 결정한다.
영국의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제67조 제1항은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unfair
dismissal)를 금지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회보험심판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에 대한 급여제한기간의 판정과 부당하게 해고되었는가의 문제는 서로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별개의 문제이다(AOG 89057). 사회보험심판소와 노동위원회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서 어느 한 기관의 결정이 다른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용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행위가 강조되는 데 비하여
구직자법에서 규정하는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행위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였는지는 실업급여 제한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AOG 89058).
2. 過失에 의한 解雇로 보아 失業給與를 制限할 수 있는 要件
사회보험심판소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AOG 89059).

(1) 신청자가 해고를 당한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있었을 것
(2) 사용자가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작위(作爲)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신청자가 하였을 것
사용자가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신청자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목격자 등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신청자가 부당하게 실업급여의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청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과실에 해당할 것
과실에 대한 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청자의 과실을 고려할 때 신청자가 더 이상
맡은 업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그러한 정도의 과실을 저지른
신청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난받아 마땅한 신청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AOG 89087). 따라서 신청자의 업무수행 실적이 저조하여
해고되었더라도 그가 최선을 다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자주 결근을 하여 해고되었으나 신청자의

결근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예컨대 사고 또는 질병 등)에 기인한 것인 경우 등은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신청자의 과실 또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신청자의 과실도 업무와
관계되는 한 포함되며,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과실 모두가
포함된다(AOG 89088).그러나 당해 해고를 당한 사업장에서의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신청자의 과실은 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가 되는 과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자의 과실이 당해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과실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과실은 아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예컨대 교사, 공무원 등)에는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과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AOG 89089).

(4) 당해 신청자가 본인의 과실 때문에 실직하였을 것
신청자의 과실이 실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때 본조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의 과실이 있은 후에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실직을 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해 신청자가 과실을 저지른 즉시 해고되었을 수도 있고 해고예고가 있는 후 일정기간
후에 해고되었을 수도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그럴 듯한 해고이유로 퇴직했을 수도
있다.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과실이 실직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실직으로
해석된다. 신청자가 과실을 저지른 후에도 상당기간 고용관계가 존속되었을지라도 과실에 대한
조사 등 타당한 이유가 있어 과실과 해고시점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상당기간 고용관계의 존속을 허락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AOG 89176~89178).
주석 1) 과실에 의한 해고시 1986년까지는 6주간 실업급여를 제한하였으나 1987년부터
13주간으로 제한기간을 연장하였고 1989년부터는 26주간으로 대폭 연장하였으나 1996년 10월
1일부터 제한기간을 1~26주로 변경하였다.

第 5 節 韓國에 주는 示唆
실업급여 신청자가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제한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의 경우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제한한 건수가 1년에 약 80~90만 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제한한 경우는 0.1~0.2%에
1)
불과하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잘못이 중대한 자시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처벌을 받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1~3개월간 유예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금고 이상 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인의 중대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금지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자기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기준」에 열거된 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러한 인정기준의 정신과 실업급여 신청자를 해고시킨 본인의 귀책사유를 비교형량하여
실업급여의 남용 방지와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국과 미국에서 확립된 제원칙들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석 1) 유길상,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135쪽.

第5章
正當한 事由없는 自己事情으로 移職한 者에 대한 失業給與制限
일반 사보험(私保險)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듯이 고용보험에서도 피보험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함으로써 발생한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직장을 떠날 만한 합리적이고 입증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바, 여기서 스스로 이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good cause)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第1節韓國
1. 槪 要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고용보험 제45조 제1항).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

2. 正當한 事由 있는 自己事情으로 移職한 것으로 보아 受給資格을 制限하지 아니하는 基準
노동부 예규 제305호인 「기본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지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1)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함). 다만 사업주가 채용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던 근로조건을 정당한 절차를 걸쳐 변경함으로써 채용조건보다 실제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1월 단위로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2회 이상 연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①경제정세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휴업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위해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하는 이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취급한다.
② 월 임금지급 대상기간 중 5일 이상의 전일휴업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부분휴업일
경우 월 임금지급 대상기간 중 법정 근로기간의 5일분에 해당하는 40시간 이상 휴업하는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④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1)에 의한 대량 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⑤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5)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사업주가 통근 편의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①사업장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기간이 4시간 이상 되는 지역으로 이전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및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6)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 이하 같음)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①근무사업장의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배우자 또는 부양동거 가족과 별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7)정리해고의 전단계, 인원감축, 경영합리화, 일시적 인사적체해소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응하여 이직하는 경우. 다만, 이직 원인이 사업주의
권고보다는 피보험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는 바가 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형식적으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유와 그 방법 등을 고려하여 비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경우에는 전직․결혼등을 이유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일반퇴직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전단계, 인원감축, 일시적 인사적체해소, 기타 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②명예퇴직의 경우는 기업마다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 이라는 명칭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명예퇴직할 수
있는 요건, 철차, 보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순수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여 퇴직한
경우는 자발성이 강하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명예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요건이 위의 권고사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8)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 및 기능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예컨대 NC 공작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선반공이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어 새로운 공작기계의 프로그램 작성․조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도 그 기술의 습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나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타이피스트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워드프로세서의 조작을 명령 받았으나 그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또는 공작기계,
로봇 등이 도입되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정 전체의 순서와 제어가 컴퓨터로

행해지게 된 경우에 종래의 당해 공정 내에서 숙련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자가 당해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새로운 공정에서의 기기의 조작, 프로그램 작성 등을 명
받았으나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피보험자의 신체적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② 상기 사유에 의해 그 자가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 또는 곤란하나,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하는 것을 명 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0)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결혼,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다.
②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 (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모 및 동거친족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취직 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 내용 또는 생산제품이 법령에 위반되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보험자가 취직시에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후에 이것을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내용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이며 사업활동 과정에서 세법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는
이에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래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제품의 제조 등 사업 내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새로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대로의 제조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양심으로 보아도 그 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임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나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이 관련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도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주석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 : 1월 이내의 기간에 이직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 이상
2.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第2節日本
1. 槪 要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기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실업인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급여제한은 소정 급여일수의 단축이 아닌 제한기간만큼 기본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의 급여제한기간은 그 이직이 수급자격에
관련된 경우에는 3개월, 그 이외 이직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단, 재취직수당의 지급을 받고
재취직한 사람이 새롭게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당해 사업소에 재취직하여 당해 재이직
이유로 급여제한을 하는 경우의 급여제한기간은 해당 재취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률적으로 2개월로 한다.
피보험자의 이직이 이직 이유에 의한 급여제한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의 인정 및 급여제한처분은
이직자의 거주지 관할 안정소가 이를 행한다
2. 正當한 事由 있는 自己事情에 의한 退職으로서 給與制限을 하지 아니하는 基準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그 퇴직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다. 퇴직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급부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업무취급요령
52203).

(1)①체력부족 ②심신장애 ③질병 ④부상 ⑤시력감퇴 ⑥ 청력감퇴 ⑦촉각감퇴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에 의거한 퇴직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만 어느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의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는 구체적 사정(피보험자의 신체적 조건과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던 업무 또는 그 사람이 새로이 취직하도록 지시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①~⑦까지의 사유,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이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하는 것을 명령받아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결혼․임신․출산 혹은 육아 때문에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사실에 수반되어 퇴직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결혼에 따른 주소 변경․ 육아에 따른 보육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이용 혹은 친족 등에게 보육 의뢰를 위해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하는 것이 사업장의 관행이 되어 있는 경우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용되어 있는 여성근로자가 결혼 때문에 퇴직한다는 사실이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필요한데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②그 피보험자가 해당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또한 그
결혼에 따라 퇴직한 경우
또한 통근이 곤란 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동차, 자전거를 사용하는 등 통상의 방법에 의해
통근하기 위한 왕복 소요시간이 대략 4시간 이상인 경우
②피보험자가 통근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시간대의 형편이 나빠 통근에 현저한 장애를
받는 경우 육아에 수반되는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의 이용 또는 친족 등에게 보육 의뢰를
위해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육아 라는 것은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달할 때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을
말한다.
①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린 또는 통근경로상 적당한 장소에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을 것(이와 같은 시설과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다고 해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각각의 이용과 보육의 의뢰가 모두 가능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②①에서 열거한 이외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한다고 한다면 통근이 볼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경우

(3)부모의 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는
경우․ 또는 항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게 된 경우와 같이 가정사정이 급변함에 따라 퇴직한 경우
①부 또는 모의 사망․질병․부상 및 상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에
수반된 퇴직의 예는 어디까지나 예이며, 이 기준은 가정사정의 급변 에 의한 퇴직을 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직으로 본 것이다.
②항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에 의해 이직한 사람(심신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간호를 위해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직단계에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대략 30일을 초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③집의 화재, 수해 등에 의해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④학교 입학, 훈련시설 입교(소), 자녀교육 등을 위해서 퇴직하는 것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4)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만 하는 친족과 별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퇴직한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만 하는 친족과 별거를 계속하는 것이 가정생활면에서, 경제적 사정면
등에서도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해서 사업장으로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퇴직한 경우는 이 기준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경우에 처한
자를 포함하며, 이러한 자가 직업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는다.((5)에서도 동일). 또
부양해야만 하는 친족 이라는 것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가정재판소가 부양의무를 부과한
삼촌이내의 친족을 말한다(민법 제877조, (5)에 있어서도 동일).
(5)통근이 볼가능 혹은 곤란한 사업소에 전근 혹은 출향을 명령받았기에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만
하는 동거친족과 별거하는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①피보험자 본인이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 또는 출향을
명령받아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만 하는 동거친족과 별거하는 것이 어쩔 수 없게 되었기에 퇴직한

경우
②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 또는 출향을
명령받아 당해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 본인이 해당 배우자와
동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퇴직한 경우

(6) 채용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과 실제의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퇴직한 경우
피보험자가 취직하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제시받은 근로조건이 취직 후의 실제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에는 취직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채용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르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채용시에 특정 사업장에만
근무한다고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부터 이전을 명령받은 것에
수반해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취직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 놓았던 근로조건을 정당한 수속을
거쳐 변경한 것에 의해 채용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지불된 임금이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월임금액의 3분의 2에 미치지 않는 달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는 매월 지불되어야만 하는 임금 전액이 소정 기일을
지난 날에 지불된 사실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8) 임금이 동일지역, 동종의 업종 및 직종, 동일한 정도의 경력과 연배인 사람이 받는 표준적인
임금과 비교하여 대략 100분의 75이하가 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퇴직한 경우
당해 지역에 있어서 동일 조건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장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반 임금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특정사업장의 임금 절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그 퇴직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 기준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이직하기 이전 임금액을 이직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 동일조건을 가진 사람의 표준임금(산업, 직종, 성별, 학력, 근무년수 등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하여 산정)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 이하의
임금이라는 것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1)

(9) 노동기준법 제36조의 협정 에 의해서 정해진 1일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에 있어서
「노동기준법 제36조의 협정에 있어서 정해진 1일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지침」(1982년 노동성 고시 제69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반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이직직전 3개월간 실제로 노사협정에 의해 정해진
전기간에 걸쳐서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10) 신기술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기회를 잃고 당해 신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해짐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됨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 적용된다.
①NC ․MC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일반컴퓨터, 사무용컴퓨터 등의 ME기구가 도입된 경우
②①의 사실에 수반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상실된 경우
③피보험자가 도입된 당해 ME 기구를 취급하는 직무를 맡게 된 경우
④ 피보험자가 당해 ME 기구에 관련된 프로그램 작성, 관리업무 또는 그것에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한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예를 들면 NC 공작기계의 도입에 의해서 숙련된 기능을 가진
기능공이 해당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여 NC 공작기계의 프로그램 작성 강습을
받도록 되었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기술 습득이 곤란하기에 퇴직한 경우와, 워드프로세서 도입에
의해 숙련된 기능을 가진 타이피스트가 해당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여

워드프로세서 조작을 명령받았지만 해당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혹은 NC 공작기계,
로봇 등이 도입되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정 전체의 절차와 제어가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종래의 해당 공정 내에서 숙련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기회를 상실하여 해당 공정 내에서 기기조작, 프로그램 작성, 관리업무
등을 명령받았으나 그들의 업무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1) 정년 또는 근무연장 혹은 재고용의 기한이 도래(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퇴직한 경우
(12)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고의로 배척되거나 심한 냉대를 받은 사실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이 기준은 상사, 동료 등의 배척 또는 심한 냉대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퇴직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관리자가 부하의 직무상의 실수 또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주의․질책하는 것은 통상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서
그것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배척당하거나 심한 냉대를 받은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13)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권장당한 사실에 의해, 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에
따라서 퇴직한 경우
형식은 임의퇴직이지만 퇴직하기를 권유당했거나 희망퇴직자의 모집에 응한 경우와 같이 퇴직이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일반 임의퇴직과 같은 형태로 취급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퇴직의 권장을 받거나, 정년제의 조기퇴직의 권장을
받아서, 또는 기업정비에 따라 인원정리로 인한 퇴직 권장을 받아 퇴직한 경우 및 환경적으로
이직되는 것이 기대되어 이직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기업정비에 의한 인원정리에 있어서는 통상 일정예정인원을 ① 희망퇴직자 모집, ② 퇴직 권고,
③ 해고 등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지만, 그 이직 이유는 ③항 은 말할 것도 없이 ②항에서도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해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②단계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되는
사람 외에 ①단계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따라 이직한 사람은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14) 파산, 합병 개시, 갱생수속 개시, 정리개시 혹은 특별청산 개시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어 부도어음 발생등의 사실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15) 사업장이 통근 곤란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폐지(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를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퇴직한 경우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① 사업장이 통근 곤란한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또는 폐지되었기에 당해 사업소를 퇴직한 경우
② 사업장이 이전되었어도 폐지된 것이 아니고 재판상의 도산 수속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짐에 따라 당해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이 통근 곤란한 지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한 후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피보험자에게 있어서 불가능
혹은 곤란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
(16) 사업규모 혹은 사업활동의 축소 또는 사업전환 등에 따라 고용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이직에
관련된 대량고용 변동인 경우로 신고가 이루어져 대량인원정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혹은 종업원
가운데 상당수의 인원정리가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① 사업규모 혹은 사업활동 축소 또는 사업전환 등에 수반해서 고용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이직에
관련된 대량고용 변동임이 신고되어 대량인원정비가 행해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② 사업규모 혹은 사업활동 축소 또는 사업전환 등에 수반해서 종업원 가운데 상당수의
인원정비가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 '상당수의 인원정리'가 행해졌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해고 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할 것을 권유받아서 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에 응하여 퇴직한 사람이 한 사업자에 대략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7) 전일휴업에 따른 노동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 지불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휴업하여
노동기준법 규정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이것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정당한 이유로 취급한다. 소위 일시귀휴제도에서도 이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불된 휴업수당 등의 금액이 그 사람에게 지불되어야만 하는 월 임금액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달이 계속애서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이 기준에 해당하여 퇴직하는 것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
(18) 노동조합에서 제명되면 당연 해고로 간주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19)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통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주소 혹은 주거의 이전을 대책없이 당함에
따라 퇴직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것은, 예를 들어 주거의 강제퇴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20) 철도, 전철, 버스 기타 운수기관의 폐지 또는 운행시간 변경 등에 의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
(2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퇴직한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장이 법령에 위반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피보험자의 취직 당시의 사업
내용과 다르거나 또는 당해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는 법령이 새로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와 같이 제조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양심에 비추어 그 퇴직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주석 1)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을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第 3 節 美國 (캘리포니아 주 )
1. 槪要
캘리포니아 주 실업보험법 제1256조는 "가장 최근의 직장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인데,
미국은 이에 관한 성문규정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판레 등에 의해 확립되어가고 있다.

2. '正當한 事由'의 成立要件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이 '정당한 사유'(good cause)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간에 실업급여 신청자의 이직 시점에 그를 이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실질적인
동기유발 요소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부득이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일한
상황하에서는 이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정당한 사유가
1)
있는 자발적 이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이직의 사유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부득이한 것이었을 것.
②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진심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합리적인 사람일지라도 동일한
상황하에서는 이직할 수밖에 없게 할 정도의 사유였을 것.
③ 당해 신청자가 고용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불가피했을 것.

3. '正當한 事由'로 認定되고 있는 事例
(1)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실업보험법 제1256조).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속년수가 많은 근로자부터 순서대로 해고하기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하여 해고예정자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간주된다(실업보험법 제1256조).
(2) 고용주의 차별대우에 의한 이직
고용주가 당해 근로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국적, 조상, 또는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간주된다.
(3)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당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은 성적인 유혹, 성행위의 강요, 기타 언어 또는
시각적․신체적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성적인 괴롭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간주된다(실업보험법
제1256, 7조).
① 그러한 행위에 순종하는 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② 그러한 행위를 승낙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당해 신청자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그러한 행위가 개인의 업무실적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환경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

(4) 학교교육 또는 직업훈련의 수강
법령에 의해 요구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교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스스로 이직한 경우,
그리고 주정부가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지 않은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본인의 업무 내용이 본인의 진실한 신념․종교 또는 양심에 반하여 이직한 경우
본인이 맡은 업무 내용이 자신이 진심으로 신봉해 온 신념․종교 또는 양심에 반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당해 이직이 본인의 진실한
신념이나 종교․양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거나 본인의 신념․종교․양심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요인이 이직에 더 크게 작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VQ90-1, VO90-9).
본인의 신념․종교․양심에 반하여 이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은 ① 당해 신청자의 이직에 다른 사유가 있지는 않았는지, ② 신청자의
신념․종교․양심에 반했다고 주장한 업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③ 당해 업무가 당해
신청자의 신념 등에 직접적으로 반한 것이었는지, ④ 당해 신청자가 고용주에게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구하는 등 신념 등에 반한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⑤ 당해 신청자가
주장하는 신념이라는 것이 조직화된 종교집단의 교의(tenet)로서 인정받고 있는지, ⑥ 당해
신청자가 그러한 신념 등을 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지, ⑦ 당해 신청자가
새로이 찾고자 하는 일의 종류가 본인이 주장하는 신념 등에 반한 것은 아닌지, ⑧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언제부터 그러한 신념 등을 갖게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6) 출퇴근 시간․거리․비용 등과 관련하여 이직한 경우
직장과 거주지 간에 아무런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이직 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강구해
보았으나 적절한 대안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출퇴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신청인이 이사를 하여 새로운 주소지에 더 가까운 근무지로
전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소지로부터는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사업주가 교통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된다.
교통문제 때문에 이직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경우마다
다르며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단순히 통근거리나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신청자의 임금, 직업의 성격, 통근비용, 신청자가 사용해온 통근수단 및 당해 지역에서
가능한 대체통근수단, 건강상태 및 연령, 지역적 특성, 신청자와 고용주의 다른 대안의 모색을
위한 노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근거리와 비용은 당해 지역의
통근 유형과 대중교통수단의 적절함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와 같이
통근의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에서는 교통문제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수급신청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급신청인이 교통문제 때문에 이직했는가?
② 교통문제는 일시적인가, 아니면 해결되기 전까지는 영구적인가?
③ 수급신청인은 어떠한 통근수단을 이용해 왔는가?
④ 수급신청인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a. 근로시간이나 교대시간(shifts)의 변화가 있었는가?
b. 근무지의 변화가 있었는가?
c. 수입의 변화가 있었는가?
d. 가족이 이사를 하였는가?
e. 개인적 교통수단이 없어졌는가?
f. 통근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는가?
⑤ 고용주는 그동안 어떠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왜 그동안 제공해 온 교통편의 제공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는가, 고용주가 다른 대안을 권고하였는가?
⑥ 수급신청인은 이직 전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⑦ 합리적인 대안이 있었다면 수급신청인은 그것을 검토했었는가?(수급신청인의 거주지를
근무지에 좀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 등)
⑧ 합리적인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거부되었다면 왜 수급신청인은 그것을 거부했는가?
⑨ 교통문제 외에 이직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⑩ 수급신청인이 이직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 때문에 야기되었다면 수급신청인은 이사 후
계속 직장근무를 했었는가?
⑪ 수급신청인이 이사 때문에 이직을 했고 그 이사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a. 새 주소지에서의 통근은 여전히 합리적인가?
b. 수급신청인의 대안은 무엇이었고 수급신청인은 그것을 검토했었는가?
c. 수급신청인이 대안을 검토했었다면 홰 수급신청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직하였는가?
⑫ 수급신청인이 이사 때문에 이직했고 이사한 이유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면 통근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간에 수급신청인의 결과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7) 가정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VQ155-1~155-22)
① 결혼 또는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새로운 거소에서 가까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새로운 거소에서도
통근이 가능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지도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가족2)의 사망 및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직하지 않고 휴직을 이용하는 등 다른 대안의
모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미성년자가 부모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8) 건강 및 안전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VQ235-1~235-19)
①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의 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가
일을 그만두도록 권고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건강상의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② 건강이나 체력 또는 안전 측면에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더 가벼운 업무로의
재배치도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③ 고용주가 신청자에게 마약중독검사(drug test)를 받도록 강요하였으나 마약중독검사를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고용주의 마약검사 요구에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9)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이직한 경우(VQ440~1 440-31)
① 고용주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이직한 경우,
② 고용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이직한 경우
③ 건강을 해칠 정도의 열악한 근로환경하에서의 근무를 지시받아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 내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
⑤ 고용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현저하게 감액하여 이직한 경우
⑥ 고용주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료나 상사 등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한 경우, 맡은 바 업무에 흥미가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주가 사소한 귀찮은 일들을 시켜서 이직한 경우,
고용주가 강요한 새로운 고용조건에 불만이 있어 합리적인 해결책도 모색해 보지 않고 이직한
경우, 전반적인 임금․근로조건 등에 불만이 있어 이직한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0)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VQ360-1~360-19)
① 개인적 사정에 의해 이직하였으나 그러한 개인적 사정이 불가피한 것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② 신청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으나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주석 1)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Operations Branch, Benefit
Determination Guide, VQ210-1.
주석 2) 여기서 '가족'이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양부모 그리고 양자의 관계 또는 신청자의 일상적인 가족원으로 같이
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자식간, 조부모․자식간의 관계로 상호적인 권리․의무․책임이
지워지는 어떠한 보호자나 사람으로 정의된다.

第 4 節 英國
1. 槪要
영국의 구직자법 제19조 제3항 및 제6항 제b호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without
just cause)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주 이상 26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직자법 제19조 제7항은 고용보호법 제8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잉여노동력(redundancy)을
정리하는 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했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게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퇴직을 요청받아 이직한 경우에도 신청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한다(AOG
89228).

2. 正當한 事由가 있는 自發的 移職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신청자가 입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인 이직이었는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당해 신청자의 ① 고용과 관련된 조건 및 상황, ②
개인적․가정적 사정 및 ③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OG89270).

(1) 고용과 관련된 조건 및 상황
① 고용과 관련된 조건 및 상황 때문에 이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여야 하며 이직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 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조건 등에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고용주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보지도 않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AOG
89283). 그러나 본인의 고용사정에 대한 불만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용주에게 전달하고
해결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열악한 고용조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290). 근로 조건의 변경에 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AOG89285)
② 사용자가 신청자의 진실한 양심이나 종교 교리에 반하는 일을 강요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05).
③ 시간외 근무 기회의 감소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만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근로소득의 감소가 신청자의 생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10~89311).
④ 신청자가 통상적인 정년에 도달했으나 정년에 의한 퇴직이 강요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이직한 경우 또는 결혼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AOG 89316).
⑤ 고용조정 차원에서 조기퇴직(early retirement)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조기퇴직제도의 혜택을 받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AOG 89318). 한 예로서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교사가 관할
교육당국의 교사 조기퇴직 희망자 모집에 지원하여 상당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62세에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사회보험심판소는 조기퇴직자 모집에 스스로 응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⑥ 신청자가 자기에게 더 적합하고 보수가 좋은 일을 찾기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곧 취업이

가능하고 고용의 안정이 확실시되는 사업장으로부터 확실한 취업보장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GO 89321).
⑦ 신청자가 본인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본인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13주
이내의 직업훈련을 수강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22).

(2) 개인적․가정적 사정
신청자의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사정이 아주 절박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18세 미만이고 부모가 미성년자인 신청자를 객지에 혼자 떨어져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신청자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부모와
1)
함께 거주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 를 본인 또는 부모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31). 신청자의 부모가 기존의 직장에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이사하여
이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문제와 같이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32). 가족의 이사로 인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사한 이유, 이사한 날짜, 신청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 본인이 이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된 날짜, 이사할 것을 알게 된
날짜와 이사를 한 날의 기간 동안 신청자가 이사 가는 곳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이사 후의 출퇴근 거리와 이사 간 곳에서의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 이사
날짜 변경의 곤란 정도, 적어도 잠정적으로라도 이사한 곳으로부터 매일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 ,
이사한 곳에서의 취업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AOG 89333).
② 근로시간의 단축, 고용조건의 변화 등으로 신청자의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업이 되면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AOG 89337). 그러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절박한
재정상의 위기를 당하여2)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도 없어 부득이 자발적인 이직을 통해 퇴직금
등을 받아 재정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38).
③ 본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으로는 현재 맡고 있는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또는
현재의 업무가 본인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안을 모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불합리하여 불가피하게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42).
④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별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신청자가
배우자 또는 가족의 간호 등을 위하여 본인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가족과의 별거에 따른 비용이 본인의 임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47).
⑤ 직장과 주소지가 통근이 곤란할 만큼 먼 거리에 있고 직장 근처로 이사오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48).
⑥ 신청자의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근무시간대가 불합리하며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52).
⑦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하여 남편 근무지로 이사함에 본인의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신청자가 미리 남편 근무지 인근지역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AOG 89353~89356).
(3)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
신청자가 이직 후 다른 곳에 곧바로 취직(자영업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발적 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만큼 새로운 취직처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일 새로운 사용자가 신청자를

이직하는 즉시 고용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종전 직장을 퇴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약속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새로운 고용주가 취업 약속을 신청자가 이직하기 전에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AOG 89366).
주석 1) 예를 들면 부모의 고령 또는 건강 때문에 신청자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신청자가 부모의 도움이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부상․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거한 경우, 신청자의 임금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AOG
89331).
주석 2) 예를 들면 신청자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어 갑자기 자기
주택에서 쫓겨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第 5 節 韓國에 주는 示唆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은
실업급여를 건전하게 운용하는 핵심과제이다.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실직근로자의 보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실업급여의
제한기간도 짧게 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데 비하여 영국과 일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하되 일정기간(영국은 1~26주,
일본은 1~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자기의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명확한 기준을 노동부 예규 등으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데 비하여 영국과 미국은 법령에서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개별사례로부터 귀납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다.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시간과 실제의 임금․근로시간이 차이가 있어 이직한 경우에
우리나라는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해결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할 이상
임금․근로시간 등이 차이가 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노사의
의견과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우리나라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대략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단순히
통근거리나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직자의 임금․일의 성격, 통근비용, 건강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접근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305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 확립된 주요 기준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정년퇴직에 의한 이직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일선 직업안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노동부 예규에는 누락되어 있다.
둘째, 상사․동료 등으로부터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신체장애, 국적등을 이유로 고의적인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본인이 원하지 않은 성적인 유혹, 성행위의 강요,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였으며, 이러한 성희롱 행위에 순종하는 것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본인의 고용조건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행위를 승낙 또는 거절하는 것이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가 본인의 업무실적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환경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자신이 진심으로 신봉해 온 신념․종교․양심에
반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연간 실업급여 제한건수 중 99.9%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이다.1) 따라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업급여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일선 담당직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주석 1) 유길상,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135쪽.

第6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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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節 韓國
1. 槪要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로부터 2주간,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로부터 4주간 기본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실업인정규정(노동부 예규 제306호, 1996. 5. 15) 제11조 제1항). 다만 ①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② 취직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③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 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④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개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받은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본급여의
지급을 정지당하지 아니한다.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직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로부터 2주간 기본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3항).

2. 紹介된 職業에의 就職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1)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실업인정규정 제11조 제5항 제1호)
①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② 수급자격자의 지식․기능․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2)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실업인정규정 제11조 제5항 제2호)
① 소개된 사업장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 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실업인정규정 제11조 제5항 제3호)
①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 지역의 동종 업무 또는 동일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
②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본급여액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 제1항 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실업인정규정 제11조 제5항
제4호)

①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② 임금 체불이 2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③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④ 수급자격자가 조만간 취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 취직 후 조만간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주거 이전이
(2)항의 규정과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職業訓鍊 등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1)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실업인정규정 제11조 제6항 제1호)
① 수급자격자의 자질․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훈련 등을 받기 위한 주거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실업인정규정 제11조 제6항 제2호)
① 직업훈련기관 등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 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기본급여의 연장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 제1항 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실업인정규정 제11조 제6항
제3호)
① 다른 직업훈련 등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추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②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훈련 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職業指導를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基準(失業認定規定 제11조 제7항)
①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채용시험 응시,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 수강,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 동거친족 또는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 참석,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
참석,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직업지도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음 출석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은 경우
② 지시된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이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 2 節 日本

1. 槪要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는 이를 거부한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2조). 여기에서 1개월이라는 것은 30일의 의미가 아니라 역월(曆月)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8월 15일에 취직을 거부한 경우는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1개월을 말한다. 이
1개월의 급부제한은 소정 급여일수가 1개월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정 급여일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1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다.
급여제한은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취업 또는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혹은 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 그때마다 행해지며
직업안정기관 직원의 면전에서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 앞에서 면접시 거부한 경우 및
면접결과 채용이 이루어진 후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날과 사업주 앞에서 거부한 날이 다른 때는 현실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거부한 날 이후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날에 사업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 출두하지 않은 날 이후부터 급여제한을 하게 된다.
또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기 시작한 후 그 수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징계퇴소 이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 징계퇴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직업훈련수강을 거부한 경우로 해석하며, 이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이
해당수급자격자를 퇴소처분한 날부터 1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수급자격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0조 단서).
① 소개받은 직업 혹은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은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으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취업하기 위하여 혹은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주소 또는 거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변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취업처의 임금이 동일 지역에서 동종의 업무 및 비슷한 정도의 기능에 관련된 일반 임금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1)
④ 직업안정법(1947년 법률 제141호) 제20조 (제2항 단서를 제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⑤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공직업안정소가 행하는 그
사람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 그 거부한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기간은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2조 제2항).

2. 職業安定機關이 紹介한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拒否하더라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1) '소개받은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으로 보아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인정기준
① 일정한 신체적 능력을 요하는 업무에 이 자의 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부적당한 자가 소개된
경우
- 신체장애자, 신체허약자, 고령자, 청소년 또는 부녀자가 이런 신체적 능력을 초과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소개된 경우 혹은 특수체질인 자가 체질상 맞지 않는 업무에 소개된 경우를
말한다. 신체허약의 정도는 병리학적으로 정밀한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으로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허약'을 말한다. 물론 내과적 질환에 기초한 허약은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그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령', '연소'한 연령적 한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개개인의 사례별로 판단한다. 단

노동기준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이 기준에 해당된다.
특수 체질인 자가 체질상 불가능한 업무에 소개된 경우란 예를 들어 가솔린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이상해지는 자가 주유소에 소개받은 경우에 이 기분이 이상해지는 정도 및 해당 근무장소에
있어서 가솔린 냄새의 정도 등으로 보아 근무가 곤란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일정한 지적․정신적 능력을 요하는 업무에서 그 자의 지적․정신적 능력으로 보아 부적당한
자가 소개된 경우
- 정신박약자가 그 지적․정신적 능력을 초과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소개된 경우를
말한다.
③ 해당자의 지식 및 기능으로 보아 부적당한 업무에 소개된 경우
- 전문 지식․기능을 갖지 않은 자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소개된 경우
- 전문 지식․기능을 갖고 그것을 살린 업무에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소개된 경우. 단,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가 명확하고 그 내용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기능 및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보아서 타당한 것인 경우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정은 업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본인의 희망 여하에 상관없이 그
업무에 소개해도 좋다고 하는 최저한도와 본인의 지식․기능을 살릴 수 있는 업무에 소개해야만
하는 최상의 한도 사이에서 노동시장의 상황 등에 입각한 정상적인 상식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단서는 구직표등에 의해수급자격자가 희망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
학력, 경력 등으로 보아 이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 지식․기능을 충분히
가진데다가 해당하는 구인이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여 취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취업하기 위하여 현재의 주소 혹은 거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변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인정기준
① 취직처의 사업장에 기숙사․사택 등의 시설이 없는데다가 그 지역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주택을 얻는 일이 곤란한가 여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한 문제이지만
결국은 그 사업장에 통근가능한 지역내에서 주택을 얻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충분한 수단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노력을 하였어도 여전히 주택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적어도 일반인이 주택을 얻기
곤란한 지역인가에 대한 객관성에 따라 판단해야만 한다.
② 부양해야만 하는 가족과 별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이 기준은 수급자격자의 개인적․가정적인 사정에서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취업처의 사업장에 기숙사, 사택 등의 설비가 있는가 없는가에 상관없이 부양가족과
별거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이다.
③ 현재의 거주지에서 특별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그 수입이 두절되거나
감소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주소 혹은 거소를 이전함에 따라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장소에서만
가능한 내직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혹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경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그러한 수입이 두절되어 취업처로부터 임금을 얻어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현재의 주소 혹은 거소를 변경하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근수단이 버스만 있는 사업장에
소개받은 자가 버스에서 멀미하는 체질로서 그 버스에서 멀미하는 정도 및 해당 통근에 요하는
버스의 승차시간 등으로 보아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3) '취업처의 임금이 일반 임금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의 인정기준
① 취업처의 임금이 그 지역 동종 산업, 동동 직종의 직업에 같은 정도의 연령인 자가 취직한
경우에 받는 평균적인 임금보다 낮은 경우
② 취업처의 임금 수취액이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수당액보다도 낮은 경우
- 단, 본인이 자기의사에 의해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변경 후 조소 또는 거소의
노동시간에 관하여 동종 산업, 동종 직종의 직업에 동종 정도의 연령인 자가 취업하여 받는

평균적인 임금이 변경 전의 주소 또는 거소의 노동시장에서 동일 조건인 자가 받는 평균적인
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취업처의 임금 수취액이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수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생활 보장도 곤란하게 되므로
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서는 수급자격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 후의 주소 또는 거소의 노동시장에서 그 수급자격자와 같은 조건인 자가
받는 임금이 그 수급자격자의 변경 전의 주소 또는 거소의 노동시장에서 수급자격자와 같은
조건인 자가 받는 임금에 비하여 낮은 때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수급자격을 취득하거나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고 있던 자가 그 후
비교적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상기①항의 기준에 의한다. 즉 비록 취업처의 임금이(상기 ①항의 기준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아닌 한) 실업급여 기본수당액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도 취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급부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취직처의 임금이 그 지역의 평균적인 임금보다도 낮은가 아닌가의 인정에 있어서는
엄밀하게 해석하지 않고 본인의 실업하였던 기간 및 장래 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전망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다소 높이고 낮추는 것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이미 장기간 실업하고 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기준을 다소 낮추어 엄격한 취급을 하는 등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4)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단서를 제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의
인정기준
① 동맹파업 또는 작업장 폐쇄가 행해지고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직업안정법 제20조 제1항)
- 노동쟁의란 동맹파업, 태업, 작업장 폐쇄 등 쟁의행위의 다종다양성 때문에 그 판단이
곤란하지만 본 기준은 쟁의행위 중에서도 누구도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동맹파업과 작업장 폐쇄인 경우를 들고 있다.
② 노동위원회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에게 사업장이 동맹파업 또는 작업장 폐쇠에 다다를 염려가
많은 쟁의가 발생하고 있음을 또는 구직자를 무제한으로 소개함에 의하여 해당 쟁의의 해결이
방해받고 있음을 통보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단, 해당 쟁의의 발생 전에 통상 사용되고 있던
근로자의 인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까지의 인원을 보충하도록 소개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직업안정법 제20조 제2항).
(5)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인정기준
① 근로조건이 법령에 위반함이 분명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 여기서 '위반함이 분명한'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수급자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에 있어서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의해 직업안정기관이 그 사실의 유무를 조사해서 위반함이 분명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비로소 그
거부가 정당하게 된다.
②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그 지역의 동종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부당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 근로조건이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그 지역의 동종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경우의 근로조건은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을 지적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전술한 대로이다. 부당한가 여부의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이 하게 되며
수급자격자의 판단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③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장래 적당한 시기에 임금이 지불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 소개된 경우
-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 함은 최근에 또는 소개받는 당시에 있어서의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시적인 것이고 가까운 장래 적당한 시기에 임금이 지불됨이 확실한
경우는 당해 취직을 거절하는 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④ 공공복지에 반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 '공공복지에 반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업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라도 그 업무를 행하는

일이 사회공공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혹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을 법한 경우를 말하는데,
개개의 사례별로 공공복지에 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
⑤ 7일 이내에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의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 직업소개는 어디까지나 구직자의 자유로운 의사 및 그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특정 노동조합과 주의․주장을 달리하여 그곳에 가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는 수급자격자를 그 사업장에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격자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업장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⑦ 이직 전부터 계속해서 야간 통학하고 있는 근로자가 학교 소재지에서 현저하게 먼 곳에 있는
사업장에 소개되어 그 자의 통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보통과 다르고 야간
통학이 불가능하게 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 이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직 전부터 야간 통학을 하고 있던 자에 한하며 소개처의
사업장이 학교 소재지로부터 현저하게 멀리 있고 교통사정 기타 객관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소개처의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이 보통과 다르고 야간 근무를 요하는 작업
또는 상당히 먼 곳까지 근무를 요하는 작업이 항상 있는 등 객관적 조건이 통학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에는 학교교육법에서 말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공부가
진실로 그 사람의 직업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전수학교, 각종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불가능'이란 전혀 통학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통학을 계속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이전한 후 야간
통학을 시작한 사람이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⑧ 취직 후 머지 않아 그 사람의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수반하여 필요한 주소
또는 거소의 변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소 혹은 거소의 변경이 곤란한지 아닌지의 인정은 앞의 (2)항의 ①, ② 및 ③에 준해서 행한다.

3. 公共職業訓鍊 등의 受講을 拒否하더라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1)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은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으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인정기준
지시된 직업훈련의 훈련과목이 본인의 소질․능력 등으로 보아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 등이 이루어져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또 훈련 등의 과정을 수료하고
취직하여도 유효하게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능력․소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수료한 후 치직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는
정신적․육체적․기술적인 능력 및 소질을 말한다.
(2)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주소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변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인정기준
①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기숙사․사택 등의 시설이 없고 또한 그 지역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부양해야만 하는 가족과 별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현재의 거주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주거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그 수입이
단절되거나 감소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상기의 ①, ② 및 ③항에 대해서는 '취직하기 위하여 현재의 주소 또는 거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변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인정기준의 ①, ② 및 ③항에 준하여 취급한다.
4. 職業指導拒否에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1)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로 인하여 소정 출두일에 출두하지 않고 직업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해당
출두일의 다음 출두일 전날까지 출두하여 직업지도를 받았는가 아닌가를 불문함)
① 질병 또는 부상
② 구인자와의 면접
③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이유
a. 재해,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b. 소방단원으로서 출동의무가 있는 소화활동에의 종사
c. 예비군의 훈련소집
d. 증인, 참고인 등으로서 재판소, 회의 등에의 출두
e. 범죄용의자 등의 소환, 구인, 구류 등
f. 본인의 간호를 요하는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g. 상주 역할을 하는 친족의 장례
⑤ 전 각호에 준하는 이유로 안정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결혼식, 시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등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2)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로 인하여 소정 출두일에 출두하지 않고 직업지도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출두일 전날까지 출두하여 직업지도를 받은 경우
① 취직
② 자격시험에의 응시
③ 선거권 기타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④ 친족의 장례(1)의 ④의 g인 경우를 제외)
⑤ 선거의 입회
⑥ 전 각호에 준하는 이유로 안정소장이 정하는 이유

(3) 적성검사 또는 체력검사를 받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러한 검사가 본인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극히 과중한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않아도 급부제한을 행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1)의⑤
및 (2)의 ⑥에서 열거하는 '전 각호에 준하는 이유로 안정소장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려 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주석 1) 직업안정법 제20조 : ① 공공직업안정기관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중립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맹파업 혹은 작업장 폐쇄에 이르고 있는 사업장에 구직자를 소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노동위원회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대하여 사업장에 있어서
동맹파업 혹은 작업장 폐쇄에 이를 우려가 많은 쟁의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및 구직자를
무제한으로 소개함에 따라 당해 쟁의의 해결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통보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는 당해 사업장에 구직자를 소개하여서는 안된다.

第 3 節 美國 (캘리포니아 주 )

1. 槪要
캘리포니아 주 실업보험법 제1257조 제b항은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제의된
적합한 일에 취업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통지한 적합한 일에 응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합한 일' (suitable work 또는 suitable employment)이라함은 신청자가 통상적으로 종사해
온 일 또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청자에게 알맞다고 판단되는 일을 말하는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알맞은 일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안전, 사회윤리,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에의 적합성, 신청자의

교육훈련․경력․임금․실업기간, 신청자가 종사해 온 직종의 노동시장 상황, 신청자의
주소로부터 취업 가능한 직장과의 거리,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신청자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실업보험법 제1258조).

2. 就職을 拒否해도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基準
먼저 실업보험법 제1258.5조와 제12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주가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② 고용주가 근로자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신체장애
실업급여(unemployment compensation disability benefits)를 위한 근로자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주정부의 신체장애기금(Disability Fund)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고용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노동법에 의한 자기보험(selfinsurance)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④ 제의받은 일자리가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결원(vancancy)이 발생한 경우
⑤ 제의받은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 근로조건이 당해 지역의 유사한 일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한 경우
⑥ 제의받은 일자리가 어용노조(company union)에의 가입을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진정한
노동단체에의 가입금지 또는 탈퇴를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
실업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판례 또는 행정해석 등에 의해서 취업을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SW5- 1~SW515. 65-1).
① 제의받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법령에 이해 요구된 학교교육을 중도에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
② 신청자가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신청자가 가까운 장래에 현재 제의받은 일보다 훨씬 좋은 일에 취업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③ 제의받은 일의 성격이 신청자의 진실한 신조․종교․양심에 반하는 경우
④ 제의받은 직장의 인근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여 통근이 거리, 교통수단, 소요시간, 비용,
건강, 안전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⑤ 제의받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 자녀 기타 동거하는
가족과 별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⑥ 친족 및 절친한 친구의 사망으로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의받은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⑦ 신청자의 간호가 필요한 가족의 부상․질병으로 이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
⑧제의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신청자가 준비해야만 하는 경우에 이러한
장비를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⑨ 신청자의 실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높은 수준의 기술․기능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의받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능․기술․지식 등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⑩ 제의받은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증 획득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신청자가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⑪ 제의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밀취급허가(security clearance)를 받아야 하는데
비밀취급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⑫ 의학적 조건 때문에 제의받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⑬ 제의받은 일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경우
⑭ 신청자의 의학적 조건으로 인하여 제의받은 일에 종사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
⑮ 제의받는 일에 종사하게 되면 마약중독 또는 알콜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16> 고령으로 인하여 제의받은 일을 더 이상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17> 제의받은 일에 취업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을 영구히 삭감당하거나 지급 정지당하여
신청자의 총소득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보다 감소하게 되는 경우
<18> 신청자가 미성년자여서 제의받은 일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19> 신청자가 부상․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 신청자가 임신중이어서 제의받은 일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1> 제의받은 일에 취업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하였으나 면접자의 태도가 아주
모욕적이어서 거절한 경우
<22> 고용주가 채용요건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업무의 성과와 무관하며 신청자가 이러한
요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는데도 고용주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23> 불원간에 더 좋은 직업에 취업하는 것이 확실시되어 제의받은 일을 거절한 경우
<24> 제의받은 일에 취업하였으나 수습기간(trial period)이라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직업을 거절한 경우
<25> 제의받은 일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신청자가 취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말을
제3자로부터 듣고 이를 이유로 취업을 거절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정보였음이 드러난
경우
<26> 직업안정기관이 우편으로 직업소개를 하였으나 신청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우편물이
신청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27> 시간제 고용형태의 일을 제의받았으나 이에 취업할 경우 전시간 고용형태의 일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간제 취업을 거절할 경우
<28> 일시해고를 당한 신청자가 종전의 사업장으로부터 되부름(recall)을 받아 재취업하는 것이
확실한데 제의받은 사업장에 취업하면 종전근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거절한 경우
<29> 제의받은 일의 교대근무제도하에서는 유아의 보육이 불가능하고 유아 보육을 위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30> 제의받은 일의 교대근무제도대로 근무하게 될 경우 신청자의 건강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분명한 경우

第 4 節 英國
1. 槪要
영국의 구직자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이 통보해 준 일자리 또는 본인에게 제의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응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취업기회를 놓친 경우, 그리고
1)
직업훈련 또는 직업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1주 이상 26주 이하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AOG 89385, 89581).
① 직업안정기관이 현재 비어 있는 일자리 또는 곧 비게 될 일자리를 신청자에게 제대로
통보했는가, 또는 신청자가 그러한 일자리를 알고 있었는가?
② 신청자가 그러한 취업기회를 거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을 게을리하여 취업기회를
놓쳤는가?
③ 당해 일자리는 적합한 것이었는가?

2. 通報와 拒絶
본인에게 일자리가 통보되었거나 제의되었다는 것은 당해 일자리에 대한 완벽하고 자세한 정보일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자세한 정보를 본인 스스로 더 얻을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AOG 898387). 그러나 취업제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구인처의 임금수준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취업제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신청자의 주소 변경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하지 않아서 직업안정기관이 발송한

구인처에 대한 통보(notification)를 신청자가 받지 못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우편수단에 의해 종전
주소지에 구인처에 관한 우편물이 배달된 날에 일자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AOG
89388).
그동안 거절해 왔던 취업제의를 결원이 충원된 이후에 승낙한 경우에는 취업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AOG 89390). 따라서 신청자는 취업기회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紹介받은 일의 適合性(suitability) 判斷基準
(1) 법령상의 기준(AOG 89400~89464)
① 노사분규에 의한 휴업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② 이직 전에 종사했던 직업에 비하여 동일 지역 내의 동종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③ 당해 지역의 노사간의 협약에서 정한 또는 노사간의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선량한
사용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던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2) 법령 외의 일반적 기준(AOG 89469)
신청자가 제의받은 일이 적합한 것이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신청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 ② 제의받은 일의 성격과 채용 가능성, ③ 임금수준, ④ 신청자의 살업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금수준
제의받은 구인처에서의 임금이 종전의 임금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의받은 일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현장감독자로 일하다가 실업을 당하여 10일의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 종전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출납원(cashier)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경우에 대해 사회보험심판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정년퇴직자 또는 무기능자에게 대해서는 유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AOG 89472-89474).
(4) 작업환경 및 위험 정도
의학적으로 또는 다른 증거에 의해 어떤 종류의 일이나 어떤 조건하에서 특정 신청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매우 위험한 경우에는 당해 일은 적합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의받은 일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이 일반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보다도 현저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AOG 89487).
(5) 야외 작업
실내 업무에 종사해 온 신청자가 제의받은 일이 야외 업무라는 것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야외
작업이 신청자의 건강에 결정적인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AOG 89488).
(6) 야간 작업
제의받은 일이 야간 작업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적합한 일이 되지 않으나
중병에 걸린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야간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에 있는 신청자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 작업은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AOG
89492).
(7) 시간제 또는 단시간 근무(part-time or short-time work)
시간제 또는 단시간 근무만을 이유로 당해 일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8) 통근거리
가능한 한 주소지 인근의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업초기에는 당해 지역
내에서의 취업기회를 찾도록 하기 위해 통근거리를 이유로 취업제의를 거절할 수 있지만,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통근거리는 엄격하게 해석된다(AOG 89496, 89505).
(9) 실업기간
당해 지역 내에서의 취업기회가 부족하고 주소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부터 제의받은
일자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족과 떨어져서 직장생활을 하는 데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2주 이상이 되면 멀리 떨어진 곳의 취업제의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당해 지역 내에서 곧 새 직장에 취업할 전망이 높은 경우에는 약 1개월
정도까지는 당해 지역 이외의 취업제의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AOG 89497).
(10) 제의받은 직장의 고용기간
제의받은 직장에서의 업무가 임시적인 것이어서 고용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근로자로서 채용되는 사업장에 비하여 거절할 수 있는 가중치를 높여서 판단하다(AOG
89499).
(11) 개인적․가정적 사정
배우자 및 가족의 건강문제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보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족과 헤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의
취업제의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AOG 89500).
(12) 재정적 형편
제의받은 취업처가 주소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곳의 임금이 주소지 지역 내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아 통근비용 또는 가족과의 별거비용이 임금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주소지
지역에서의 고용기회가 매우 부족하거나 신청자가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취업제의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AOG 89503~89504).
4. 紹介받은 일을 拒絶할 수 있는 正當한 事由
소개받은 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개받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전자는 일의 성격과 조건에 관한 것인 데 반하여 후자는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AOG 89511).
소개받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소개받은 사업장의 고용주 또는 동료 근로자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피할 만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2) (AOG 89513)
② 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에 있어서 소개받은 일자리와 큰 다른 직장에 조만간 취직이
예정되어 있고 소개받은 일자리를 승낙하면 취직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의 취업기회를 잃게
될 것이 확실한 경우(AOG 89526)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위하여 거절한 경우
④ 신청자의 종교․양심 ․도덕적 신념과 상충되는 업무를 소개받았고 신청자가 자신의
종교․양심․도덕적 신념이 소개받은 업무와 배치됨을 입증한 경우(AOG 89532)
⑤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다루는 업무, 신체적․도덕적 위험성이 있는 업무, 혼자 객지에
떨어져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의 사업장 등에 소개되어 부모가 취업을 반대한 경우(AOG
89537)
⑥ 소개된 직업이 신청자의 건강에 극히 해롭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AOG 89543)
⑦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 신청자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는 일이나 저녁 늦게 끝나는 일
등을 거절한 경우(AOG 89556).

5. 公共職業訓鍊 등의 受講을 拒否해도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基準
영국 구직자법 제19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신청자가 직업훈련 또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에의
참가를 거절한 경우에는 1주 이상 26주 이하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사회보험심판관은 훈련 거부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제한할 경우에는 ① 훈련수강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가, ② 신청자가 훈련수강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 ③ 당해 훈련이 신청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합리적인 훈련이었는가, ④ 신청자가 훈련기회를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였는가 하는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AOG 89617).
특히 신청자가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훈련과정이 본인에게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의 고용기록, 기능․기술수준, 훈련의 필요성 및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의 신청자의 대안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훈련 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정은
취업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준용한다(AOG 89631).
주석 1) 종전에는 급여제한기간이 13주 이하였으나 1996년 10월 1일 구직자법이 발효되면서부터
급여제한기간이 1주 이상 26주 이하로 강화되었다.
주석 2) 신청자가 소개받은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당한 경험이 있어
취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고용주와의 개인적인
불화가 심각하여 이직한 바가 있는 사업장에 소개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AOG 89513~89514).

第 5 節 韓國에 주는 示唆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한 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 전체 실업급여 제한건수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자를
조기에 재취업하도록 실직근로자를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직업지도와 직업소개를
통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일본의 기준과 매우 유사하나, 동맹파업 또는 직업장
폐쇄가 행해지고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의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에 일본은 이를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 중에서도 몇 가지는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인정규정」에 추가하여 소개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만한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소개받은 일자리가 파업, 직장폐쇄, 기타 노사분규가 직업적인 원인이 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② 소개받은 일자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을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
③ 소개받은 일의 성격이 본인의 진실한 종교․신조․양심에 반하는 경우
④ 수급자격자의 실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높은 수준의 기술․ 기능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개받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지금까지 수급자격자가 쌓아온 기술․기능․지식 등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⑤ 소개받은 일이 수급자격자의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소개받은 일을 수행하게
되면 수급자격자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경우

⑥ 소개받은 일을 수행하게 되면 마약중독 또는 알콜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第7章
失業給與의 減額과 不正受給者에 대한 制裁
第 1 節 失業給與의 減額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 산재보험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업급여와 다른
소득과의 연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주요국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1. 韓國
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얻게 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37조), 이 소득액과 구직급여액(종전 임금총액의
50%)을 합한 금액이 이직 전의 임금일액의 80%가 넘을 때에는 그 초과분만큼을 구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실업기간중의 소득 전액을 구직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실업기간중 부업등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직급여액과 실업기간중의 소득액의 합계액이 이직 전의 임금의 8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감액없이 지급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부업 등에 의한 소득을
얻는 것이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름없이 되면 정식의 취업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직급여액과 실업기간중의 소득이 이직전 임금의 80%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급여의 감액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실업인정규정(노동부 예규 제 306호) 제10조 제2항).
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타인의 업무를 보조하되 조기 또는 야간에 단시간 근로를 하는 등
따로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은 경우
② 주당 22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수입을 얻은 경우
③ 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연구 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다만, 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한다.
④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취업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얻게 된 수입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이상과 같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의 구직급여
감액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의
임금일액(급여기초 임금일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감액이 없이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며,
②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의

임금일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구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1)
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국민연급법 제56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서 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8조 제2항).
그러나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의 구직급여 감액규정은 없다.
다.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또는 국민연금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퇴직금, 전별금, 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있다.

2. 日本
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1)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 의 의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자기의 노동에 의해 수입 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 노동에
의한 수입을 얻게 된 날 이후에 맞이한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그 수입을 얻게 된 날 및 그 수입금액
등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동규칙 제29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자에 대한 질문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조사 등을 통하여 자기 노동에
의한 수입의 유무를 확인하고, 의심스럽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자기의 노동에 의한 수입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수당의 지급 결정을 다음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할
날(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규칙 제29조 제2항).
여기서 자기의 노동에 의한 수입이란 소위 부업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재봉․제본 및 봉투나 상자 제조 등 일반 가정부업에 종사하거나 가끔씩 다른 집의 영업을
도와주거나 화물 등의 운반․번역․중개 등을 하여 얻은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노동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얻은 경우와 같은 취직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이 아니다. 또 자기의
노동에 의한 수입 에는 의복, 가구 등을 팔아서 얻은 수입, 예금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업무취급요령 51255).

(2) 실업급여 감액방법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의 기본수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제19조 제1항).
① 그 수입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수입의 총액을 기초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함)에서
1,000엔(￥)을 공제한 금액과 기본수당의 일액의 합계액(이하 합계액 이라 함)이 실업발생 전
최후 6개월간의 임금일액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수당을 감액하지 않는다.
② 합계금액이 임금일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기본수당의 일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기초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합계금액이 기본수당의 일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일수분의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다른 사회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일본 고용보험법에는 다른 사회보험급여와 실업급여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다만,
실업급여와 후생연금 모두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실업급여액이 연금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액수만큼 연금에서 지급하며, 실업급여액이 연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기타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본인의 근로에 의한 수입이나 후생연금 이외에 퇴직금, 기업연금, 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전별금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와의 연계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美 國(캘리포니아 주)
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실업급여를 주(週)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주(週)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형태여하에 불문하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주중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이
주 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25달러까지는 무시하고 나머지 75달러를 주 실업급여액(weely benefit
amount)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며, 주 100달러를 초과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 실업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한다(캘리포니아 주 실업보험법 제1279조).
여기서 수급자격자의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는 부업 수입, 자영업 수입, 아르바이트 수입,
팁(tips), 배심원 수당(jury fees), 목격자 수당(witness fess) 등이 포함된다.
나. 다른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노령연금 및 산재보험에 의한 휴업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와
실업급여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아닌 기업 차원의 자율적인 퇴직금, 전별금, 명예퇴직수당 등은 실업급여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직 전의 일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이외에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앞의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한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4. 英 國
영국은 사회보장부(Departmant of Social Security)에서 모든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계는 물론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급여 수급기간중의 소득간의
조정문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의 실업급여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혜받으면서 시간제 근로 등을 통하여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의 목적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조를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수급자격자 본인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규칙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1) 일급 규칙(daily earnings rule)
1948년에 도입된 이 규칙은 수급자격자가 1일 2파운드(￡)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정식으로 취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구직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 규칙의 취지이다.
(2) 주급 규칙(weekly earnings rule)
1989년 12월 10일에 도입된 이 규칙은 주 근로소득이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수준(1992∼93년도에는 주 54파운드) 이상이 되면 당해 주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고용주로부터 실업에 대한 다른 보상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상(compensation payments)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보상을 임금의 지급으로 간주하여 임금지급으로 간주된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2주를
초과할 수 없다.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종료되고 그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 시점부터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칙은 192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고용주로부터 받은 실업에 대한 보상에는
해고예고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잉여근로자 고용조정수당(non-statutory
redundancy payment),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주는 기타의 보상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체불임금,
휴일임금(holiday pay), 사적연금 각출금의 환불, 법령에 의한 잉여근로자 고용조정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ment) 등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기업연금을 받는 경우
영국의 많은 기업들은 임의로 기업연금에 가입하여 사회보험인 국민보험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런데 기업연금을 수급하는 퇴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한정된 국민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기업연금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직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실업급여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영국은 1981년 기업연금을 수급하는 60세 이상의
실직근로자가 세전(before tax) 주 35파운드 이상의 기업연금을 종전의 고용주로부터 받는 경에는
35파운드를 초과하는 매 10페니(pennies)의 기업연금액에 대해 실업급여를 10페니씩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60세 미만의 연령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1989년
1월부터는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55세 이상의 자가 세전 기준 주 35파운드 이상의
기업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35파운드를 초과하는 매 10페니의 연금액에 대해 실업급여를 10페니씩
감액하고 있다.
라. 다른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보험체계 속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급여와 실업급여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주석 1) 예를 들면 이직 전의 임금일액이 5만 원 이고 구직급여일액이 2만 5,000원인 수급자격자의
경우 ①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1일 1만 원의 소득을 얻었으면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3만 5,000원으로 이직 전 임금일액의 70%이므로
구직급여의 감액없이 2만 5,000원의 구직급여를 받게되며, ② 아르바이트 소득이 1일 2만
원이었다면 근로에 의한 소득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4만 5,000원으로서 이직 전
임금일액의 90%이므로 이직 전 임금일액 5만 원의 80%인 4만 원을 초과하는 5,000원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2만 원만 구직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第 2 節 不正受給者에 대한 制裁
1. 槪 要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허위․부정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 지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54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고용보험법 제34조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고용보험법 제48조 및 제55조, 일본 고용보험법 제35조 등).

2. 失業給與의 不正受給
(1) 부정행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 이후 모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로는 사기, 협박, 뇌물 등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물론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정행위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상실일의 허위신고, 임금금액의 허위기재, 이직이유의 허위기재, 공공직업훈련
등의 허위수강 신고 또는 동 수강증명서의 허위기재, 상병수당 지급신청서의 허위 신고,
조기재취직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이전비․광역구직활동비 등의 지급신청서의 허위기재에
의한 신고 혹은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이직표 위조,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상 직업상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만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부정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업인정 신청서에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기재시 그 일수 또는 금액의 단순한
오기는 부정행위로 취급하지 않으며, 고의로 사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거나, 일수 또는 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기본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
(2)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통상 부정행위이지만,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 과실(중과실을 포함)에 의한 행위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다. 실업인정 신고서 등에 허위로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행위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한다.
(3) 부지급의 시기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부지급 시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거나 혹은 받으려고 한 날 (이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일자 )이후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일자(미수로 그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한 날) 이후 수급권을 박탈하고
부지급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직표를 고친 경우에는 최초로 직업안정기관에 출두하여 해당
이직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의 결정을 받은 날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날이며, 또 구직급여의
수급중에 취직한 날이 있었다는 것을 비밀로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수입을 비밀로 하여
수입을 얻게 된 날 직후의 실업인정일이 구직급여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된다.

(4) 부지급의 효과
부정수급에 의하여 부지급하게 되는 것은 해당 부정수급에 관련된 수급자격에 기초한 실업급여의
전부가 되는데, 관용을 베풀지 않는 한 해당 수급자격에 기초한 모든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부정수급자가 이후 재취업하여 새롭게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자격에 기초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3. 盤還命令 및 追加徵收 決定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는
별도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부정행위의 사안이 고의적․악질적인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된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에 사업주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을 연대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및 제55조).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업주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부정수급한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하였던 사업주일 것. 이 경우의 고용에는
위장고용을 포함함.
②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그 수단으로서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을 것.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허위․부정에 의하여 받은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4. 不可避한 理由에 따른 관용
일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
고용보험법 제34조 제1항 단서).

(1) 관용을 베푸는 것이 가능한 경우
관용을 베푸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는 고용보험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이다. 따라서
일단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할 때에는 결코 안일하게 넘기려 하지 말고
진실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은 부정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수급권의 전부를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성의 여지가 높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뒤에
결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 가운데 단순한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여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가) 부정을 저지른 동기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수급자의 생계가 지극히 빈곤한데다가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의 필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를 받거나 또는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생활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기준에 달하게 되고, 가족의 병환 또는
양육을 위해 긴급한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② 다른 사람의 압박에 의해 부정수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 예를 들면 사업주가
지급종료일까지 기본수당 및 기타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고용한다고 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절실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나) 부정의 정도가 경미하고 수급권의 전부를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① 부정 원인이 되는 사실이 극히 사소한 경우
② 부정의 도가 경미한 경우

(다) 반성의 여지가 높은 경우
① 부정행위가 발견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② 부정행위가 발견되기 이전에 부정수급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2) 관용에 의한 기본수당 등의 일부지급
관용에 의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기본수당의 일부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날에 있어서 잔여일수(소정 급부일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보다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던 일수(해당 부정수급의 원인이 되는 취직일분을 제외)를 감한 일수를
말함. 이하 동일함)에서 부지급한 일수를 빼고 지급한다.
통상 취직준비금, 이전비 또는 광역구직활동비 등은 일부 관용을 베풀 수 없다. 기본수당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이 관용조치를 행할 수는 없다.

第 3 節 不正受給者의 防止 및 摘發 (日本의 例 )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피보험자를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 취업사실을 비밀로 하거나 자기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허위 수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목적과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실시국가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일본의 예를 설명하고자 한다.

1. 需給資格者에 대한 周知徹底
수급자격의 결정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수급자격의 결정을 행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의 의의, 취직 및 부업수입의 신고의무, 실업급여의 수급절차 등을
슬라이드, 비디오, 소책자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여 수급자격자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부정수급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있다. 수급자격자에게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자의 철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명 후에 충분한 질문시간을 주고 있다. 또한
실업인정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수급자격자가 신고의 취지를 이해한 뒤에 제출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수시 질문하여 확인한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성명(가명을 사용), 처분연월일, 처분이유 및 처분상태에 대하여 게시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

2. 不正受給 防止 및 摘發方法
(1) 부정수급 발견을 위한 조사활동 실시계획 및 부정수급 발견을 위한 조사활동 실시상황조사
작성
부정수급 발견을 위한 조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마다 연초에 연간
조사활동실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해 초에 조사활동실시 상황을 평가한다. 연초
실시계획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조사활동실시 상황평가 등에 기초하여 전년도에 있었던
부정수급 발견 단서 및 양태, 부정수급의 방지 및 발견 활동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이 결과를

반영시키도록 한다.

(2) 노동시장센터 업무실에서 요조사대상 수급자격자의 검출
(가) 피보험자 번호를 복수 취득하고 있는 피보험자 및 수급자격자의 검출
- 센터는 안정소에 입력된 자격취득신고에 관련된 피보험자, 이직표에 관련된 수급자격자 혹은
재취직수당 혹은 상용취직준비금 지급 신청서에 관련된 수급자격자와 동성동명, 동일 생년월일,
동성별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있을 때는, 이러한 자를 동일인이라고 가정하고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요조사대상자로 검출하여 해당 안정소에 통지를
하며 안정소는 이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 1981년부터 일본은 고용보험전산망이 완결되어 피보험자 관리와 실업급여 관리가
전산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을 전산자료를
통해 색출해 내고 있다. 특히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10일 이내에 이를 안정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나) 자격취득(재취득)에 있어서 현재 기본수당 등을 지급받는 중에 있는 피보험자의 검출
- 센터는 안정소에서 입력시킨 자격취득(재취득)신고에 관한 피보험자가 현재 기본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조사대상자로 검출하여
해당 안정소에 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안정소는 이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다) 기본수당 등의 지급기간과 취직년월일이 중복되어 있는 수급자격자의 검출
- 센터는 취직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안정소에서 입력시킨 연장급부 등 입력표 혹은 취직년월일
등 변경표에 의한 취직년월일과 기본수당 등의 지급기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수급자격자를 요조사대상자로 검출하여 해당 안정소에
통지함으로써 안정소는 이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3) 이직표의 검출
이직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직표의 정당성, 기재사항 등에 관련되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이직표를 발행한 안정소에 연락하여 이직표의 정당성 및 기재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위조된 이직표인지 아닌지, 임금액과 수급자격 등에 대하여 이직표를 변조하지
않았는가를 검증한다. 또한 출두한 수급자격자와 주소 혹은 거주지의 안정소와 이직전 사업장
소재의 안정소가 다른 경우는 부정수급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정소는
필요에 따라 종전 사업장의 소재지 안정소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임금, 이직이유 등을 조사한다. 또한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실업의 인정만을 하고,
기본수당의 지급은 수급자격자의 다음 지급일까지 상기의 조사를 하여 이의 정당함을 확인한
후에 행한다.
(4) 취직 혹은 자기 노동에 의한 수입금액의 조사를 위한 가정방문
실업인정일 변경이 많은 자, 지각횟수가 많은 자, 취직을 거부한 자, 투서 등에 의해 외부자로부터
통보가 있었던 자, 기타 거동불량자를 미리 파악하여 두고 이러한 사람에 있어서 근로수입 혹은
취직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자택방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자택을 예고없이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가정방문에 의하여 수급자격자의
실업상태를 조사하는 일은 모든 수급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해당 안정소의 취급건수, 사무량 등을 감안하여 행하도록 하여
기본수당지급의 적정을 기한다. 또한 예고없는 가정방문의 실시가 안정소에 있어서 사무처리능력
등의 관계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도 부정수급 조사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안정소는 특히 농어업 등의 종사자 중 농번기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정수급자가 특별히 많은
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급부조사관 기타 관계직원이 수급자를 방문할 계획을 책정하여 이에 따라
방문 실시한다.
(5)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일 당일의 출석시간의 변경

항상 이른 아침, 점심시간, 안정소 직원의 퇴근시 등에 출석하는 자 또는 실업의 인정, 기본수당의
지급을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는 자 등은 이미 취직한 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는 적절하게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출석할 시간을 미리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그 일시에 출석하도록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이 지정시간을 변경한다.

(6) 공공직업안정소간의 연락통보
2개 이상의 안정소에 구직신청을 한 수급자격자가 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취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기본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안정소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 등을 하여 부정수급의 적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한다.
-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는 자에 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 사람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안정소가 한다.
- 그러면서도 다른 관청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의뢰받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정소 등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다른 관청내의 사업장 조사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안정소에 연락한 뒤에 시행한다.
(7) 사업장조사
(가) 안정소는 사무량 등을 감안하여 실시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협력을 얻어 적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의 실지조사를 행한다.
-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특히 부정수급이 많다고 생각되는 직종을 미리 선정하여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소의 해당 직종의 구직표와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명부 등을 조회한다. 또한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단체에 호소하여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하다.
-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택건설, 자동차판매, 화장품판매, 식품판매, 재봉틀판매 등
외판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외판원 등의 명부와 수급자격자명부를 대조해
본다.
- 관내에 계절적 업종(예를 들면 토목건설, 식료품제조, 염색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어, 고용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사업장 조사를 하여 근로자명부 등과 수급자격자명부를
맞추어 본다.
- 이상과 같은 조회에 따라 의심이 가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급부조사관에 연락하는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근로자명부 중 타지역 관내의 주소를 갖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안정소에 연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 (가)의 조사 이외에도 안정소는 사무량 등을 감안하여 실시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의 협력을 얻어 실사를 한다.
- 근로자의 입․이직이 지극히 많은 사업장
- 토목건축, 운송, 선내 하역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
- 종업원을 교대제로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호텔, 클럽, 기타 서비스업 등)
- 이직자가 재고용된 경우가 많은 사업장(경영부진 등으로 인하여 일시휴업하게 된 사업장 등)
(다) 안정소의 사무량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가)항 혹은 (나)항에서 제시한 사업장의
신규고용자와의 조회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수급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이러한 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회한다.
- (가)항 및 (나)항에서 제시한 사업장의 이직자
- 임시직의 전력을 갖고 있는 자
- (가)항 및 (나)항에서 제시한 사업장에 고용될 가능성이 많은 기능 및 경험을 가진 자
- 자주 취직 자리를 변경한 전력을 가진 자
(라) 안정소장은 이러한 직원에게 고용보험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한 뒤, 사업장에 대하여 질문
또는 검사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법 제79조 제1항).
(마) 도도부현은 사업장 감사의 실시에 따라 위장사업장, 위장고용, 임금 허위보고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적발한다. 이 경우 사업장 피보험자대장과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과의
조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안정소는 부정수급이 발견된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이직증명서 등의 제출이
되었던 경우에는 특히 신중한 심사를 한다.
(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면 재취업한 사업장에 구체적인 취업시절
업무내용, 임금 등을 소정의 관용우편엽서를 통해 문의하여 부정수급기간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8) 일용근로자 취로점검부와의 조회
기본수당을 수급받으면서 일용근로자로 취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일용근로자
취로점검부와 수급자격자명부를 조회한다.
(9) 다른 사회보험관계기관과의 연락
사회보험사무소 등의 협력을 얻어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피보험자자격 득․상실의 사실 및
이의 연월일 등과의 차이에 대하여 조회한다.
(10) 징세기관과의 연락
주요 도시의 징세기관의 협력을 받는 일이 가능할 경우에는 주요 도시 주민세 신고에 따라
수급중에 급여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발견한다.
(11) 교통기관과의 연락
교통기관의 협력을 얻어 정기권을 발매한 사본과 수급자격자명부를 대조하여 본다.
(12) 부정한 보고에 의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조치
사업장 설치에 관련된 데이터가 고용보험 전산망으로부터 출력되었을 때는 적절한 기회에 우편
등에 의해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한다. 사업장의 대부분을 실사하기가 곤란한
안정소에 있어서도 사업장 설치신청 제출 후 6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비교적 많은 수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부실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실사 또는 감사를
행한다. 또한 안정소의 직원이 실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고용보험감찰관이
감사하도록 이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안정소 및 주관과는 상호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여
안정소의 실사와 지방고용보험감찰관의 감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능률적으로 한다.
(13) 투서 및 신고의 적극 활용
부정수급자의 발견은 전술한 방지조치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안정소 창구에서 수급자와 접촉할 때 수급자의 거동, 복장 등에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투서․신고 등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신규수급자로서 종전에 기본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출된 이직표와 종전의
지급대장을 비교하여 부정수급 여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기타 임기응변조치를 수시로
활용하여 부정수급자의 조기발견에 힘쓴다.
(14) 용의자에 대한 면접요령 및 정당한 수급자에 대한 배려
부정수급의 의심이 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면접시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험이 풍부한 책임있는 직원이 신중한 태도로 면접에 임해야 하며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술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쓸데없이 부정수급방지에만 중점을 두어 이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사무에 능률이 극히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정당한 수급자에게 나쁜
인상을 주어 본 제도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방기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한 고의로 부정을
적발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 각종 분쟁을 피한다.
3. 不正受給者에 대한 措置
가. 악질부정수급자의 고발

1)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당해 부정수급자를 원칙적으로 반드시 고발함과 동시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자의 환경, 부정수급 후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한다. 부정수급자의 고용주 등에게도 공모 혐의가 농후할 때는 고용주도 함께
고발한다.
(가) 부정수단이 악질이고 교묘한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 이직표를 위조하여 수급한 경우
②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직증명서에 기초하여 이직표의 교부를 받아 수급한 경우
③ 정당하게 성립된 이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급한 경우
④ 취직해 있으면서 수급한 경우로서 특히 악질적인 경우
(나) 재차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재차 부정수급이 동일 수급자격에 기초한 경우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
(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2인 이상 공모한 경우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보고 혹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고발할 때에는 안정소장은 사전에 주관과와 협의한다.
2) 부정수급자 등을 고발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안정소내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공표한다.
3) 고발을 한 경우 검찰처분이 확정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노동성에 보고한다.
나 부정수급금의 회수
부정수급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의 조기적발에 따른 조기회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발이 지연되어 부정수급금액이 많아진 경우에는 이 회수가 점차 곤란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무처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하여 조기적발․조기회수에 힘쓴다.
다. 기 타
노동성은 각 안정소에 대하여 끊임없이 필요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안정소간의 업무연락을 위한 모임, 부정수급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등의 연락을
위한 회의 등을 개최하여 부정수급자 색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여야 한다. 더욱이 동일
지역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 기타 동일 방법에 의한 발견 조치 등을
실시하거나, 혹은 중점적으로 1개 안정소 관내의 조사를 행할 때 주관과의 직원 기타 관계직원을
동원하는 등 부정수급발견방책에 관한 만전의 조치를 강구한다.

第8章 結論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실업급여의 건실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은 물론 고용보험제도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실업을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에만 의존하려는 이른바 복지병 을
예방하고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합리화와 부정수급방지 대책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캘리포니아 주), 영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제한사유,
실업의 인정기간중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의 실업급여 지급문제, 그리고 부정수급의 방지방법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실업급여제도의

운용과정에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와 그 판정기준인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련예규를 통하여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관계법령에서는 기본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판정은
개별사례별로 일선 직업안정기관 또는 사회보험심판소에서 내리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및 상태의 유무 판정, 자발적 이직자에게 스스로
이직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유무의 판정, 직업지도․직업소개․직업훈련 수강 및
취업제의를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유무의 판정은 개별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
행정심판 및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해 확립되어갈 수밖에 없는데 실업급여의 실시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확립된 일반적인 원칙들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제한사유의 판정기준을 선진국에서 확립된 일반원칙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관련예규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발견하게 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발전과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제한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정한 실업급여 수준 및 지급기간의 설정, 실업을 발생시킨 빈도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을 연계시키는 경험료율제(experience rating system)의 효율적
운용,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합리적 운영, 부정수급자는 사회보험
전산망의 검색으로 반드시 발견되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보험 전산망의 개발․운용,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구축과 고용보험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선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충족 여부 및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며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지도
알선해 주는 직업안정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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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s designed for those who are involuntarily unemployed, the
right of an unemployed worker to unemployment benefits is conditional upon compliance with prescribed
qualifying requirements and eligibility conditions.
Since unemployment benefits are limited to those with "demonstrated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qualifying requirements refer to the claimant's recent previous employment as the criteria for
"demonstrated attachment". There are two kinds of measurement of previous "attachment to work" used
in countries with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 time at work and amount of earnings.
In most countries entitlement to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is based on the duration of a insured
employment during the reference period. About half of the countries with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require that a claimant have at least 26 weeks of work or contributions within a prescribed
reference period-usually I year-to qualify for benefits. But the duration of required covered employment
and the reference period are quite different by country. In the United Kingdom and in mos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entitlement to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is based on the fulfillment of conditions
relating to the claimant's earnings in covered employment.
Most countries with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require actively seeking work as one of the
qualifying requirements for the benefits. A person claiming unemployment benefits must show that he is
actively seeking work. The "actively seeking work " condition encourages claimant of benefits to search
job in a more positive and more organized way to help speed his return to work.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s usually require that a claimant for benefits must be 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 Although the term "ability to work" and "availability for work" are not defined in
legislation, if there exists a substantial field of employment within a labor market, where there is a
demand for the individual's services and the claimant remains ready, willing, and able to accept suitable
employment without unreasonable restrictions on acceptable employment, then he is regarded as
satisfying ability to work and a vailability for work. Although ability to work is universally cited as a
criterion for testing labor market attachment, availability for work is less frequently mentioned.
A claimant who has lost his job owing to his misconduct is not entitled to unemployment benefit in Korea
and in some states of the United States, while he is disqualified for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 for
up to 12 weeks in Germany, 3 months in Japan and 26 weeks in the United Kingdom and in some states
of the United States.
If a claimant has voluntarily left his job without good cause, he is disqualified for receiving benefits.
There are minor variations in the definition of "good cause". The duration of the disqualification for
voluntary quit without good cause is 1 to 3 months in Japan, 12 weeks in Germany, and I to 26 weeks in
the United Kingdom. A claimant who has voluntarily left his job without good cause is not entitled to
benefit in Korea and in some states of the United States. The duration of the disqualification on grounds
of voluntarily quitting a job is usually the same as that for misconduct.
If a claimant has refused or failed to apply for, or refused to accept suitable work or job offer or training,
he is to be disqualified for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to 4 weeks in
Korea, 1 month in Japen, 1 to 26 weeks in the United Kingdom, and disqualification periods vary
considerably by state in the United States.
Most western countries disqualify a claimant from unemployment benefits for any period during which he
receives certain specified types of cash income, such as severance pay, wages in lieu of notice, workers'
compensation, dismissal wages, an old-age pens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program, or a pension under
an employer's retirement plan. In some countries the weekly unemployment benefit amount is reduced by

the amount of income received for the week concerned. In other countries, the pay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is suspended for certain period of time so long as the clamant is in receipt of severance
pay or dismissal wages or wages in lieu of 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