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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2014년 현재 23.7%로 OECD
평균인 16.8% 보다 훨씬 높고, 또한 10분위 임금소득배율은
4.79로 미국의 5.01, 이스라엘(2011년)의 4.91, 터키 4.85(2010
년)에 이어 네 번째 위치를 차지하며 OECD 평균인 3.46보다
매우 높은 수준(OECD Employment Outlook 2016)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상
실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짐
-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처지에 놓이는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커
지고 있음. 특히 인구 고령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1인 가
구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적 변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고용
형태 다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장의 변화, 근로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들은
근로빈곤층의 규모, 구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임
- 도심 제조산업 노동자들은 19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이 일어
나던 시기에 급부상하여 계속 있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객
공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5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노동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음
- 도심 제조산업 노동자들은 봉제, 제화, 주얼리, 인쇄 등에 밀집
되어 있는 실정임. 이들의 고용관계, 근로실태, 건강실태 등을
다룬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더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추진기간 : 2022.01.01.~2022.12.31.(10년차 사업)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주요내용
- 생애과정별 근로빈곤 특성 비교
- 근로빈곤층 대상 제도 변화의 영향

○ 추진경과
- 2021.03.02. : 정책연구협의회(발굴, 예산요구단계)
- 2021.03.31. : 연구자문위원회(발굴, 실행과제선정단계)
- 2021.04.05. : 연구운영위원회(심의, 예산요구단계)
- 2021.06.15. : 과제심의위원회(심의, 실행과제선정단계)
- 2021.06.28. : 연구운영위원회(선정, 실행과제선정단계)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연구위원 이승호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 최종 결재자 : 원장 황덕순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내용)
연구책임자 이승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수행기간
2022.01.01.
~2022.10.31.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연구사업총괄

원내 공동연구진 향후 구성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 정부부처, 대학, 노동단체, 컨설팅업체 등 외부 공동연구진 및
자문위원 향후 구성 예정

관련자
○ 연구사업 진행중
○ 주요 사업추진 일정
추진실적

- 2022.03: 연구추진심의
- 2022.07: 중간심의
- 2022.10: 보고서심의
- 2022.11: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