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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소식
세계 노사정 소식 � 99

‘국제노동브리프’독자분들께,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국제노동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기 위해‘국제노동브리프’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평가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어진 기사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또는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
오. 그 밖에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제안해 주셔도 좋고, 내용 이외에 형식면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 팩스나 이메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Fax : 02-782-3308
e-mail : soohyang@kli.re.kr
보내주신 의견은 앞으로 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lobal Focus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란 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y)에서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사회주의의 붕괴
는 동구유럽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로 급속하게 전파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제체제 변화가 어떠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야기하였으며, 전환 과정에서의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경제체제의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의 전환 과정(transition process)은 각 국가의 문화와 관습, 경제구조,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의 규모, 전환 과정의 초기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환 과정과 양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전환 과정의 초기에 높은 인플레
이션과 고실업을 경험하였다. 경제체제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이라는 단기 경제적 비용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경제체제의 전환이 반드시 정치체제의 전환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
국의 경우, 여전히 공고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체제의 측면에서는 전환 과정
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변화 속도가 일대일 대응

>>

_1

관계는 아니다.
전환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학문적∙실용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
의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전환경제에 대한 학계∙경제계의 관심이 매우 제한적
이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한편으로는, 운명적으로 수출지
향형 경제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전환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구사회주의 국
가의 경제체제 전환 과정은 대외시장 개척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관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
들 국가들에 있어서의 경제정책의 전환 과정뿐 아니라, 국민들의 수요 변화 및 구매력에 대한 전망
등은 시장 개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한편, 아직은 전환경제로 진입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경제가 급작스럽게 전환경제로 진입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
도하여야 할 경제적∙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전환경제에 진입한 국가들에 있어서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
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호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체코공화국에서의 전환경제 진입 이후
의 노동시장 변화 과정을 특집으로 게재하고자 한다. 여러 모로 이들 국가에서의 노동시장 변화과
정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전환경제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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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체제 전환기의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중국 노동시장 형성 과정
중국의 노동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발전되고 있다.‘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전통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노동력은 상품이다’
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대체되기까
지, 노동시장 확립에 필요한 새로운 고용제도와 임금제도를 확립하기까지 중국 사회는 적지 않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지난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은 과거 전통적 사회
주의 체제하에서 확립되었던 각종 제도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완전하고 폐단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건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중국은 방대한 농촌 인구 때문에 독특한 고용제
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정도가 낮아 방대한 농촌 인구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
문에 중국 당국은 무엇보다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
하는 호구제도와 집단농장인 인민공사(

公 ) 체제 확립을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통

제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이유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중국 당국은 구소련이나 동구권과 달
리 도시 내부에서도 노동력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노동력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중국 당국은‘노동력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할당하는’소위‘통포
통배’
(

) 제도와‘한 번 배치하면 종신 고용되는’소위‘고정공’
(固 工) 제도를 채택했다.

이 같은 제도하에서 기업은 자신의 수요와 무관하게 국가가 할당하는 노동력을 수용해야 했다.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주인’
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기업이 해고를 행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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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랐기 때문에 기업은 잉여노동력을 안게 되었다. 한편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이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장을 바꿀 수 없었다. 그 결과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하의 중국은 실업 없는 사회를 실현했지만, 노동력의 비효율적인 배치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전반적 저하라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은 통포통배 제도와 고정공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련의 개혁정책
을 내놓았는데, 이는 중국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
은 노동제도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고용제도 개혁정책을 아주 점진적으
로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노동시장 형성
의 계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토지의 속박으로부
터 해방하는 정책이다. 개혁개방 직후 인민공사 체제를 해체하고 개별 농가에 토지를 장기간 임
대∙경영하는‘농가 청부 경영제도’
를 채택했다. 토지의 속박에서 해방된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유
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상당 부분은 점차 농촌과 도시의‘자영업(個

)’
, 향진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등 소위 비공유제의 비농업 부문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농민과 도시 시민을 구분하는
호구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비농업 부문에 흡수되었던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임금
과 사회보장 면에서 도시 시민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그 다음, 도시 노동력의 유동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직후 국가의 통일적인
노동력 배분 정책이 근본적으로 동요되었다. 문화대혁명 당시‘기층대중에게 배우라’
라는 마오쩌
둥(

)의 구호에 따라 농촌으로 내려갔던 수많은 도시 청년들이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직후 일

시에 도시로 귀환하자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배분할 능력이 없었다. 중국 당국은“노동
부문이 직업을 소개하고, 자신이 취업을 조직하며, 스스로 취업을 모색하는 방법을 결합한다”
는
소위‘3결합’정책으로써 그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3결합 정책은 정부 당국이 노동력
수급의 주체임을 스스로 포기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 걸쳐 국유기업의 경영 자주권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도시 국유부
문의 노동력 유동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정책이 도입되었다. 1986년에는 근로계약제(�

)

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1994년 노동법 제정을 계기로 근로계약제가 전면화 됨에 따라‘고정공(固
工)’제도도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정공제도가 근본적으로 타파되기 시작
한 것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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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하게 받게 된 국유기업은 1990년대 중∙후반기부터 구조조정을 심화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
에서 대량의 국유 부문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다.1)‘철밥통(

)’
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

도로 진출입 장벽이 두터웠던 국유 부문에서 이루어진 대량감원 조치는 중국의 노동시장이 본격
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신호로 볼 수 있다.

■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및 단위에서의 실천
중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인구 기수와 노동인구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노동력 공
급이 수요를 과다하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제5차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
구는 12억 8,533만 명으로 그 중 15~64세 인구는 70.15%에 달한다.2) 제5차 인구센서스 자료에 근
거하여 노동인구 증감 추세를 예측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표 1>에서 나타나듯이 15~65세 인구
는 2006년까지 매년 1,000만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을 변곡점으로 그 증가 추세가
둔화하고 2017년부터는 그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3)
한편,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취업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증
가 폭이 매우 둔화되고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625만 명, 575만 명 증가했을 뿐이다.
이 같은 고용 확대 폭으로는 기존 실업자는 커녕 신규 노동인구조차 흡수하기 힘들다. 가령, 한 보
고서는 2005년 노동력 공급은 신규 노동인구 1,200만 명 가운데 900만 명, 2004년 말 도시 등록실
업자 890만 명, 국유기업 구조조정에서 퇴출되는 300만 명, 2004년 말 현재 재취업센터에 남아 있
는 300만 명을 합쳐 2,324만 명인 데 반해, 노동력 수요는 고용탄력성 지수를 0.13으로, 경제성장
률을 8.5%이라고 가정했을 때 830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한
1) 국유기업수는 1995년 29.1만 개에서 2001년 17.4만 개로 급감했고, 동 기간 국유기업 노동자수는
7,544만 명에서 3,809만 명으로 급감했다. (

,「國 企 改

階:

改

干建 」
,『 較』
, 제8집, 2003, p.17.
2) 國

口

據』
, 國 計
3)

公 , 國家 計局 口

,『2000年

國 口

, 2001, p.8.

,「
科

科技 計

」
,

佳貴,

,『 國

告(2001~2004)』
,

, 2004, p.159 ; 장영석,「중국의 경제성장과 도시 실업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

제21권 제1호, 2005,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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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하고 있다.4)
노동력 공급 과잉은 중국의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개혁개
방 이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일련의 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시 부문의 노동력의 공급 과잉
을 억제하기 위해 여전히 호구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호구제도하에서 농촌 노동자는 도
시의 영구적 거주권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노동력 유입이 심한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본 지역 노동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타지역 노동자의 본 지방 취업을 제
한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농촌 노동자의 도시 취업은 제약된다.
또한 호구제도는‘도시 부문에 취업한 농촌 노동자’
(이하‘농민공’
이라 함)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농민공의 시간당 임금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도
시 노동자의 58~80%밖에 되지 않는다. 농민공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사회보장 및 기업복지 혜택
까지 고려한다면 도시 노동자와 농민공의 실질임금 격차는 더욱 벌여진다.
노동력 공급 과잉으로 도시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중국의 도시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석 자료가 있지만, 본
문에서는‘도시 취업자수’
와‘단위 취업자수’
의 차이를 통해 그 규모를 측정하고 있는 한 연구보
고서5)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국가통계국이 1996년부터 25만 명의 노동인
구를 표본으로 하여 도시 취업자수를 얻지만, 단위 취업자수의 경우‘노동통계 보고제도(�

計

)’
에 근거하여 각 단위가 보고하는 취업자수를 취합하여 얻는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단위 취업자수는 감소했지만 도시 취업자수는 증가했는데, 감소한 부분은 정규직 취업이고 증가
한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 취업이라는 것이다. 두 통계 수치의 차이는 1990년부터 발생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6) 1990~2003년 비정규직 취업자수가 도시 취업자수에서
4)

,「2004~2005年 國
建 」
, 國光
,『2005年 國經
』
(
科
), 2004~2005년 실제 총취업자수와 도시 취업자수는 각각 625만 명, 855
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본문의 계산법에 의한 노동력 공급 예측치가 정확하다면 당해 연도 노동
력 공급 과잉은 위의 계산법보다 더욱 심각하다.
5)
∙
∙
,『 國�
』
,
館, 2006, 제5장
6) 1990년 이전 도시 총 취업자수는 단위 취업자수와 등록된 사영기업 및 개체 취업자수의 합으로 계산
되었다. 1996년 이후부터 그 수치는 전국에 걸쳐 도시 노동인구 25만 명의 호주 표본조사를 통해 얻
어진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은 모집단 조사를, 일부 지역은 표본조사를 통해 단위 취업자수를 노동보
장부에 보고한다. (
∙
∙
,『 國�
』
,
館, 2006,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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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은 13.6%에서 38.6%로 증가했고 2003년 그 수는 9,900만 명에 달한다.7) 도시 실업
자 중 재취업자 및 농민공의 상당수는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흡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주한‘동북아 제조업의 분업구조와 고용관계’프로젝트를 수행하
기 위해 2004~2006년간 중국의 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 현
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65% 정도씩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비정규직 노동
자들은 대체로 농민공∙노무공 등으로 불리는데, <표 3>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들의 시간당 임금
은 정규직 노동자의 58~80%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
이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 및 기업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대우도 문제이지만, 중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단기 고용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기업
마다 1~4년 등 근로계약 기한의 편차가 있지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국총공회의 경우 노동자의 이
익을 대변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또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공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
어 왔기 때문에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2007년 6월 29일 근
로계약법 제정을 통해 단기계약에 따른 다양한 폐해를 시정해 나가려 하고 있지만 법 제정의 효과
에 대해서는 좀더 관찰이 요구된다.9)

7)

∙

∙

,『 國�

』
,

館, 2006, p. 80. 차이팡 등은 도시 비정

규직 노동자수를‘도시 취업자-(단위 취업자 수+도시 사영 및 개체 취업자수)’공식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연도 중국 노동통계연감을 통해 다시 계산하면 2003, 2004, 2005년 도시 비정규
직 노동자수는 각각 9,747만 명, 9,862만 명, 9,700만 명이다.
8) 조성재 등.『동북아 제조업의 분업구조와 고용관계 Ⅰ, Ⅱ, Ⅲ』
. 한국노동연구원. 2005, 2006, 2007,
각각 p.229, pp.230~231, p.110.
9) 근로계약법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백승욱,「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노동계
약법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 제9집 제1호, 2007 ; 장영석,『지구화 시대 중국의 노동
관계』
, 폴리테이아. 2007,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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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발전의 장애 요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노동시장은 한편으로 중국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고용제도, 임금제도, 사
회보장제도 개혁으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형
성되었던 제도적 영향 때문에 그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발전 정도는 노동력 이동 정도
와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 정도 두 가지를 통해 측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노동력의 이동 정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노동력 이동을 통해 소득 수준을 개선
할 수 있다면 노동력 이동의 장애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각종 수단을 통해 이동하게 된
다. 농촌 노동자들이 호구제도라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꾸준히 대량으
로 유입해 들어갔던 것은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자 한 강렬한 욕구 때문이었다. 2000년 제5차 인구
센서스의 0.95‰ 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1월 1일까지 도시 유입
지에 등록된 농촌 노동력 인구는 1.31억 명에 달한다.10)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노동력의 지역간∙부문간 이동은 임금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단일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그 비현실성은 중국
의 도시 국유 및 집체기업에서 잘 나타난다. 가령,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에서 대량의 감원조치가
취해졌던 1990년대 중∙후반기에 두 부문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국유 및 집
체 부문의 임금 수준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다른 별도의 메커니즘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국유 부문의 독점적 지위, 농촌 노동력의 도시 진입을 억
제하기 위해 형성된 호구제도, 개혁개방 이후 국가의 연해 지역 우선 발전전략 때문에 형성된 지역
간 심각한 불균등 발전 수준 등과 같은‘비경쟁성’요소들이 중국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
하고 노동시장을 분할하며, 통일적인 노동시장의 형성을 가로막는다.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소유
제 간의 노동시장 분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유부문의 노동시장 분할이 가장 엄중한 것으로

10) 10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센서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동인구는 향, 진, 가도에서 반 년 이상 거주한
인구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단기 이동인구는 제외된다. 중국은 2000년부터 1개월 이상 농촌 밖으로
나간 이동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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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11) 또한 지역간 노동시장 분할 현상도 심각하다. 1995~2002년 동안 5개 지역의 실질
임금 수준의 편차 추이를 분석한 한 보고서는 5개 지역간 실질임금 편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편차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역 내부의 노동시장은 점차 통일되고 있지만, 전국적으
로 통일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2) 이처럼 지역
간 임금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간 불균등 발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당국이 취해 왔던 연해지역 우선 발전전략 때문에 고도성장을 달성한 연해 지역과
저성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중서부 내륙 및 동북 지역의 실질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는 실정이다.
한편, 비경쟁성 요인과 노동시장의 작용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 공급 과
잉 속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중국의 언론에
서 광둥(廣 ) 성 주강( 江) 델타 지역의‘농민공 부족’
(缺工,

工 ) 현상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그 지역의 농민공 부족 현상은 무엇보다 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강 델타
지역에는 이윤이 적게 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더구나 도시 호구가 없는 농민공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 및 사회보장 면
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농민공의 임금 수준은 1,000위안( ) 정도로 10년 전과 비교했
을 때 거의 오르지 않았다. 노동력 이동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농민공이 저임금에 적극적
인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 노동시장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 정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잘 알려져 있듯이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의 중국에서는 임금 수준과 교육 정도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임금 격차는 미미했고, 경제적 보상체계는 정치적 태도와 충성에
따라 결정되는 승진 체계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도시 노동자에 대한 적지 않은
조사 연구는 교육에 대한 임금 보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유 부문보다 비국유 부문에서 그 보
상 정도는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13) 2000년 광둥성 중산(

) 시의 노동자 1,505명을 무작위

11) Meng Xin, Labor Market Reform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
,『 國�
』
,
館, 2006, p.177.
12)
∙
∙
,『 國�
』
,
館, 2006, p.176.
13) Wu, Xiaogang and Yu Xie,“Does the Market Pay Off? Earnings Returns to Education in Urban
China,”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8(June 2003),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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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출하여 그 중 1,315명을 인터뷰한 한 조사보고서도 대졸 학력의 경우, 교육에 대한 보상은 국
유 및 비국유 부문에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보상 정도는 비국유 부문이 국유
부문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14) 국유 부문의 경우 당원 신분과 소득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등 여전히 정치자본에 대한 임금보상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의
조사 결과는 기업의 소유제를 불문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노동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임금차별은 중국의 노동시장에서 비경쟁성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한 증거다.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8년 0.84에서 1995년 0.82로 저하했다.
국유 부문과 비국유 부문 모두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지만 국유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는 비국유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15) 이 점은 남녀평등을 강조했던 과거 계획
경제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유산이 개혁개방 이후 국유 부문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주로 동일한 업종 내에서 발
생하고, 그 격차를 인적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 보고서16)는 개
혁개방 시기 성적 차별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유교 이데올로기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향후 중국 노동시장 발전 전망
<표 1>에서 나타나듯이 2014~2017년까지 노동력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
국의 노동시장 발전 정책은 한편으로는 고용 증대에 유리하도록 유연한 노동시장을 발전시키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은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14) Zhang, Xiaowei,“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Urban China,”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43, No.1. 2002, p.39.
15) Maure-Fazio, Margaret, Thomas Rawsky and Wei Zhang,“Inequality in Rewards for Holding Up
Half the Sky : Gender Wage Gaps in China’
s Urban Labor Market 1988-1999,”No.41(January
1999) ;
∙
∙
,『 國�
』
,
館, 2006, p.227에서 재인용.
16)
∙
∙
,『 國�
』
,
館, 2006,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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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노동력 이동을 방해하고 도시 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불안정성
이 확산되는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구제도는 최근 들어 폐지 여론이 만만치 않게 확산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유 부문 및 비국유 부문의 노동시장 통일 문제는 임금 결정 주체가 정부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힘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
본주의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별도의‘내부 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을 가지
고 있듯이 중국의 상당수 국유기업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기업에 대한 노동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소유제별
노동시장의 분할 상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간 노동시장 통일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지역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당국은 서부 대개발전략, 동북 지역 진흥계획 등을 통해 연해 지역
보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꾀하고 있지만,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는 중국 당국도 인정하듯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노동시장
통일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농민과 도시민을 다 포

<표 1> 2001~2050년 노동인구 증가 추세
연도

노동인구 증가량
15~64세

15~59세

2001

1,091.06

1,062.56

2002

1,377.68

2003

(단위 : 만 명)

노동인구 증가량

연도

15~64세

15~59세

2010

820.64

397.95

1,336.25

2011

758.65

1,325.40

1,323.00

2012

2004

1,259.59

1,185.22

2005

1,208.33

2006

1,248.83

2007

연도

노동인구 증가량
15~64세

15~59세

2019

-166.81

182.15

457.95

2020

-264.27

160.74

681.34

251.76

2025

197.84

-691.70

2013

593.84

175.04

2030

-640.94

-815.58

1,113.06

2014

453.91

-6.82

2035

-887.84

-472.32

1,129.62

2015

190.34

-165.67

2040

-600.73

-403.20

956.24

763.21

2016

208.05

-55.92

2045

-491.07

-570.42

2008

920.05

670.35

2017

-37.41

-165.35

2050

-567.98

-846.33

2009

885.01

624.69

2018

-57.55

-218.78

자료 :

,「

」
,

佳貴∙

,『 國

告(2001~2004)』
(

科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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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취업자수 증감

(단위 : 만 명, %)

취업자수 및
전년대비 증감

취업자수 및
전년대비 증감

산업별 취업자수 및 비율

연도
취업자수

전년대비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감
증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2001

73,025

+940

23,940

+789

36,513

50.0

16,284

22.3

20,228

27.7

2002

73,740

+715

24,780

+840

36,870

50.0

15,780

21.4

21,090

28.6

2003

74,432

+692

25,639

+859

36,546

49.1

16,077

21.6

21,809

29.3

2004

75,200

+768

26,476

+837

35,269

46.9

16,920

22.5

23,011

30.6

2005

75,825

+625

27,331

+855

33,970

44.8

18,084

23.8

23,771

31.4

2006

76,400

+575

28,310

+979

32,561

42.6

19,225

25.2

24,614

32.2

자료 : 國家 計局 口

計 ,�

規

,『2006 國�

計 鑑』
,

國 計

,

2006, p.7. 2006년 통계는 2006년 중국노동사회보장부 통계공보.

<표 3> 본지 노동자와 농민공의 시간당 임금 차이
상하이(

)

(단위 : 위엔)

우한(

)

선양(

)

푸저우(

)

시안(

시 노동자 시간당 임금

8.3

4.8

4.6

6.3

4.4

농민공 시간당 임금

5.9

2.8

3.7

4.0

3.3

자료 :

∙

∙

,『 國�

』
,

)

館, 2006, p.86.

괄하는 통일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력 이동은 현저하게 제약된다. 게다가
호구제도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노동력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지역간 노동시장
의 분할 문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다음 몇 가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 농촌, 농민 등 소위‘3농’정책,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 당국이 부쩍 강조
하고 있는 3차산업 발전 정책, 최근에 제정된 근로계약법이 각각 1, 2, 3차 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계약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중국의 일부 학자 및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연성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
문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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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베트남 노동시장의 변화
Adam Fforde (호주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 시장경제의 등장 이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누려 왔다. 이 과정에서 주요
한 거시경제적 혼란이나 정치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해외투자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 이
후 점진적으로 베트남은 많은 해외 논평가들로부터‘정상’
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현재의 체제
가 이전의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굳이 알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이 1954년 독립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정권을 획득했으나(민족주의 베트민
연합이 1945년 독립을 선언했다), 남부 지역은 1975년까지 비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통제되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마오쩌둥식 좌파주의 모델을 택하기보다는‘유연한’소련식 계획경제 모델
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농촌 지역의 민영 경작지 등, 스탈린주의에서 허용하는 시장은 비
교적 개발이 자유로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 동안‘극도의 국수주의’
는 군사 부문으
로만 제한되었으며, 당은 관료주의 숙청, 경제개발을 위한 과도한 대량 동원, 개인 우상주의 등의
문제를 피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비해서 덜 긴장된 삶을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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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1960년대 초 국영기업은‘시장경제 친화적’
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 비효율과 제한적
인 억압이 자유시장에서 높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행이 중지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1975년 베트남 통일을 전후로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는 높은 수준이었고,
북쪽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식량 원조에 의존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중단은 남쪽에 중대한 문
제를 야기했으나, 단기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베트남 정권이 지속적으로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확보하였으며 많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았다. 그러
나 소련식 모델의‘유연한’도입이라는 전통은 공산당 내부의 기강이 낮았다는 의미이고, 자연자
원이 풍족한 남쪽으로의 북쪽 및 중앙지방의 빈곤민 유입은 통일 베트남에 계속 계획경제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었다. 남쪽 지역의 당 서기관들은 강제된 집단주의
논리에 따르기를 거부했고, 국영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식량과 다른 소비재의 배급 시스템은 실
패로 돌아갔다.
이후 1978년에서 1980년 동안 캄보디아를 둘러싸고 발생한 국제적 긴장 상태로 인해 베트남이
중국과 서방으로부터 받던 원조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계획경제 당국자들의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당시 대부분의 인구가 농민이었던 베트남의 1인당 GDP는 극도로 낮
았으며 지방과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영양실조가 만연했다. 중요한 점은 여당인 공산당의‘유
연적’태도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일부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보안
기구설치, 대량 동원 및 문화적 압박에 더욱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국영기업의 근로
자와 관리자들은 많은 경우 계획경제의 규제를 무시하고 잠재적 공급처와 불법적인 직접 준시장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관행은 1979년 개최된 제6차 공산당 총회에서 장려되었으며, 이는 생산
증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해되었다. 베트남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
해‘관망에서의 탈피’
라고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으로 창출한 추가 자원은 근로자의
소비와 국영기업 내‘자체 수익’
으로 유지되었다.
1979~80년 사이(과거‘시장 친화적’경향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이러한 관행을 기본으로 추가적
인 변화를 불러온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선, 현실에 깊은 기반을 둔 비교적 개방된 토론이 진행되었다. 즉 신문에서는 국영기업의 경험
을 실은 기사, 근로자와 관리자의 의견 등이 게재되었는데 물론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위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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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표현이 조절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중앙당이 도입했던‘유연한’관행과 일치하는 것
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일종의 독립투쟁의 성격을 가지는 북쪽 지역의‘광교회파
(broad church)’포괄주의 정치 전통을 잇는 것이었다. 물론 허용된 자유의 범위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또한 지역의‘전환 정책(transition
policy)’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몇 년 새에 자생적 개혁가들이 논쟁을 장악하게 되었다.
둘째, 당은 주요한 정책 결정을 내렸고, 이는 1981년 초 국가가 도입한 핵심 시행령에서 그 정점
을 이루었다. 본 시행령 25-CP는 모든 국영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여 공급품을 확보하고 단지‘소
량의 비핵심 제품’
뿐만 아니라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제품을 포함하는 생산물 판매를 합법적
으로 허가했다. 본 시행령이 모든 국영기업에 적용된 것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훨씬 앞선 조치였
는데, 예를 들면 중국은 이로부터 몇 년 후 시장경제로의 시험을 확대 시행했다. 경제 변화의 원동
력과 이후의 자유화는 국영기업의 사유화에서 비롯되었다. 근로자와 관리자 간의 긴장이 발생하
지 않았는데, 이는 증가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소비 증가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인해 자본을 축적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의 원조는 중단된 중국과 서방의 원조를 대신했다. 생산
량은 꽤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계획경제 조직은 상대적인 상황의 개선을 시행령 25-CP를 통해
국영기업에 제공한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위 당간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자원이 이용되었
으며, 이러한‘사업적 이해관계’
가 증가하여 계획경제 조직의 반응을 무마하였으며 1986년 개최
된 제6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이‘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는 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기간 동안 관리자와 근로자의 공식적 대표자들이‘훌륭
한 당원’
이었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당의‘유연적’전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부 민주주
의(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주요한 지도적 인물이 없었다)와 결합하여 국영기업이 자체 이
익을 추구하도록 했다.
1980년대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베트남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원동력이었다. 농민들은 1980년
대 후반까지 집단화에서 탈피하여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상황에 새로이 등장했으며 강한 정치적
관계를 보유했다. 근로자들은 계획경제 당국자들이 정하는 표준 고정임금과 소속된 국영기업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상당한 수준의 추가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공산당이 지역근로자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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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유고슬라비아의 혼합사회주의 모델과 유사하나, 이 모델이 그대로 도입되
지는 않았다.
근로자들의 입장은 소련연방의 붕괴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두 가지 주요한 결과가 발
생했다.
우선, 매년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소비에트연방의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이는 계획경제
의 와해로 이어졌는데, 소련이 지원하던 일상 재화를 취득하고 이 통제 물품(석유, 원자재, 식품 등)
을 국영기업과의 협상에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1991년 사이 국영기업들은 실질적으
로‘해방’
되었으며, 놀랍게도 1980년대 시행된 구조조정의 효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했다.
1989년 국경 지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국경을 개방하여(특히 중국과의 국경) 베트
남 시장에 재화의 공급을 확대하였으므로, 이들은 거의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상황에서 경쟁이 가
능했던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반응을 야기했다. 공산당은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정책 변화(1980년대 후반 일
상생활에서도 스탈린의 잔재를 제거하는)에서 살아남았기에 일정 수준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유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반응으로 당시 민간
부문의 도래를 지연시켰다.
1990년대에 베트남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시험적으로만 도입되었으
며 중국처럼 적극 유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국영기업 부문 때문이었는데 (이 단계에서는) 국
영기업의 성공은 적극적으로 민간부문 활성화를 원하지 않았던 당이 해외기업들에 큰 양보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이 쉽사리 적대적인 입장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의 진출은 어려웠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유럽과 일본으로의 진출은 비교적
쉬웠다. 외국인 투자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베트남 정부는 근로자들에 대한 폭력은 국가가 용인하
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 특히 한국인 관리자에 의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들이 예외는 있겠지만 전반
적으로 자신의 권한 및 노동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1990년대 국영기업의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비교적 강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임금이 노동의 수요∙공급에 상당부문 의존하는 노동계급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낸 강
력한 힘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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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동력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들이 국내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주지할 만하다.
우선, 중국과는 달리 당시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 등장한 노동계급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베트남 시장경제가 국영부문 민영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비교해서 베트남
에서 부족한 점은 중국의 활발한 향촌기업 부문과 향촌기업을 지지했던 초기의 농촌 지역의 수입
증가, 그리고 1990년대 베트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국내 민간부문이다.
둘째, 1990년대 초반 개혁가들이(이 경우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 및 사회현상연구소) 노동시장이
필요하며 사회주의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고위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비교적 쉬
웠다. 따라서 노동시장이라는 금기도 비교적 초기에 해제되었다.
셋째,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중단된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것이 시장경제였으나 자본
주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외국인들은 자본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결핍
되어 있다고 느꼈다. 즉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경제부문인 국영
기업의 직원이었으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을 쉽게 얻을 수 없었고, 뚜렷한 민간기업 부문이
없었다. 또한 국영은행이 상업적으로 대출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국영기
업에만 대출이 이루어져 자본시장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거래
되지 못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사회계층 구조를 지지하는 시장 요인이 부재했다. 그러나 이들 요
인의 등장을 요구하는 분명한 역사적 논리가 존재했다.
따라서 비교적‘정상적’
인 자본주의 경제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져
야 했으며 그 시발점은 1990년대 급속한 성장을 일구어 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되어야 했다.
물론‘모순적’
이지만(적어도 주류 경제사상가들에게는) 1990년대 GDP 중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나 별다른 거시경제적 압박은 없었다. 여신제공(1988~89년 사이 실질이자율은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계속 유지되었다)이나 낮은 환율(1990년대 환율은 실질적으로 통합되었다)
등 국영기업에 대형 원조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국영기업과 정계의 정치적 연결을 지지해 주는 것
은 세금관련 특혜, 대출 제공 등에 불과했으며, 국영기업이 주요 국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
은 수준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상황에서 많이 달라진 1990년대에 관리
자들은 활동에 대한 제약이 늘어남을 경험했다. 1980년대 자율권을 얻으면서 하향 추세를 보이던
국영기업 대비 부동산이 베트남에 자본주의적 계급구조가 등장함에 따라 1990년대 다시 증가하
는 추세가 되었다.

>>

_17

이런 추세가 등장하자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금이 결정됨을 알게 되었
다.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는 부문에서는 임금이 빨리 상승했고 경제 자체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
나, 빈곤하고 대부분 농업에 집중하는 경제구조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
고 느꼈다. 실질임금은 일반적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데도 말이다. 빠른 성장은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졌는데, 고용이 증가하고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가 권장되었다.
이러한 국영기업에 집중된 모델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식 자본주의의 기본적 계급 요인이 자리를 잡았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요와 공급을 감안
한 임금을 받았고, 주로 국영 근로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도시의 토지시장도 형성되었고,
현지의 지방정치인이 지주제에 대해 취한 입장이나 용익권(

權)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법률 조

항 등 여러 조치로 인해 제한적이었으나 지방의 토지시장도 개발되었고, 자본에 대한 접근도 쉬워
졌다.
1990년대 후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등장한 지 10년이 지난 현
재까지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이 전체 인구가 8천만인 국가에서 아직 25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자본은 명확한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로 흘러가지 않는 경향을 보였
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 많은 추측이 난무했는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주도적인 수출
중심적 성장 모델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지원이나 원조 등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과하고 경공업에서의 기대수익은 베트
남 경쟁사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가 매우 빨리 성장하는 가운데 모든 정책입안가들이 베트남에 고용이 더 많이 창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곧 변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 두드러진 정책상의 문제는 고용창출의 부재였다. 주민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국
영기업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회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지 않았다. 동시에 국영
기업 내부에서 생겨난 자본계층은 이러한 형태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개발하는 데 미치는 제약
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특히 관리자들은 퇴직연령에 가까워졌으며, 이들이‘실질적인 주식회사’
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은 국영기업은 실질적으로 다수의 자본이 결합된 합작회사였으나 주
식회사는 아니었다) 사업에서 자신들의 몫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자연스럽게 비교적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나 돈독한 정치적 관계를 지닌 민간부문의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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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서 민간부문이 빠르게 등장했다. 이 시기에 토지, 노동력, 자본시장
이라는 필요한 선행조건이 모두 갖춰졌다. 법률의 변화와 정치적 신호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
를 가속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민간 사업가의 사회적 배경이 국영기업 관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더욱 정상적인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추가적으로 진보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은 국영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고용을 창출했으며 더욱
빠르고 경쟁력 있는 성장 기회를 제공했고, 특히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협하지 않았다. 이들이 불
러온 사회적 문제는 국영기업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중 조직 구조나 공산당 조직의 부재 등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와도 유사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법치주의로의 전
환에서 기인한 자신감에서 공산당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였다.
높은 경제성장은 지속되었으며 베트남의‘과도기적’성격인 중앙집중 계획경제 등, 과거에 대한
지식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 않았다.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기업부문은 국제시장에
서의 경쟁이 가능하고(1990년대 초반 세계화된 경제에 등장한 국영기업의 사례에서 이 교훈을 처
음 얻었다),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거시경제나 사회의 안정을 해치던 국가
보조금 없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1990년대 초반 확인된 과세표준은
기초 의료보장, 공공교육, 진보적 사회기반시설 (농촌 지방) 등 사회부문의 재정을 공급하는 데 점
진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표면에는 특정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흐름이 있었다.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
은 부패를 의미하나, 베트남에서는 정치인들이‘황금알을 낳는 거위’
를 죽일 수 없었다. 농촌지방
의 빈곤과 시장경제는 열악한 노동상황, 매춘 등 취약한 사회구성원이 고통 받음을 의미한다. 정상
에서 정치적인 경쟁 세력이 없어 큰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문제로 이어졌다. 공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중시하는 베트남에서 질 낮은 공교육으로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은 다양한 유형의 부패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는 낮은 성장, 비효율적 정책, 제멋대로인 정치인, 극히 불건전한 미
래 등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민주화 없이 국
가에 권한을 제공하여 이러한 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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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동시장 변화

작업장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는 매우 크다. 지난 시대에 근로자들은 국가에 의해 관료주의적으로
생활 상황이 주로 결정되는 국영기업의 노동자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이 생
활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또 실질임금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현재 상황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다. 역사문화적 이유에서 베트남에서 일반적
으로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친근로자적인 성향이다. 노동시장은 보통 냉정하지만 거친 자본주의
적 경향을 제한하는 법규와 국가 관행에 영향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
는 역사와 지난 세기 동안 혁신적인 변화를 겪은 경험이다. 이는 국가의 권위가 힘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규범은 중요하며 베트남은 친노동자주의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노동쟁의시 효과적인 공식 노조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쟁의는 보통
공식 노조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 정당이나 국가 조직에 의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공식적으로 해결
된다. 이는 물론 비공식적인 노동자 조직에 활동할 여지를 제한한다.
변화에 가장 큰 장애물은 변화의 성격이었다. 1981년 도입된 25-CP 시행령은 이 과정을 늦췄
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속화시켰다. 관리자들이‘관망에서 탈피’했다고 비난했던(또는 탈피 자체
를 방지했던)‘공산주의’당원 조직이 있는 국영기업이 더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계획경제와
의 모든 연관성을 단절한 기업들은 얼마간 생산량을 국가에 제공해야 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다
양한 시기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베트남 변화의‘자연스런 속도’
라는 관점에 관심을 집중시
켰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일부 국영기업 근로자들은 고용을 감소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반감을 보였으며, 당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와 더 단순
한 차원에서 공공의 지지를 구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 다른 전환경제 국가들과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다른 전환경제 국가와 차별화시키는 특징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필

20_

<<

자가 생각하는 바를 일부 공개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실용주의와 변화에 대한 능력의 통
합으로 이어진다. 공산주의 체제의‘유연함’
은 일정 수준‘현실’
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며 (따라서
마오쩌둥주의 중국에서처럼 좌파주의적 어리석은 행위를 피할 수 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주
민들 가운데서‘관망에서의 탈피’
는 적절한 비유이다. 이 모두를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에 반
응할 수 있고 그러한 의지가 있는 국가적 정치 조직의 존재 여부이다. 시장과 발전하는 노동제도를
통해 이를 지지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이들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법이나 법규를 무
시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딱딱하게 규정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현지
정치 지도자들이다(물론 뇌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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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i Vecernik (체코 사회과학연구소 경제사회학부장)

■ 머리말
체코의 노동시장은 1989년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경제적 과도기 초반, 고령노동자가 은퇴
를 하고, 여성노동자는 전업주부로 자리를 옮기고, 그 밖의 많은 노동자가 서비스 부문과 자영업으
로 자리를 옮기면서 해고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의 상황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많
이 개선되었다. 노동력의 감소, 3차산업으로의 흡수, 정부의 대기업 지원 등은 모두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급하게 민영화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하
고, 노동자의 이동이 억제되었던 1997년을 전후하여 상황은 변화하였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실직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가 200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개인 기업을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다. 기업가의 수(1인 자영업자 포함)는 1990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기업가가 전체
취업자의 4%를 차지할 정도 증가하였다가 정체하여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
가와 달리 자영업자의 수는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의 12%에 이르다가 이
후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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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체코 노동시장의 변화 및 현황

노동력의 업종별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1990년 이후 농업과 제조업은 급격히 감소
한 반면 건설분야는 성장을 거듭해 갔다. 체코공화국의 서비스업종은 큰 폭의 성장세에도 불구하
고 여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특히 제조업, R&D 분야를 위한 서비스에
서 크게 뒤쳐진다. 은행 및 금융서비스는 급증하였다가 대규모 은행의 민영화 과정이 완료된 1990
년 후반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종별 구성에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직업의 구조도 변하였
다. 육체노동자의 수는 감소한 반면 관리직, 전문직, 임원 등의 직업은 증가하였다.
2회의 패널(ISSP)조사를 통해 1997년을 기점으로 한 전후 시기에 노동시장 구성원의 이동에 관
한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표 1). 70% 정도가 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하여 1997년 이후 시기에도 근
무를 하고 있었다. 이는 1997년 이전 시기에 58%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1997년 이후 시기에 실직
을 보다 자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승진은 줄어든 반면 강등은 증가하지 않았다.
일자리나 직업의 이동과는 대조적으로 지역적 이동은 감소하였다. 이는 특히 임대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정부 소유의 아파트 입주자 등 이미 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이사를 해야 하거나 할 의사가 있는 젊은이와 가족에게는 불리하였
<표 1> 1990~2005년 응답자의 노동형태 변화

(단위 : %)

1990~1997

변화의 형태

1997~ 2005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사회진출

11.2

8.9

10.0

14.6

11.3

12.9

퇴직

21.1

22.2

21.7

16.0

17.2

16.6

이직 1회

23.4

23.3

23.3

26.4

18.5

22.4

이직 다수

16.5

10.4

13.2

15.6

12.3

13.9

전직 1회

20.0

19.2

19.6

17.9

15.6

16.7

전직 다수

9.9

4.6

7.0

10.1

8.1

9.1

개인사업 시작

10.8

6.8

8.6

12.3

3.9

8.0

승진

18.9

15.0

16.8

13.0

11.1

12.0

강등

8.4

4.9

6.5

7.8

3.7

5.7

실직 1회

12.8

12.8

12.8

15.3

16.7

16.0

실직 다수

4.2

3.5

3.8

8.8

4.9

6.8

주 : 상기 변화의 내용에서는 현재 노동인구 대비이며, 1회 이상의 이직∙전직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일
자리, 직업, 고용의 변화만을 포함함.
자료 : ISSP“Work Orientations”(1997, 2005). 응답자 18~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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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정부 소유(현재는 민간 또는 지역사회의 자산) 아파트의 임대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면서
주택 암시장이 성행했다. 따라서 인구학자들은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로 이사하면서도 이를 공식화
하지 않아 이주의 상당 부분이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폭적인 임대 규제완화조치가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1993년에서 1999년 사이 실업은 2배 이상 증가하여 1999년 말에는 실업률이 9%에 달했다가 이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로 떨어졌다. 특히 35세 이전 여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실업률은 은퇴 직전 연령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은퇴 직전 연령의 노동자를 보호하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조기퇴직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업은 청년층,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학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층을 괴롭혀 왔다.
경제 분야별 실업자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취약한 업종은 광산, 남성을 위한 출장요식업, 농업,
무역, 여성을 위한 출장요식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장요식업 업무가 대체로 일시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비숙련 노동자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출장요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
불안정과 실업에 매우 취약했다. 1999년 이후에는 경제적 과도기에도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금융
분야까지 대량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지역별 실업분포는 갈수록 균형을 잃어간다. 노동력 구성, 일자리 규모와 구성에 있어 지역노동
시장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체코공화국 전체 8개 지역 중) 실
업 관련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간 실업률의 평균 격차는 4.7이었다. 이는 폴란드(16개 지역)와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
인, 독일의 경우 지역간 고용격차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

1차 과도기에 노동청이 설립되어 대체로 실업률이 낮았던 시기에 노동기회를 알선하는 데 있어
제법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훈련생 및 고용보조금 수혜자의 수는 1992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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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이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았던 탓이거나 노동청의 활동이 부진한 탓으로 해석된
다. 1997년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고용정책 비용 또한 상승하여 이전 최고점을 갱신하였다.
실업률 상승과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한 정부의 간섭주의적 전략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전체 고용정책 비용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1997년 14%에서 2006년 37%(GDP 대비
0.17%)로 증가하였다. 보조금고용(subsidized employment), 공공근로, 훈련프로그램 등과 같은 대
표적인 조치는 25세 이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의무적 개별행동계획으로 보완되었다. 현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제도는 충분히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으며 재훈련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여러 지원 형태 중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보험관련 수당과는 달리 다소 관대한 정부의 사회지원수당은 개인이 일자리 기회를 모
색하는 유인을 억제하였다. 최저임금이 12%씩 증가하는 반면 2000년 이후 최저생계비가 정체되
었다고는 하지만 실업의 함정은 여전히 유혹적이다(표 2). 최저임금과 사회수당 간의 격차도 중요
하지만 근로조건, 일자리의 지리적 접근성, 비용 등도 중요하다. 중요한 변수는 비공식 경제이나
연구나 정책 개혁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고용법이 신규 제정되어 2005년 이후 관심자 전체에게 훈련의 기회
를 확대하였다. 졸업생은 더 이상 실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만일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활동이 순조롭지 않았다면 보조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기로 되어 있다. 이미 세금공제 등과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대책들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사회수당제도가
<표 2> 1991~2006년 임금 및 급부 수준1)
지 표

(단위 : %, 평균임금 대비 비율)

1991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최저임금

52.7

47.4

31.4

25.4

22.4

31.2

35.9

37.1

37.8

39.6

실업수당

50.6

29.1

32.9

28.6

25.2

26.1

25.4

25.4

29.3

28.7

55.1

45.8

39.1

35.5

36.2

34.6

33.0

29.2

29.9

28.3

181.4

150.7

127.7

112.7

111.2

103.1

96.3

85.4

86.3

81.1

106.0

87.6

80.5

69.6

97.2

114.9

123.9

133.1

152.0

성인 1인당 생계비
4인 가족용

생계비2)

성인 1인당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중(%)

주 : 1) 최저임금만 순평균임금과 관련이 있으며, 기타 지표는 노동사회부의 가족지출비용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
한 순임금과 관련있음.
주 : 2) 성인 2인, 10~15세 아동 2인.
출처 : 노동사회부.

>>

_25

2007년 1월 도입되어 수혜자의 활동이 미미할 경우 수당을 줄이거나 아예 철회해 버리는 등 근
로를 위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사회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확보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과 근로계약이 등장하고 확대되었다. 폭넓은 기술,
다중작업(multi-task), 탄력적인 계약 및 근무시간,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통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통해 노동자의 적응가능성과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체코공화국의 자영업 비율은 유럽연합 평균을 웃돈다. 2005년의 경우 유럽연합이 15.6%였던
것에 반해 체코공화국은 18%에 달했다(유럽의 고용, 2006). 자영업자의 수에 관한 최근 자료를 보
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LFS)자료에 따르면 2003년까지 자영업이 증가하
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체코 사회보장국에서도 자영업자의 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연금보
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자영업을 주업무인 사람의 수는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자영업은 상근보다는 비상근으로 보다 많이 활용된다.
체코공화국에서는 파트타임 계약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유럽연합 평균은
18.4%에 반해 체코의 경우 4.9%를 기록하였다(유럽의 고용, 2006). 체코에서 공식 발표된 파트타
임직을 갖는 이유는 사용자 때문이다. 즉 응답자의 1/5이 수행할 업무가 많지 않다는 것을 파트타
임직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가 보다 많았다. 그러나 상용직을 갖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노동자의 사정 때문이다. 남성은 건강과 교육을 이유로 든 반면 여성은 육아를 이유로 들었
다(LFS). 노령 남성과 여성의 경우 장년층 인구보다 임시 파트타임 계약이 보다 많다.
체코 근로자의 8.6%가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럽연합 평균인 14.5%보다는
적었다(유럽의 고용, 2006). 파트타임직과 달리 기간제 계약의 경우 노령 근로자에게는 흔치 않았
으며 특히 상용직의 경우에는 더욱 찾기 어려웠다. 이는 차별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등 및 고등고육을 받은 노령 여성은 임시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령 근로자 사이
에 이렇듯 임시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고령이 되어도 노동력
으로 남아 있기를 선호하는 선별효과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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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잡(second jobs)은 전체가 모두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세컨
드 잡의 수는 1993년 전체 노동력의 5.2%에서 20026년 2.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조사에서
는 경제활동인구의 1/3이 부차적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약 30%는 세컨드 잡을 가지고 있
고 30%는 창업을 했으며, 나머지는‘여타’
의 방식으로 부차적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
한‘여타’
의 방식에는 육체노동, 수공, 컨설팅 등과 같은 보고되지 않는 면세의 정규 활동과 비정
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조사에서 드러난 정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다소 정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3).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1997년보다 2005년에 자신의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정했다는 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하였다. 근무지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가정을 떠난 일정 장소로 자신의 근무지가
정해져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늘어났다. 계약의 유연성은 평균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
나 성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표 3> 1997~2000년 시간, 근무지, 노동계약의 유연성

(단위 : %)

2005 (2001)

1997

기 준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근무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
일방적으로 사용자

50.0

61.0

55.0

53.7

64.7

58.7

일부분 사용자

33.6

28.1

31.1

29.8

25.4

27.8

사용자

13.1

7.4

10.5

15.7

7.1

11.8

3.3

3.5

3.4

0.8

2.7

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선택불능
전 체

노동계약(노동자만)
서면계약 없음

2.1

1.0

1.6

1.2

1.1

1.1

12개월 미만의 확정기간

6.3

3.3

4.9

9.5

12.4

10.9

1년 이상의 확정기간

7.1

7.1

7.1

81.5

85.7

83.5

86.0

83.7

84.9

2.9

2.9

2.9

3.3

2.8

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개방형 계약
선택불능
전 체

출처 : ISSP“Work Orientations”
(1997, 2005) ; HWF survey 2001. 노동자만.
출처 : ISSP 2005년도 판에서 근무지와 근무계약의 유연성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았고, 따라서 2001년 HWF
조사에서 유사한 질문을 한 것을 활용하였음. 해당 자료는 이탤릭체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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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하여 다음과 같은 다수의 노동유연성 형태가 만
들어졌다.
- 비공식적 보수 (특히 출장연회업에서 빈발), 공식적으로는 매우 낮은 임금만이 지급되고 사용
자의 재량에 따라 나머지 보수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지불
급여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다)
-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채용, 사용자가‘사업자 등록증’
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를 모집. (이를 통해 지불급여세 납부와 근로계약 체결을 피할 수 있다) 상당수의 민간 기업에
서 사업자 등록증 확보는 고용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 외국인 채용, 특히 힘든 육체노동의 경우(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인). 건설, 농업, 하이퍼마켓,
섬유생산업 등에서 어떤 경우 노예와 다를 것 없는 조건에서 매우 낮은 임금으로 비숙련업무
를 수행한다.
- 도급업체 활용 사용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한다. 법의 경계에
서 운영되는 도급업체의 알선으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대부분 우크라이나
인)가 많은 건설업계에서 특히 널리 활용되고 있다.

노조의 경우 일자리 유연성이 사용자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용자의 입장
은 노동과 고용 관련 법률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이며 새로운 입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법적 규범은 노동이 시장상황에 순탄하게 적응하는데 장애물이 되
지 않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사용자는 법규정을 피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
의 신뢰성이 낮고 충성도도 약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사회조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국가별
비교에서 체코의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신뢰성이 낮은 집단에 속해 있다
(Vecernik, 2004).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자료가 지나치게 산재되어 있고 일관성도 떨
어져서 다양한 관점과 깊이를 가지고 향후 문제를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 가설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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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주요 이슈와 현안을 강조할 수 있을 뿐이다.
첫 번째 현안은 향후 체코의 경제가‘조립공장’
의 모습을 띠게 될지 혹은‘연구실’
의 모습을 띠
게 될지 하는 문제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제조업, 특히 자동차 생산에 편중되어 왔다. 이
는 제조업이 체코 경제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1989년 이후 대학생 수가 크게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체코인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연구에 대한 공공지원이 낮
은 수준이라는 점은‘체코의 지식인층’
이 근면한‘체코의 기능인’
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체코 경제는 지식기반경제가 되지 못하고 제조업의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현안은 노동의 생산성과 근로의지에 관한 것이다. 체코의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으
며 최근 들어서는 연간 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여타 신규 회원국과 마찬가
지로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외국 기업이 시장 진출과 더불어 들여온 최신 기술 및 조직의 형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OECD, 2006). 현재까지 중앙유럽은 낮은 노동비용과 신흥시장과의 근접
성 등의 비교우위로 인해 서방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그러나 낮은 인건비라는 비교우위
는 곧 사라질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해 기술력 향상, 근로의지로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관건
은 향후 노동효율성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 현안은 노동시장이 세분화가 아니라 차별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투자유인이 존재
하는 외국 대기업과는 대조적으로 체코의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고 현지의 인적
자본 및 연구 제휴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 사회 배경을 점차 중요시하는 경직된 고등교육
제도(Mateju, Strakova and et al., 2006)와 나란히 노동은 대규모 수출 중심 제조업체와 주변의 협
력업체로 양분된 듯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는 노동시장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모
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화 과정에 역동적으로 적응해 갈 것인가이다.
네 번째 현안은 법집행, 절차 정비, 효율적 행정을 수반한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입법화 등 경제
환경의 육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법제도 관련해서, 시장경쟁 및 정부지원의 투명성
결핍, 대기업 대비 차별적 대우 등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가별 비교에서 (규제, 채용 및
해고 비용 등을 살펴볼 때) 체코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법이 고용친화적이 아니며 사회제도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현지 비숙련 노동자가 저임금 업무
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Doing Business).
체코의 노동시장은 매우 효율적이며 노동자친화적이다. 다만, 근로유인은 보다 제고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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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과 2007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는 소외계층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수당의 경우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노동청, 사회국, 지방자
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수당을 줄이기는커녕 사회보장을 위한 의무지출액은 증가
하고 있다. 현지의 구직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빈 자리를 메우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하락
세이지만 2년 이상의 장기실업률은 상승 추세이다.
체코 정부는 보다 의욕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2009년 이후 체코 고용∙사회국사무
소를 출범시켜 수당 관련 제도를 일임하기로 했다. 교육제도에서도 이미 변화가 있었거나 계획 중
이다. 초등교육에서는 최근 실시되었던 개혁으로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자유
가 주어졌다. 언어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훈련도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개혁
은 보다 많은 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계속교육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유럽과
비교하여 한 발 늦은 평생교육의 확대는 미래를 위한 중요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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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2007년 7월과 8월 민주노총이 이랜드를 상대로 한 파업과 시위를 계기로 한국은 소매업 노동자
가 처한 심각한 노동 상황에 대해 주목하였다(Lim and Wohn 2007 ; UNI Commerce 2007). 비정
규직 보호법이 발효되기 직전 이랜드가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이랜드 노
동자는 파업에 돌입했다. 수천 명의 노조원이 매장을 봉쇄하기에 이른 파업과 시위는 소매업 근로
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 중 하나는 한국 소매업 노동자의 처우가 좋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례로 전체 노동자의 37%, 제조업 노동자의 69%가 적용받고 있는 고용보험 혜택을 소매
업 노동자의 경우 단지 28%만이 누리고 있다(2007 노동부 통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상인이
소매업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만 해도 소매업의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관심
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어 세계적인 초대기업이 소매업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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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nalysis
대기업이 소매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이 아니라 전세계 대부
분의 국가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먼저 전세계 소매업의 주요 동향을 점검
한다. 이러한 동향이 미국과 멕시코에서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가마다 소매업 동향과
이러한 동향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아시아에서 목도되는 공통된 현상
에 대해 논의한 후 간략한 결론과 함께 본고를 마무리한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전세계 최대 소매업체(동시에 최대 민간기업)이자 미국과
멕시코 소매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 월마트(Wal-Mart)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미
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 월마트
는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2006년 철수하였다. 그러나 다소 거리가 있는 월마
트의 사례가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는다.

■ 소매업의 동향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 소매유통업에는 세 가지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슈퍼마켓화, 세계화,
현대식 할인판매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현대식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 등과 같은 기
존의 소매업 형태를 대체하여 크게 확산된 것은 각국별로 그 시기가 달랐다. 미국의 경우 슈퍼마
켓화는 식료품 체인점인 A&P가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면서 1950년대 완료되었다(Gwynn 2007).
서유럽과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와 맞물려 슈퍼마켓이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일례로 전세계 2대 소매유통업체인 프랑스의 까르푸(Carrefour)는
1960년에 슈퍼마켓 1호점을 냈다(Carrefour 2007). 일본의 AEON은 1950년대에 설립된 지역 슈
퍼마켓 체인에서 비롯되었다(Funding Universe 2007).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슈퍼마켓으로의
전환은 좀더 이후에 일어났다. 일례로 남미의 경우 Thomas Reardon & Julio Berdegué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슈퍼마켓은 남미 농산물 경제에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0년 10~20%에 불과
하던 슈퍼마켓이 소매유통업에서 차지하는 인구 가중평균이 2000년에는 50~60%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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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소매유통업은 단 10년 동안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미국이 50년에 걸쳐 이루어낸 변화를 일
구어냈다!”(Reardon and Berdegué 2002 : 371)
부즈알렌 해밀턴(2003)은 대형 슈퍼마켓의 시장진출 수준은 국가의 소득 수준과 밀접한 연관관
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즈알렌 해밀턴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나라
의 경우 대형 슈퍼마켓이 소비제품 시장의 약 70%를 지배한다. 전세계 최빈 지역인 아프리카의 경
우에도 남아공의 슈퍼마켓 체인과 프랑스 소매유통업체인 카지노(Casino), 까르푸가 그 세를 확장
하고 있다(Planet Retail 2007).
두 번째 추세로 꼽을 수 있는 세계화는 합병의 증가와 선진국 소매시장의 포화를 들 수 있다. 지
역 슈퍼마켓 체인은 전국적 체인으로 합병되거나 인수되어 많은 국가에서 소매유통업의 집중화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일본 AEON의 전신인 JUSCO는 1969년 지역 체인인 아카다야, 후다기, 시로
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다(Funding Universe 2007). 영토가 넓은 탓에 미국의 경우 합병이 다소 늦게
찾아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과 2000년 사이 5대 체인망의 슈퍼마켓 매출
비중은 27%에서 43%로 뛰어올랐다(Wrigley 2002). 앞서 언급한 이유로 미국의 체인은 다른 국가
보다 세계화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특히 유럽의 소매유통업체의 경우 일찍 세계화에 나섰다. 독일
의 메트로(Metro : 전세계 3대 소매유통기업)는 1968년 최초로 해외 매장을 냈다. 까르푸는 1969
년 첫 해외 매장을 열었다. 네덜란드 기업인 로얄 어홀드(Royal Ahold)는 1977년 미국 기업을 인수
하였으며 AEON은 1985년 첫 해외 매장을 선보였다(Carrefour 2007 ; Funding Universe 2007 ;
Hoovers. com 2007 ; Royal Ahold 2007). 반면 월마트는 1991년이 되어서야 해외시장에 진출한
반면, 같은 해 까르푸는 타이완, 브라질 등 7개의 해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Carrefour
2007 ; Wal-Mart 2007). Planet Retail(2007)은 2005년 세계 10대 소매유통업체가 세계 식료품시
장의 18%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까르푸는 29개 국가에서, 메트로는 30개 국가에서
영국의 화장품 소매유통업체인 바디숍(The Body Shop)은 55개 국가에 진출하여 있다 (Tilly 2007).
세 번째 추세는 현대식 할인판매이다. 할인판매는 소매유통업의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를 위해
단위는 크게 가격은 낮게 판매하는 것으로 1900년대 후반 울워스(Woolworth)가, 1920년대 A&P
에 의해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Gwynn 2007 ; Hugill 2006). 그러나 월마트는 해당 모델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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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였다(Lichtenstein ; 2005). 첫 번째는 규모의 혜택을 위해 자동화되고 컴
퓨터로 제어되는 물류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엄청난 구매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체로
부터 공급망의 지배적 위치를 빼앗고 공급업체에게 끝없는 가격 하락을 강요한 것이다. IGD
(2007)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의 경우 제품의 송장비용 대비 판매가격의‘전방
마진’
은 판매가격의 5%인 데 반해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할인과 서비스의‘후방 마진’
은 25%에
달했다. 월마트가 이러한 모델을 채용한 최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소위‘월마트화’
라고
불리기도 한다.

■ 노동에 미치는 영향 : 미국과 멕시코
이러한 소매유통업계의 새로운 추세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일반화의 오류를 피하
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의 구체적인 경우를 예로 들고자 한다. 소득 수준으로 살펴보면 멕시코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00, 한국은 $19,000, 미국은 U.S. $45,000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한국이
존재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멕시코의 소매유통의 노동에는 유사점이 많다. 미국
과 멕시코 소매유통업의 공통점은 대규모 사용자이며 여성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평균보다
급여가 낮다는 점이다. 또한 월마트가 최대 소매유통업체이며 최대 민간 사용자라는 점도 같다.
다만,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미국에서는 소매유통업에서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무급 자영업자인 노동자가 흔치 않고 소매유통업체의 규모가 대체로
<표 1> 미국과 멕시코의 소매유통업 노동의 유사점
미 국

멕시코

소매유통업이 비농업분야 민간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21.2

21.0

여성이 소매유통업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

52.5

51.5

전체 산업 대비 소매유통업 여성 노동자의 비율

1.11

1.44

전체 산업의 임금 대비 소매유통업의 중간임금 비율

68.2

87.9

출처 : Tilly (2002), 1999~2001년간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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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과 멕시코의 소매유통업 노동의 차이점

(단위 : %)

미 국

멕시코

28.9시간

50.8시간

84.5

120.4

5.4

55.7

전체 산업 대비 소매유통업의 무급 자영업자 비중의 비율

0.74

1.60

소매유통업체의 평균 노동자 수(인)

14.5

2.2

전체 민간기업 대비 소매유통업체의 평균 노동자수 비율

0.89

0.38

소매유통업의 평균 주당근무시간
전체 산업 평균 근무시간 대비 소매유통업 평균 근무시간의 비율
소매유통업 노동력에서 자영업자 또는 무급자의 비중

출처 : Tilly (2002), 1999~2001년간의 통계.

크다. 반면, 멕시코에서는 소매유통업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길고 무급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기업 규모는 작았다. 이러한 차이는 슈퍼마켓화가 미국에서는 완료된 반면, 멕시코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전통적인 소매유통업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근무시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에서
는 시간제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부가 적고 많은 경우에 전임제보다 임금이 낮다. 반면 멕시
코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법에 의해 동일한 기본 부가급부를 보장받고 있고 최소임금이 일급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대규모 소매유통업체가 시간제노동자를 채용해서 얻는 이점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임금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적한 결과(그림 1과 2) 최근 수십 년 동안 소
매유통업의 노동자는 미국, 멕시코를 가릴 것 없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경제 전체 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소득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던 시기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였으며 멕시코는 1990년
대였다(멕시코의 경우 종합적인 데이터를 찾기 어려웠다).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서 소매유통업의 임금 동향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는 소
매유통업에 노조의 관여가 줄어들고 있으며 최소임금의 실질가치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핵심은 저임금, 부가급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월마트 등의 할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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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소매유통업 실질 시간당 임금 중앙값과 전체 산업대비 유통업의 시간당 임금의 중앙값 비율, (1972~2006)

시간당 임금

$17

유통업 시간당 임금 중앙값

110%

전체 산업대비 비율

$16

100%

$15
$14

90%

$13
80%

$12
$11

70%

$10
60%

$9
$8

5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연 도

출처 : 미 노동통계청, 현재 고용통계. http://stats.bls.gov/ces/home.htm.

[그림 2] 1994년도 소득 대비 멕시코 소매유통업 노동자의 실질 연소득 중앙값 비율과 전체 산업대비
멕시코 소매유통업 노동자의 실질 연소득의 중앙값 비율 (1994~2002)
100%
90%

연소득 중앙값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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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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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업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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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illy and Álvarez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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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8

매 모델의 확산 때문이다(Carré, Holgate, and Tilly 2006). 여타 소매유통업체는 비용절감을 통해
할인판매 모델에 대처했으며 소매유통업계에서 인건비는 가장 통제가 수월한 비용이었다. Dube,
Eidlin & Lester (2005)는 월마트가 진출한 국가에서 시장 진출 3년 후 소매유통업 임금에 부정적인
“월마트 효과”
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멕시코에서 월마트는 주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과 경쟁사와 유사한 부가급부를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소매유통업체이다(Tilly and
Álvarez 2006b). 따라서 월마트가 세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라
할 수 없다. 그보다는 경기침체와 공식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최후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공식 부문 소매유통업의 마이크로기업(가두판매소 등)의 증가 등에서 임금 하락의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조차 모든 소매유통업체가 저임금 할인판매 모델에 대해 임금 및 부가급부 절감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다. 월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샘스클럽(Sam’
s Club) 비근할 수 있는 창고형 할인매
장 체인인 코스트코는 경쟁하기 위해 오히려 임금과 부가급부의 수준을 높였다. 최근 보고서에 따
르면 샘스클럽의 평균 시급이 $11.52인 반면 코스트코의 평균 시급은 $17였다. 코스트코 직원의
80%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반면 월마트는 47%에 불과했다(Carré, Holgate, and Tilly 2006).
이렇게 임금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고 근면, 우수, 충성심이 높은 직원을 확보
함으로써 코스트코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의 소매유통업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한 노조의 대응은 현재까지는 그
다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월마트나 여타 공격적인 신흥 할인판매체인
에서 노조가 노조대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미식품 ; 상업노동자 ; 서비스노동자국제연합에
서는 노조결성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월마트를 맹비난하는 여론 캠페인에 연간 1,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멕시코에서는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유통업체에서 거의 대부분 노조 계약을 맺고 있
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이러한 계약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보호계약’
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노동자는 노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Tilly and Álvarez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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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 큰 편차가 있는 소매유통업의 성공과 노동에 미친 영향
미국과 멕시코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통된 세계적 추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
매유통업의 구조와 노동에 미친 영향은 가까운 이웃 국가 간에도 큰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월마
트는 국가별 격차에 대한 일반론을 정리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Tilly 2007). 월마트는 핵심
경쟁전략과 단일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전세계 15개국에서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외시장에서 본국의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
는 기업도 현지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야만 한다(Ferner and Almond 2007). 일반적으로 월마트의
정책과 집행, 성공과 실패의 정도 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
월마트나 다른 소매유통업체가 신규 시장에 진입할 당시 존재하는 시장의 구조는 이들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월마트가 멕시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출 당시 멕시코의 최대
소매유통업체를 인수하여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고 시장지배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에서
는 2개의 비교적 작은 업체를 인수하는 데 그쳤으며 당시 강력한 라이벌 할인매장인 얼디와 리들
(Aldi and Lidl)은 우월한 규모의 경제와 고객 충성도를 앞세워 월마트를 압박하였으며 2006년 마
침내 월마트는 독일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Christopherson 2006). 마찬가지로 까르푸는 최초
로 하이퍼마켓을 개장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도적 시장 위치를 확보하였으나 이미 월마트가 진출
해 있던 멕시코에서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끝내 2005년 멕시코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시
장구조가 성공전략을 결정한다. 세금도 내지 않고 건물도 없는 소규모 영세 소매유통업체가 시장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멕시코와 중국에서 월마트의 전략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중산층 시장을 공
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산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직원에게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공
한 것이다(Lo, Wang, and Li 2006 ; Tilly 2007 ; Wang and Zh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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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Yuko Aoyama & Guido Schwarz (2006 : 275)는 수요는 현지 문화와 식품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므로“소매유통업에서 세계화에 성공한다는 것은 현지화에 성공한다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고 주장하였다. 멕시코 소비자들은 신선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한다. 1990년대 일반적인 미
국의 가정은 1주일에 4번 식료품 쇼핑을 한 반면 멕시코의 일반가정은 1주일에 11번 식료품 쇼핑
을 했다(American Demographics 1995 : Progressive Grocer 1999). 이는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점심에 갓 구운 토틸라를 구하기 위해 이웃 또띠야 가게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신선도를 중
요시 여기기 때문에 매일 신선한 농산물과 육류를 들여오는 이웃 상점과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
고,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월마트나 다른 현대적 슈퍼마켓의 경쟁력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한국에
서 월마트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월마트의 모델이 수준 높은 서비
스를 요구하는 한국 소비자의 성향과 맞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Lee 2007).
사실 수요의 패턴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랜드 사태와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는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랜드는 대부분 계산원인 비정규직을 해고하여 노조의 분노를 샀다.
이랜드는 계산원인 비정규직을 해고하고도 대신 매장 직원에게 계산대 업무를 맡김으로써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 소비자는 셀프서비스 모델에 익숙하여 매장에
서 직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매장 직원과의 유일한 접촉은 현금계산기 앞에 섰을 때가 고작이
다. 따라서 미국 소매유통업체에서는 계산원이 소비자가 매장의 서비스 질을 평가할 때 토대가 되
는 주요 접점이 되므로 계산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도
프랑스와 영국에서 대규모 쇼핑센터 개발을 제한하는 부동산활용법과 같은 제도는 경쟁에 영향
을 미친다. 그러자 제도적 차이는 특히 노동의 결과를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 이미 멕시코의 노동
법으로 멕시코 식품유통업체는 시간제노동을 활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반면 미국과
한국의 소매유통업체는 시간제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노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
에 월마트가 미국에서는 노조 결성을 완벽하게 막은 반면 멕시코에서는 노조“보호계약”
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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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월마트 노사관계의 각국별 편차
독립 노조

법에서 노조설립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거나 강력하게 장려

독립 노조

브라질, 독일 : 마지못한 수용

세력이 약하고 종속적인 노조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 :“보호계약”을 통한 대표

필수사항 아님
캐나다, 미국, 영국 :
적극적 저항
-

출처 : Tilly (2007).

하였다. 어느 정도는 다양한 노동제도가 월마트가 노조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
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일반화할 수 있다(표 3). 법에서 노조설립을 강제하지 않으며, 월마트가 강
성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는 기업이 노조조직화에 격렬히 저항하였다.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법에서 노조조직화를 장려하고 있기는 하나 주요 소매유통업체의 노조가 약
하고 순종적이며 월마트가“보호계약”
을 채택한 멕시코와 유사한 상황이다. 브라질과 독일에서는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법에 따라 월마트는 노조를 수용한다.

■ 아시아의 상황
아시아는 매우 다양한 사회와 경제가 혼재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그렇다면 매우 다양한 소매유
통섹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5대 소매유통업체가 시
장의 1% 정도만을 지배하는 인도에서부터 5대 소매유통업체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호
주까지 소매유통업의 집중화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5대 업체가 시장의 24%를 확보함
으로써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했다. 한국의 집중화 수준은 미국과 캐나다를 약간 밑돈다.
인도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다. 최근 월마트는 인도 소매유통업체인 바티(Bharti)와의 합작을 통
해 10억 인구의 인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까르푸, 아우찬(Auchan), 영
국의 테스코(Tesco)도 인도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의 소매유통업체인 릴라이언스
(Reliance)는 이미 인도 전역에 335개의 슈퍼마켓 매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자국의 소매시장을 세계 자본에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2007년 인도는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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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5년 아시아 각국 5대 식료품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율(비교를 위해 독일, 미/캐나다 포함)
인도
중국

1.3%
4.1%

인도네시아

13.2%

베트남

14.0%

터키

17.9%

일본

18.2%

대만

20.7%

싱가포르

20.9%

한국

23.9%

말레이시아

24.7%

미국/캐나다
홍콩

28.4%
31.5%

필리핀

34.5%

타이

35.0%

독일

70.1%
89.5%

호주

출처 : Planet Retail (2007).

영세 점포주와 현대식 슈퍼마켓 체인의 확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격렬한 시위와 슈퍼마켓을 자신
의 작물을 구매하는 중요한 신규 구매자로 보고 슈퍼마켓 체인을 환영하는 농부의 시위로 가득했
다(Agarwal and Pokharel 2007 ; India Times 2007 ; Reuters 2007 ; Vorley 2007). 농부와 마찬가지
로 소비자도 기존의 소매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앞세우는 새로운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India Times 2007).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매우 첨예하다.
소매유통업의 노조 구조와 전략이 다양한 것은 아시아시장의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소매유통업계 노조는 비록 기업단위 노조이기는 하나 이미 잘 정착되어 있으며 비
정규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Sayama 2007 ; UNI 2006a ; UNI 2004).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노조활동의 역사가 비교적 짧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히어로
(Hero)의 노동자는 1999년 수하르트의 실각으로 독립적 노조활동의 길이 열리면서 노조 결성에
나섰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04 ; UNI 2004). 태국에서는 테스코 로투스(T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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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슈퍼마켓 체인의 유통센터에서 최근 조직된 소규모 노조가 경영진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UNI 2004, 2006b). 최대의 미지수는 중국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중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그간 수동
적인 역할만을 수행해 왔으나 2006년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중국내 월마트에서 노조대표를 확
보하면서 관찰자와 월마트를 놀라게 했다(Chan 2006).

■ 맺음말
소매유통업계의 3대 주요 동향인 슈퍼마켓화, 세계화, 현대식 할인판매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
다. 동시에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슈퍼마켓화를 통해 규모가 큰 업체가 등장하고, 가족 중
심이거나 자영업이었던 고용관계도 보다 일반적인 자본주의적 고용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생산
성이 증대되어 보상 수준이 확대되었으며 노조화의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 세계화란 기업의 소유
주, 최고경영진이 이웃 국가, 이웃 대륙에 위치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세계적
세력 범위를 따라가려면 초국적 연맹을 결성해야 한다. 현대적 할인모델로 효율성이 보다 향상되
었으나 미국의 월마트와 같은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매업체는 임금하락을 할인전략의 핵심
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소매유통 시장, 일자리의 질, 노사관계의 구성은 월마트라는 단일
기업 내에서도 크게 달라졌다. 수요, 공급, 제도 등에 존재하는 차이점으로 인해 결과도 크게 다르
게 나타났다. 미국에서 월마트는 다른 소매유통업체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만을 제공하나 중국과
멕시코에서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노조를 용납하지 않았으나 브라질에서
는 마지 못해서이긴 해도 노조를 용인했고 멕시코에서는 노조를 포용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코스
트코는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현대적 할인전략을 구사하고 있기는 하나 직원 보상 수준이 매우 낮
은 월마트와는 달리 직원 보상이 꽤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소매유통업을 지배하는 글로벌
대기업과 현지 기업의 노동관례는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능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갈 뿐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세계 소매유통업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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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육아수당제도 변화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수급액 인상, 수급기간 단축
①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2005년 11월 11일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이 연정에 합의하면서 대연정합의
서(Koalitionsvertrag)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대연정정부(Gro�e Koalition)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야 할 정책 중의 하나로서‘가족친화적인 사회(Familienfreundliche Gesellschaft)’
라는 내용이 담겨
져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가족을 보다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
이 대연정정부의 분명한 의지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여름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
한 것이 육아수당의 도입을 위한 법률 초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Elterngeldes)1)
이다. 이 법률안은 2007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수당(Elterngeld)을 지급하
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2006년 9월 30일 이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육아수
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연방법률(BEEG, 이하‘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이라 함)2)이 종전 적
용되던 연방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 : BErzGG)3)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BT-Drs. 16/1889.
2)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BGBl. Ⅰ 2006, S. 2748.
3)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Gesetz zum Erziehungsgeld und zur Elternzei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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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된 사회정책적 배경에는 독일의 극심한 출산율 저하에 그 주된 이유
가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독일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방의회에 보고된 자료4)에 따르면, 2002년 독일 내 출
산율은 여성 한 명당 1.34명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재의 흐름을 바꾸어 출산율을 높
이겠다는 것이 기존의 양육수당제도를 대신하여 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이다.5) 이를 통
해 보다 많은 부부가 자녀의 출산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수
당은, 부모가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생계적 기반을 확보해 주는 가족정책적 지원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6) 육아수당제도를 통해 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
써, 자녀가 없는 부부나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받는 금전적인 제약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육아수당제도의 도입에는 저출산이라는 문제와 친가
족적 사회의 조성이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현행 육아수당제도는 수급권자의 종전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육아수당은 육아기간 중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급부(Einkommenersatzleistung)의 성격을 가
진다는 점에서, 현행 육아수당제도는 스칸디나비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7) 반면
수당의 수급기간은 종전 24개월에서 12개월(또는 최대 14개월)로 상당히 단축되었다.
육아수당은 수급권자의 종전 소득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생활자는 아이의 양
육기간 중에서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수당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의 소득생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8) 반대로 종전 24개월이었던 수급기간이 12개월 내지
4) Familienbericht,“Familie zwischen Flexibilität und Verlässlichkeit - Perspektiven für eine
lebenslaufbezogene Familienpolitik,”BT-Drs. 16/1360.
5) Düwell, Übersicht über das Gesetz zur Einführung des Elterngeldes, jurisPR-ArbR 2/2007 Anm. 6.
6) BT-Drs. 16/1889. S. 15.
7) Brosius-Gersdorf,“Das Elterngeld als Einkommenersatzleistung des Staates - Progressive Staffelung
bei der Familienförderung und demografischer Wandel in Deutschland-”NJW 2007, 177.
8) Fröhlich, Das neue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ArbRB 2007, 5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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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로 단축됨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 또는 저소득자에게는 불리한한 측면이 있다.9)

■ 육아수당제도에 대한 개관

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BEEG)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아이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 또는 입양된 아이를 양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방양육수당법에 따른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독일 내 주소 또는 정주의 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거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자녀의 양육기간 중 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직업활동을 하는 자가 육아수당의
수급권자가 된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1조 제1항). 동거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가
육아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기간 중 완전한 직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부분적인 직업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
는 부분적인 직업활동이라 함은, 월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다.10) 반대로 말하면,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자는 육아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11) 이 밖에, 입양한
동거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
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1조 제3항). 중대한 질병, 중증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3촌 이내의 친척, 친척의 배우자 또는 동거
인이 육아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1조 제4항).

9) Glock/Wollschläger, Das neue Elterngeld, AuA 2007, 296, 298.
10) 이 밖에 자녀의 양육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거나, 사회법전 제8권 제23조에서 말하는 5명 이하의 아이
를 맡아 돌보는 것(Tagespflege)도 부분적인 직업활동에 해당한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1조
제6항).
11) 연방정부 홈페이지 2006년 11월 3일자 보도“Elterngeld : Paradigmenwechsel in der
Familienpolitik,”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11/2006-11-03elterngeld-paradigmenwechsel-in-der-familienpoliti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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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의 수급권자가 근로자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자, 공무원, 학생
또는 직업생활을 하지 않는 자도 육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12)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육아수당은 이전의 양육수당과는 다르게 임금을 대체 또는 보상하는 수당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의 액수가 수급권자의 종전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아이가 태어나기 12개월 전 얻은
세금공제 후 월평균 소득의 67%가 육아수당이 된다. 최대 1,800유로(한화 약 234만원)가 육아수
당으로 지급된다. 또한 소득이 적은 수급권자를 고려하기 위하여, 세금공제 후 수입이 월 1,000유
로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육아수당의 산정 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000유로(한화
약 13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유로당 0.1%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육아수당을 산정한
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2조 제2항). 예컨대 월평균 수입이 600유로인 수급권자는 기본
산정비율인 67%에 1,000유로에 미달하는 400유로에 대해 20%의 추가산정 비율을 얻게 되기 때
문에, 월평균 소득의 87%를 육아수당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340유로
(한화 약 44만원)인 자는 그 소득의 100%를 육아수당으로 보전받게 된다.13) 직업생활을 하지 않는
자 또는 아이의 출생 전 12개월간 소득이 없었던 자에 대해서는 최소 300유로(한화 약 39만원)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된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2조 제5항).
<표 1> 육아수당의 산정방식
세금공제 후 월평균 소득 (유로)
340 (또는 그 이하)

산정 비율 (%)

육아수당 (유로)

100

340 (또는 최소 300유로)

400

97

388

800

77

616

1,000

67

670

2,700 (또는 그 이상)

67

1,800

12) Voelzke, Das Elterngeld, jurisPR-SozR 1/2007 Anm. 4.
13) Richter, Das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DStR 2007,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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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다자녀가정(Mehrkindfamilien)이나 다태아출산(Mehrlingsgeburt)에 대하여는 특별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인 가정 또는 6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
은 수급권자가 받게 될 수당에 10%를 추가한 금액(최소 75유로)을 육아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
게 된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2조 제4항, 이른바 다자녀보너스(Geschwisterbonus)). 쌍둥
이 이상의 다태아(多

)를 출산한 경우에는, 두 번째 이상의 아이에 대하여 각 300유로가 추가로

지급된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2조 제6항).

육아수당은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만 지급된다.14)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수당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다. 그러나 부부 중 다른 한 사람도 최소 2개월의 육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육아수당의 수급기간이 14개월로 연장된다(이른바 파트너 수급기간
(Partnermonate)). 다시 말해, 부모 모두가 최소 2개월 이상 육아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면 수급기간
이 최대 14개월이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 중 어머니가 아이의 양육을 맡고,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현재의 실정에 변화를 꾀하여 아버지도 아이의 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함이다.15) 또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자도 14개월간 부모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16)
육아수당은 부부가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에 의할 수도 있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한편, 신청에 의해 12개월(또는 14개월)의 육아수당을
24개월(또는 28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6조).17)

14) 입양된 아이의 경우에, 부모양육수당은 입양된 날로부터 14개월(최대 아이가 8세가 되는 때) 내에
만 지급될 수 있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4조 제1항 제2문).
15) BT-Drs. 16/1889, S. 23.
16) 직업활동에 의한 수입에 감소가 있고, 부모 중 다른 일방에 의한 양육이 민법 제1666조 제1항 및 제
2항에서 말하는 아동복지에 대한 저해와 결부될 수 있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중장애로 인해 부모 중
다른 일방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5조 제3항).
17) 전체 금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월 육아수당의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연방정부 홈페
이지 2006년 12월 27일자 보도,“Elterngeld startet zum 1. Januar”http://www.bundesregierung.de/
nn_65666/Content/DE/Artikel/2006/12/2006-12-27-elterngel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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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수당제도 현황
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이 시행된 지 어언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어떠한 법률이든
현실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육아수당제도가 실제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
키기 위해 연방통계청이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발표한 연방통계청의 통계18)를 중심으로 육아수당제도의 실제 및 그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기로
한다.

올 상반기 현재 육아수당의 신청건수는 203,57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9) 이 중 여성의 신청건
수가 184,653건, 남성이 신청한 건수가 18,925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신청건수 중 199,715건에
대해 육아수당의 지급이 승인됨으로써, 올해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대략 200,000명 정도가 육아수
<표 2> 육아수당의 신청건수
전체 신청건수

거부건수

승인건수

남 성

18,925

1,867

17,058

여 성

184,653

1,996

182,657

전 체

203,578

3,863

199,715

18) Statistisches Bundesamt, Öffentliche Sozialleistungen, Statistik zum Erlterngeld. 연방통계청의 통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또는 입양된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보너스의
경우에는 2007년 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방통계청의 통계자료
는 https://www-ec.destatis.de/csp/shop/sfg/bpm.html.cms.cBroker.cls?cmspath=struktur,
vollanzeige.csp&ID=1020777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 2007년 1분기 60,000건 정도이던 육아수당의 신청건수가, 2분기에는 140,000건으로 대폭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육아수당에 관한 2007년 1분기의 통계는 https://www-ec.destatis.de/csp/shop/sfg/
bpm.html.cms. cBroker.cls?cmspath=struktur,vollanzeige.csp&ID=1020610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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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우슬라(Ursula von der Leyen) 장관은“2007년 초반에
자녀를 얻은 독일 내 거의 모든 가정이 부모양육수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육아수당에 대한 우리
의 모든 기대가 충족되었다”
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 아이의 양육을 위해 휴직한 남성
의 비율이 3.5%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2007년 육아수당을 받는 자 중 남성이 17,058명으로 그 비
율이 대략 8.5%인 것과 관련하여, 우슬라는‘육아수당이 남성에 대해서도 매력적인 제도’
라는 점
을 높이 평가하면서 육아수당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20)

2007년 상반기 현재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그 수급액에 따라 분류해 보면, 300유로 이
하가 70,193명(남성 4,308명, 여성 65,885명), 300~500유로인 자가 50,702명(남성 2,049명, 여성
48,653), 500~700유로인 자가 31,143명(남성 1,859명, 여성 29,284명), 750~1,000유로인 자가
20,785명(남성 2,043명, 여성 18,742명), 1,000~1,250유로인 자가 11,956명(남성 2,154명, 여성
<표 3> 육아수당의 수급액

(단위 : 명)

전 체

남 성

여 성

199,715

17,058

182,657

300유로 (또는 그 이하)

70,193

4,308

65,885

300~500유로

50,702

2,049

48,653

500~750유로

31,143

1,859

29,284

750~1,000유로

20,785

2,043

18,742

1,000~1,250유로

11,956

2,154

9,802

1,250~1,500유로

5,655

1,577

4,078

1500~1800유로

4,715

1,231

3,484

1,800유로 (또는 그 이상)

4,566

1,837

2,729

전 체

20) 연방가족부 홈페이지 2007년 8월 15일자 보도“Elterngeld erfüllt alle Erwartungen,”http://www.
bmfsfj.de/ bmfsfj/generator/Kategorien/Presse/pressemitteilungen,did=100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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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명), 1,250~1,500유로인 자가 5,655명(남성 1,577명, 여성 4,078명), 1,500~1,800유로인 자가
4,715명(남성 1,231명, 여성 3,484명), 그리고 1,800유로 이상을 육아수당으로 지급받는 자는
4,566명(남성 1,837명, 여성 2,72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에
는 높은 금액의 육아수당을 지급받는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육아수당의 수급자 중 상당수가 12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전체 199,715명 중 155,770명의 육아수당의 수급기간이 12개월로 전체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육아수당의 수급기간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남성의 경
우 파트너 수급기간(Partnermonate)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2개월의 육아수당을 활용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육아수당을 지급받는 전체 17,058명의 남성 중 9,296명이 2개

<표 4> 육아수당의 수급기간

전 체

수급기간(개월)

(단위 : 명)

전 체

남 성

여 성

199,715

17,058

182,657

1

449

211

238

2

10,755

9,296

1,459

3

1,290

494

796

4

1,111

341

770

5

1,055

257

798

6

1,894

576

1,318

7

1,640

390

1,250

8

1,673

244

1,429

9

1,813

251

1,562

10

8,110

384

7,726

11

10,721

538

10,183

12

155,770

4,060

151,710

13

279

2

227

14

3,155

14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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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 일방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12개월을 활용하는 빈도가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현행 육
아수당의 시행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을 맡는 아버지의 비율이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독일에서
도 여전히 아이의 양육은 어머니에 의해서 행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독일 정부는 육아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첫 해 상반기를 결산하
면서 현 제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전체 국민의 71%가 육아수당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우슬라 장관의 말이나“자녀를
둔 어머니 가운데 92%, 아버지 중에서는 30%가 육아수당을 신청하고 싶어한다”
라는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Institut Demoskopie Allensbach)의 조사 결과21)에 의하면, 국민의 상당수가 이 제
도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4억 유로 가량
의 비용이 예상되는 육아수당제도22)가 독일 정부가 바라는 대로 가족정책에 있어 파라다임의 변
화를 가져올 것인지 또한 인구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수당제도에 의해 친가족적인 사회문화가 조
성될지도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친가족적인 사회는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포함한 제반 제도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육아수당제도가 수급권자의 종전 소득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전과 비
교할 때 그 수당이 파격적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적잖이 지적되고 있다. 우
선 현행 육아수당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인 젊은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는 데 큰 유인
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종전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직업

21) 연방가족부 홈페이지 2007년 8월 15일자 보도“Elterngeld erfüllt alle Erwartungen,”
http://www.bmfsfj.de/bmfsfj/generator/Kategorien/Presse/pressemitteilungen,did=100292.html.
22) 연방정부 홈페이지 2006년 11월 3일자 보도“Elterngeld : Paradigmenwechsel in der
Familienpolitik,”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06/11/2006-11-03elterngeld-paradigmenwechsel-in-der-familienpoliti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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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직업생활자가 아닌 자 또는
일정 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사회보장의 축소라는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에 따른 역효과
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행 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은 가족정책에 있어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수급권자가 육아휴직 후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는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문제로서 유아를 보살필 수 있는 시설이나 방안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23) 이러
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독일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제도
의 모색을 꾀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 Glock/Wollschläger, Das neue Elterngeld, AuA 2007, 296,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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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산업
International Labor Trends
UAW-GM 단체교섭
②

정선욱 (코넬대학교 국제노사관계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9월 26일 전미자동차노조(UAW)와 GM과의 단체교섭의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데 이어,
10월 10일 조합원 65%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단체교섭은 향후 미국 노사관계에 큰 영향
을 미칠 퇴직자의료보험펀드(VEBA) 설립과 차등임금제 등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협상 내용과 향후 전망,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미국내 비판 및 제언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 과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미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진의 이유로 비용구조의 경쟁력 상실,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오판, 유
가상승 등이 지목되었다. 이 중에서도 과다한 의료보험 비용은 주류 언론의 최고 비판 대상이었
는데, 그런 만큼 올해 UAW와 빅3 간의 단체교섭은 시작 전부터 미국내 큰 관심을 집중시켰다.
사안이 워낙 양쪽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UAW와 GM은 기존 협약 만료일인 9월 14일
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미국내 GM 공장 전역에서 7만 3,000명이 이틀간 파업에
들어가고 10여 일에 걸친 집중 협상을 통해서야 9월 26일 새벽 3시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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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후, GM 회장이자 CEO인 릭 왜고너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개인
적으로 1993년 UAW와의 협상에 참가한 이래 가장 힘든 협상이었다”
며“최종적으로 서로에게 유
익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어서 만족스럽다”
고 밝혔다. 주류 언론들 역시‘자동차산업의 새 시대
2) 등의 표현으로 이번 단체교섭을 긍정적으
열어’
,‘새 디트로이트 만든 계기’
,‘역사적 합의도출’

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노동계 진영에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
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UAW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투항’
,‘한쪽만의 계급전
3) 등의 표현으로 잠정합의안 부결 캠페인을 주창했다. 그렇다
쟁’
,‘UAW 관료주의의 당연한 귀결’

면, 이러한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UAW의 게텔핑거 위원장4)이 합의안에 서명한 이유와 GM의
현장 노동자 65%가 찬성투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게텔핑거 위원장으로서는 UAW 조직이 갈
수록 약화되는 현실 속에서 사측과의 협상에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4년 뒤 더 못한 조건으로 협상
에 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선책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 UAW와 빅3 간의 단체교섭은 패턴교섭 방식의 대표적 사례이다. UAW가 한 기업을 타겟으로 삼고
먼저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다른 두 기업에 대해 그 기준에 맞춰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UAW는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GM을 첫번째 타깃으로 정하였다.
2)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디트로이트 Free Press 등 기사 참조.
3) Monthly Review, Labor Notes, Global Labor Strategy 등 참조.
4) 1944년생인 게텔핑거는 1964년 인디애나 대학을 중퇴한 뒤 켄터키 루이빌의 포드공장에 수리공으
로 입사하였다. 1984년 로컬 862지부 노조위원장, 1987년 UAW-포드 교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였다. 1998년도에 UAW의 포드지부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연이어 맡은뒤 2002년 UAW 위원장에 당
선되었고 2006년 재선되었다. 그는 술담배를 하지 않으며, 일벌레라고 정평이 나있다. 업계와 월가에
서는 회계학 전공자답게 매사가 정확하며 실용적이며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며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
지만, 노동계내에서는 그를 전형적인‘UAW 관료주의의 상징’
이라며 혹평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들
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출세욕구가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
기 위한 방편이 노조활동이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게텔핑거에 대해 노동운동에 좋지 않은 것은 모두
갖춘 인물, 즉 애국주의자이며 반공산주의자이고 민주당 신봉자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반적인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의 모습은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GM과 의료보험펀드에 대
해 협상하기 전 투자회사 라자드(Lazard)를 고용해 제반 사항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 그에 대해 호의
적인 입장에서는‘제대로 알고 협상에 임해 본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합리적
인 모습’
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현장노동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한 체
라자드를 고용한 것을 보면 그가 진짜로 관심 있는 것은 펀드 운영권이 분명하다’
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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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의료보험펀드 설립이 UAW 조직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5) 현
장 노동자들이 찬성한 이유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보호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델파이 파산(2005년)과 포드의 127억 달러 적자(2006년)을 불안하게 지켜본 현장 조합원들은 GM
이 파산할 경우 자신들의 퇴직후 의료보험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지킬 수 있는
것만이라도 확실히 보장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35%에 이르는 반대표가 말해주듯이,
많은 수의 조합원들은 계속되는 GM의 공세와 이에 대한 UAW의 양보에 불만이 많았다.

■쟁 점
이번 단체교섭의 큰 쟁점은 두 가지로, UAW의 퇴직자의료보험펀드 운용과 차등임금제의 광범
위한 도입이다.

UAW의 퇴직자 의료보험펀드 운용

UAW와 GM은 2010년까지 퇴직자의료보험펀드(VEBA : Voluntary Employee Beneficiary
Association)를 설립하고 이를 UAW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GM은 299
억 달러의 주식 및 현금 기타 자산을 퇴직자의료보험펀드에 투입하고 2010년까지 54억 달러를 추
가 투입하기로 하였다.6) GM으로서는 원래 비용의 70%만 출연하는 것으로 비용을 덜게 되었다.
이 펀드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게텔핑거 위원장의 공언대로 이 펀드가 제대로 운
용된다면 적어도 80년 동안 퇴직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충족시키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퇴직자까지 모두 합한 50만 명의 의료보험을 책임
지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자칫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최근 카터필라사(Caterpillar)와 디트
로이트 디젤사(Detroit Diesel)의 퇴직자의료보험펀드 파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결과를 모두
퇴직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불행한 일이 초래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의 요소로는 첫째, 원금액의

5) 현 집행부에 비판적인 진영에서는 (가령, Soldiers of Solidarity) 현 집행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퇴직
자의료보험펀드 운영권을 통한 기득권 유지라며 UAW의 관료주의를 비판하였다.
6) 자세한 사항은 GM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의문이나 LABOR NOTES의 요약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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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의 돈으로 펀드가 운용된다는 점, 둘째, UAW가 과연 거대 펀드를 관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
느냐는 점, 셋째, 최근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연 수익률이 의료비용의 가파른 상승을 감당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꼽는다. 하지만, 낙관적인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지난
10여 년과는 달리 의료비용 상승률이 낮을 것이고, 펀드 운용 수익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소 7%
는 될 것이며, 차기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 때문에 제도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의료보험펀드가 자동차업계 퇴직자 의료보험 비용을 해결해 줄 최종 해결책이냐는
물음에는 회의적 견해가 많았다. 일례로 애리조나 주립대 커만 리프(Kirkman-Liff) 교수는
“VEBA가 단기적으로는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겠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기업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차등임금제의 광범위한 도입

이번 합의안에서 의료보험펀드 설립만큼 중요한 사항이 차등임금제의 광범위한 도입이다.7)
UAW와 GM은 신규 채용되는 비핵심(Non-Core)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차등적인 임금시
스템(Two-Tier Wage System)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는 시설관리, 청소, 부품조립 준비,
운반 등 생산과 관련된 간접적 일자리가 모두 포함되며,8) 새로 입사하는 노동자들은 14달러 내외
의 시간당 임금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28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연금
대신 401K을 적용받으며 의료보험은 현 노동자들과는 다른 공동부담 항목이 많은 새로운 의료보
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GM의 일자리 7만 3,000개 중 1만 6,000여 개가 비
핵심 일자리로 분류된다.

7) 노동계 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대목을 직접 인용해 보면,“이번 UAW가 양보한 정말 중요한 것은 신규
노동자에 대한 이중임금제의 도입이다(The true extent of the UAW’
s capitulation was the acceptance
of a two-tier wage system for new hires).”Global Labor Strategy“The GM Strike : Can the UAW
Turn a Defeat into a Strategic Retreat?”참조 (www.laborstrategies.blogs.com)
8) 그동안 주로 이 일자리는 고령자나 작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불편한 사람들이 맡아온 경우가 많았다.

>>

_59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GM의 현장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50세이고 향후 5년 이내에 63%가 퇴
직한다는 사실을 볼 때 이중임금제 도입으로 큰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투자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GM은 연간 3억 달러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였
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계 진영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UAW가
70년 전통의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ment for Equal Work)를 포기하고 악화된 의료보험 및
연금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연대성(solidarity)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UAW를 비판한다. 비판론자
들은 UAW가 현재 노동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당장은 투표권이 없는 미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희생시켰다고 UAW의 이기주의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기타

이 밖에 이번 합의의 중요사항으로는, 생계비 연동요(COLA : Cost of Living Adjustment)의 의료
보험펀드로의 이전, 즉 사실상 향후 4년간 COLA의 포기, 3,000명 임시직의 정규직으로의 대체,
아웃소싱 및 공장폐쇄의 모라토리움, 미국 공장에의 지속적 투자9), 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연구할
기관 설립 등이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의료보험 개혁 연구소 설립이다. UAW와 GM은
향후 5년 동안 1,500만 달러를 투입해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연구소 설립에 합의하였다. 매년 300
만 달러씩 투입되는 이 연구소에서는 의료보험제도 개혁방안이 연구될 것이며, 포드와 크라이슬
러도 이 연구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 월가, 정치권에의 영향
현재 수많은 기업, 기관들이 UAW와 GM 간의 이번 합의에 주목하고 있다. 언론은 앞으로 대학,
병원, 주정부 등의 기관과 노조가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번 합의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가시적으로는 버라이존(Verizon)과 AT&T 등의 통신회사들이 가장 먼저 뒤따를 것으로 보인

9) 이에 대해선 구체적 액수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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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현재 버라이존은 90만 전현직 직원 및 가족들의 의료보험 관련 비용으로 매년 35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버라이존 대변인 알베르토 커낼(Alberto Canal)은 언론 인터뷰에서 버라이존은 이
번 합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1) 정치권에서도 이번 합의를 크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노
사합의는 최근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줄을 잇고 있는 의료보험제도 개혁방안의 사회적 이슈화
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미있는 현상은, 노조에 항상 비판적이었던 월가가 이번 합의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것
이다. 월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게텔핑거의 합리적인 양보’
라며 치켜세우며 미국 노사문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은 700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보험펀드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펀드인 하버드대학 기금의 두 배나 되는 자동차
업계의 통합 퇴직자의료보험펀드는 월가에도 수많은 수수료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앞으로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의료보험펀드 설립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어 펀드 운용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 향후 전망 및 제언
이번 교섭으로 GM은 의료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덜고 인건비를 크게 줄이는 이중 효과를 보았
다.12) 코넬대학 노사관계학과의 데이비드 립스키(David Lipsky) 교수는“GM에 중요한 전환점을
준 것은 확실하다”
고 평가하면서도“앞으로 GM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숙제는 미국인들이 원하
는 차를 만드는 것”
이라고 조언하였다.
반면, 퇴직자의료보험펀드 및 UAW의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의료보험
펀드에 대해 립스키 교수는“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전국의료보험이 실시되

10) 통신업계는 대부분 노조 사업장이고 퇴직자 의료보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가 비
슷한 점이 많다.
11) 10월 16일 블룸버그통신 기사 참조.“AT&T and Verizon look to GM for example on retiree health
costs.”
12) 인터넷 게시판에는“이번 교섭의 가장 큰 승리자는 릭 왜고너 회장이라며 GM에 큰 족적(legacy)을
남겼다”
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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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UAW의 부담이 덜해질 것이라고 UAW가 믿고 있는 모양인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UAW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고 평가하였다. UAW 노동조합에 대해 비관론자들은 VEBA는 절
대 본질이 될 수 없으며 노조의 전략과 대중적 이미지를 쇄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점점 더 약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몇가지 옮겨보면, ① 빅3가 원가절감을 위해 전세
계를 돌아다닐 때 UAW는 경제적 실리주의에 안주하며 국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 교섭의 대폭
적 양보는 그 대가이다. ② 이번에 보장받은 일자리는 그동안 늘상 약속받아 왔지만 상황에 따라
계속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③ 의료보험펀드는 자칫하다가는 UAW
간부들의 일자리만 늘려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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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③

하세정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전의 식민지 국가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을 경험했던 영국은 최근에는
2004년 구동구권의 8개국(A8 :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이 유럽연합에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민의 물결을 목격하고 있다. 급
격한 유입으로 영국 사회에는 이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이에 대한 선행 과제로서, 이미 유입된 이민자들의 영향력 평가와 장래의 이민정책 수립을 위
해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이민 정책을 담당
하는 내무부(Home Office)가 노동연금부(DWP)와 공동으로 발간한 <이민의 경제적∙재정적 영향
(The Economic and Fiscal Impact of Immigra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이민노동자의 동
향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지난 수년간 이민이 거시경제, 노동시장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을 평
가했다. 이 글에서는 위의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들로 인해 변화된 영국 노동시장, 거시경제 및 국
가 재정의 현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이민 현황
근래에 고령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영국은 장기
간 순이민 유입국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1년 이상의 체류 계획을 가진 장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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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57만 4,000명이 입국했고 38만 5,000명이 출국해 순이입민이 18만 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의 이입민을 기록했던 2005년의 26만 2,000명에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였고, 2007년에
는 연간 14만 5,000명 정도의 순이입자가 장기간 발생될 것으로 추산됐다. 비영국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이 수치가 19만 5,000명으로 다소 늘어나는데, 이를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옛 식민지 국가들로 이루어진 영연방 국가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5,000명, 유럽경제구역
(EEA)에서 2만 5,000명, 기타지역 6만 5,000명으로 여전히 과거에 영국과 특수한 관계를 맺었던
국가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경제구역 이민자들은 주로 A8 출신일 것으로 추
측되며, 순이입민수만 보았을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유입하
는 수는 적지 않지만, 다시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비율도 다른 국가/지역 출신보다 훨씬 높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1). 타지역 출신에 비해 순이입 인구수에서 훨씬 적은 이들이 근래에 여론의 관
심과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유인 듯하다.

■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끼친 영향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민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 왔고, 영국은 동유럽 A8 국가들에 노
동시장을 제한없이 개방한 유럽연합 3개국 중의 하나였다. 지난 6월 퇴임한 전 토니 블레어 총리
도 이민자의 수를 법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보수당에 영국의 이민정책은 있어도 노골적인
인구억제책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현재 시행 준비 중인 새로운 이민제도의 중요 원칙
도‘영국 노동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를 내세우며, 이민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노동력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의 역할과 성과가 현
정권의 이민정책의 효율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
다. 보고서는 고용,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다방면에서 평가했을 때 이민노동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2007년 예상 통계에서 유입인구 대비 유출인구의 비율이 영연방 국가 및 미국의 경우 40%, 기타 지
역 38%에 비해 유럽경제구역은 6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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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게 이민노동자의 유입은 우선 일자리를 뺏긴다는 우려를 갖게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내국인의 실업과 고용은 거시경제 운영의 문제이고, 이민이 장기적으로 긍
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들을 인용하고 있다. 내국
인에 대한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것으
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증적으로도 Blanchflower 외 2인(2007)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험도 이상의 주장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고용면에서 우려했던 바와는 달
리, 1997년 이래 이민근로자의 절대적인 숫자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민에 의해 내국인이 고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체
적으로 장기 호황을 맞이한 영국 경제와 이에 따른 노동력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
년 전과 비교할 때 약 270만 명의 노동자가 증가했고, 현재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정의를 따
를 경우 1.8%가 줄어든 5.4%로, 실업급여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9% 떨어진 2.6%를
유지하고 있다.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운 것으로 추측된다. 1997년 근로
연령층의 7.4%를 차지했던 외국 출신 근로자들은 2006년 현재 12.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장
과 고용창출이 활발하던 시대에 노동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민을 제한하지 않은 정책이 적절한 타
이밍에서 효과를 발휘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잘 보조한 것으로 평가된
다. 또한, Blanchflower(2007)는 이민노동자들의 기술력이 내국인과 경쟁관계에 있기보다는 보완
적이었다는 점을 내국인 노동력 대체효과를 감소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여론이 우려하는 바는 지난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동유럽에서
몰려온 이민노동자들의 파급력이다. 이들의 이민 유형은 제조업, 건설업 등 저기능 직군에 몰려 있
고, 이런 일자리를 찾아 기존의 이민자들이 드물게 정착하는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기능 직군에 집중하는 경향은 특정 노동계층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앵글로색슨계의 영국인이
주를 이루는 지방으로의 이민은 지역사회 통합과 주택 및 공공서비스 수요 등의 면에서 문제를 낳
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전자의 경우는 영국 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몰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낳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통계청도 최근 몇년간 이민노동자들이 몰리는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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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해서, 일자리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최근 1개월의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동유럽
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수가 훨씬 많다고 밝혔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A8 출신 근로자들이 집중되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의 일자리수는 8만개 이상 늘어
나, 2007년 예상 순유입자 2만 5,000명은 물론 유입자 7만 명도 넘어섰다. 오히려 후자에 관한 문
제가 2년이 지난 지금 그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해 여론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인
문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영향 평가에서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2007년 보고서에서 동유
럽 이민자들의 영국 진출이 활발해지기 직전까지인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이민자들의 유입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미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과는 약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전체 근로인
구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크기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이민노동자들
은 대체적으로 고기능 고임금 직종에 몰려 있는 편으로,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
았다. 현재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달 평균임금으로 이민자가 424파운드
를 받아 395파운드를 받는 내국인을 앞질렀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미약하게나마 평
균적으로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고기능 직종에 포진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내국
인과 경쟁관계보다는 기술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한다. 실증적으로 미국의 경
우, 고기능 이민자들이 기술발전을 독려한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다. 추가적으로, 근로인구의 유입
에 의해 발생한 수요의 증가는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투자된 자본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영국과 같이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국가라면,
자본투자에 따른 매몰 비용이나 조정 비용과 같은 투자 저해 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
어, 이민인구 유입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정식으
로 영국 학계에 보고된 적은 없으나, 수차례의 과거 경험에서도 과거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빠
른 자본 축적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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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임금에 대한 한 가지 우려는 A8 국가 출신 근로자들의 영향력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이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는 만큼 이 직종의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 섞인 예
상이 있어 왔다. 또한, 저임금층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게 됨으로써, 영국인
들 사이의 소득격차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으로 외국인 근
로자들의 평균임금이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파가 내국인에게까지 미쳤는지에 대해
서는 분명치 않다. 그 증거로,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1년 4/4분기의 약 460파운드에
서 2006년 424파운드까지 떨어진 반면, 내국인은 380파운드에서 395파운드까지 꾸준히 올라가
그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동유럽 출신 근로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 제조업, 음
식숙박업의 경우 2004~2005년보다 2005~2006년의 임금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
기 시계열 분석이 어려운 시점에서 보고서는 횡단면 분석을 시도했는데, 2004년부터 2년간 동유
럽 출신 이민자들이 지역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임금인상률을 지자체 단위로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이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민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기
보다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추가적인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거시경제에 대한
고찰에서도 알 수 있다. Riley & Weale(2006)는 2004년부터 2년간의 경제성장률 5.3%의 17%에
해당하는 0.9%가 이민근로자들의 경제 기여로 추산했다. 장기 성장세(trend growth)에서도 2001
년 3분기부터 2006년 중반까지 이민은 매년 평균 근로인구를 0.5%씩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연평균 성장률 2.7%의 15~20%를 이민노동자들이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2006)에서도 기록적으로 높았던 최근 이민인구 유입이 잠재
성장에 기여했고 국내 소비에도 불을 지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공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 역시 이민노동자 유입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이들의 경제에 대한 공로를 크게 부각시키는 분위기이다. 재계는 2007년 경영인연구소(Institute of
Directors)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영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서 이민노동자가 늘어나는 일자리를
채워줌으로써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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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이민자들의 영국 입국 목적이 높은 임금을 바라보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
국 국민의 첫 번째 관심도 이들의 유입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대두되는 관심사는 이민자들의 급속한 유입으로 발생하는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부실화 문제였다.
내국인이 보기에는 동유럽이나 과거 식민지 국가들보다 뛰어난 자국의 복지서비스를 해외에서 온
이방인들이 누림으로써 본인들의 몫을 빼앗긴다는 피해 의식과 불만을 가질 공산이 커 보인다. 하
지만, 이민자들이 무임승차자들이 아님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관련 연구로 1999
년 내무부에서는 이민자들의 국가 재정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이민자들은 약 312억 파운드의 세
금을 납부했고, 288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서비스를 소비해, 25억 파운드 가량의 순재정기여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사로서 이루어진 Glover & Gott(2002)의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예산이
흑자 상태였을 때인 2000년 내국인은 소비한 공공서비스보다 5%의 세금을 더 낸 반면, 외국인은
10%를 더 납부해 재정기여도가 더 높았다. 2005년에 공공정책연구소(IPPR)가 동일한 연구를 한
번 더 갱신시켰는데,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재정기여도가 내국인을 앞섰음이 밝혀졌다. 1999~
2000년과 2003~2004년 사이에 실질 세금 납부액 증가율이 내국인은 6%에 그친 반면 외국인은
22%에 달했다.
동유럽 A8국가 출신들의 경우, 영국의 실업수당제도를 악용하여 이들의 증가가 실업수당 지급
의 증가를 부채질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는 A8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2004년부터 실업수당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13만 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들 국가 출신 이민자의 대다수가 근로연령층에 몰려 있고, 입국의 목적을 대부분 취업으로 보고하
고 있다. 취업률에서도 내국인이 76%를 기록한 데 반해 A8 출신 근로자는 81%로, 추가로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출신 근로자는 무려 94%를 기록했다. 또한, 2004년부터 2년간 지방행정 단위
로 A8 출신 근로자의 증감률과 실업수당 신청자 증감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을 때, 전혀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다양한 분석을 실시한 2006년 Gilpin 외 4인의 연구에서도 A8국가들
로부터의 이민이 실업수당 신청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이민노동자들은 노령화를 늦추는 효과를 통해서 재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된다. 영국은 인구노령화의 진행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현재 65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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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반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 때문에 50년 뒤인 2056년에는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는 지출면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증가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근로인구층이 줄어들어 재정 수입도 하락
하는 쌍끌이 적자를 유발하게 된다. 노령화가 부르는 국가 재정에 대한 위협은 아동과 노인 등의
피부양인구를 부양인구수로 나눈 부양비율(dependency ratio)로 알아볼 수 있는데, 2007년 현재
61%인 비율이 2056년에는 74%까지 증가한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다. 이는 현재 전망된 장기 연간
순유입 인구를 14만 5,000명으로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였고, 만약 순유입 인구가 전무할 경우에
는 이 수치가 82%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030년대 중반에는 자국내 출산과 사망으
로 인한 인구 증가는 영( )이 되고, 인구 증가는 오직 순유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어두운 전망도 내
놓았다. 영국정부가 이민에 대해 관대하고, 특히 고기능 외국인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이민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이유도 주로 여기에 있다.

■ 맺음말
제목에서 암시하듯 이 글에서 소개한 보고서는 이민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주관심사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정부 입장을 지지하듯, 이민이 끼친 경제적 효과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최
소한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이민에 의한 유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혜택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편협하게 경제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다가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간과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자는 주장을 펴
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뒤받침하듯, 경찰 조직에서 이민자 관련 범죄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나왔고, 지방정부들 사이에서도 급격한 이민유입 증가에 대해 대비할 틈이 없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계속 반대 여론에 대해 노동력 공급의 장점만 부각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민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이민정책의 근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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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와 일본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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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최근 투자펀드가 세계각국에서 큰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2004년 영
국계 투자펀드가 일본의 어느 여행사를 매수하였는데 그 기업에서 피매수 기업의 노사문제가 발
생하였다. 노동조합은 당해 기업의 경영진이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
지 않다고 보고, 매수한 투자펀드에 단체교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투자펀드는 단체교섭을 거부
해 노동조합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 즉 투자펀드의 사용자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은 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검토을 해왔는데 그 성과를 2006년 5월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성과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 투자펀드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에 조금이
나마 시사를 주길 기대한다.

■ 투자펀드를 둘러싼 노사문제
영국계 투자펀드 회사가 2004년 3월 일본의 한 여행사의 주식의 85%를 취득하여 이 회사를 매
수하였다. 투자펀드는 피매수 회사에 5명의 임원를 파견하여, 8명의 임원중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피매수 기업 노동조합(조합원 약 1,700명)은 2005년 회사에 여름 보너스를 요구하였는데, 이 회사
는 노조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고 사원회(제2노조)를 새롭게 만들에 그곳에 가입하는 노

>>

_71

동자에게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은 2004년 6월 동경도 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여름 보너스 교섭에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같은 해 12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
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투자펀드라고 보고 투자펀드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투자
펀드는 12월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는데, 노동조합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경
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하였다.
이같이 투자펀드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노사문제(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노동행정
의 큰 과제 중의 하나였다. 특히 상기의 여행사와 관련된 투자펀드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일본국
회에서도 논의되어, 노동행정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위와 같은 투자펀드의 활동과 관련된 노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5월(투
자펀드 등에 매수된 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여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약 1년간
의 논의 결과 보고서1)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투자펀드 등의 사용자성

투자펀드가 보유하는 피매수 기업의 주식보유 비율이나 주식보유 기간, 투자펀드로부터 파견된
임원이 피매수 기업의 임원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일률적이지 않다. 투자펀드가 피매수 기업의
경영에 대한 관여는 모니터링이 많고, 피매수 기업의 기업경영 집행에 직접 지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피매수 기업의 노조는 투자펀드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펀드의 피매수 기업에 대한 대응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펀드의 사
용자성을 검토하기 전에, 지금까지 일본의 판례 등을 통하여 사용자성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http://www.mhlw.go.jp/shingi/2006/05/s0526-2.html

72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부당노동행위)의‘사용자’
에 대하여, 도급계약 발주자의 도급회사 노
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제기된 아사히방송 사건에서,“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주와
부분적이라 해도 동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러한 한에 있어서 사업주는 동조의‘사용자’
에 해당된다”
는 판결이 제시되었다.
모회사/자회사 간 모회사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과거의 재판례나 명령례를 보면, 아사히방송 사
건의 판결 내용을 감안하여,“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 고용주와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동
시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를 개별 구체적
인 사실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때, 모회사로부터의 출자 비율이나
임원 구성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도쿠시마 남해택시 사건(도쿠시마 지노
위 2000년 6월 22일) 에서는“모회사가 주식보유, 임원의 파견, 하청관계 등으로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에 두고,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 노동계약상 사용
자인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도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자회사와 함께 단체교섭상
사용자인 지위에 있다”
는 인식을 제시한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모회사
의 임원이 많은 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지만, 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현실적
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유키지루시유업 사건(사이따마 지노위)에서는,“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
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추인시키는 구체적인 사실, 예를 들어,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수준
을 지시∙명령하고 있었다는 사실, 과거에 모회사와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행하고 있었
다는 사실 등이 없어”모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정되었다. 더 나아가 오사카 증권거래소 사건(동경
지방재판소)에서는, 자회사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스스로 취업규칙을 결정하고 있었고,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 상여금 교섭은 오로지 자회사와 당해 노동조합간에 이루어지고, 노동협약
도 양자간에 체결되었고,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시간, 휴식시간, 휴일 등의 노동조건, 채용, 해고, 배
치, 징계는 자회사 자신에 의해 결정되고, 모회사는 그것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정되었다.
한편, 시마타야 사건(중노위)에서는,“시마타야(모회사)가 지시한 운임의 인하와 밀접하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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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마타야운유(자회사)의 운전수 임금도 감액되는 제도로 되어 있고, 시마타야운수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배송 코스별로 시마타야가 제시하는 운임 및 그 수배송 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었다”
라고 보고, 모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순수지주회사의 사용자성에 관해서도“자회사의 구체적인 노동조건까지 관여하는 경우
에는 자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순수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이 문제가 되
2)고 보고, 새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까지의 판례 등을 통하여 대응가능하다”

로운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순주지주회사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이 추정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순수지주회사가 실제로 자회사와의 단체교섭에 반복하
여 참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노동조건 결정에 반복하여 순수지주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일본의 실태와 미국 조사 결과3)를 고려하면, 투자펀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임원 등을 파견하여
피매수 회사에 대하여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조건 결정을 포함
한 피매수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서, 직접 경영방침이나 노동조건 등을 결정
하지는 않지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진다. 영향력의
행사방식은 피매수 회사에 파견한 임원 등을 통하여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여하는 등 다양할 수 있
는데, 주식보유 비율 등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주주의 권리를 배경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모회사/자회사 간의 모
회사나 순수주주회사가 있는데, 순수지주회사는‘사업’
을 목적으로 타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데 반
하여, 투자펀드는 기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투자’
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점에서 순수지주
회사와도 다르다. 그러나 투자펀드의 목적이 반드시 일률적이다고는 할 수 없고, 경영에 대한 관련
정도도 그 목적에 따라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지주회사 설립허용에 따른 노사간담회 중간보고」
(1999년 12월 24일)
3) 미국 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필자가 쓴 다음 보고서를 참조. http://www.jil.go.jp/institute/discussion/
2006/06-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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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는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순수지주회사와 달라 노
동조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졌는데, 인터뷰 결과 위와 같은 예상은 빗나갔
다. 즉 투자펀드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경
영에 관해서는 피매수 기업의 경영진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점에서 모
든 투자펀드가 피매수 회사의 노동조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
단되었다.
이상의 검토 결과, 투자펀드가 피매수 기업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경으로 경영에 어떻
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일률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펀드의 사용자성에 관해서
는, 투자펀드가 피매수 기업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모회사/자회사 간의 모회사나 순수지주회사
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사용자성에 관한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인다. 즉 투자펀드
의 사용자성에 관해서도,‘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주와 부분적이라 해도 동시할 정도
로 현실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
투자펀드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민법상의 조합 등의 형태
를 띄는 것도 있다고 보여진다. 어떠한 투자펀드든 피매수 기업의 노동조건을 현실적 그리고 구체
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펀드의 사용자성

피매수 기업의 노동조건 결정에 투자펀드가 개입하는 것은 투자펀드의 본래의 역할이 아닌 것
으로 보여지지만,“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와 부분적이나마 동시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개입하는 지위”
에 있으면 노동조합법 제7조의 사용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매수 기업의 노동조건에 개입하여 이러한 지위에 서게 되면,‘사용자’
로서 책임을 지어
야 한다는 것을 투자펀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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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매수 기업의 성실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

피매수 기업의 노동조건 등은 피매수 기업의 노사자치가 존중되는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기본
이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피매수 기업의 노동조건의 결정은 피매수 기업의 조직 내에서 그
결정과정을 완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동조건 결정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단체교섭은 중요하다. 그 때문에 비매수 회사가 당
해기업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의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은 피매수 회사뿐만 아니라 투자펀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피매수 기업의 단체협약은, 투자펀드에 의한 매수나 그 결과로서 피매수 기업의 경영진의 교체
에 의해서도 적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투자펀드 및 피
매수기업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매수 기업의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투자펀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투
자펀드는 인식해야 한다.

사전 설명, 의견교환의 장

투자펀드에 매수된 결과 피매수 기업의 경영방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의 경영방침은
당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기업의 피매수에 관심이
높고, 그 중에서는 불안이 있었다고 지적한 노동조합도 있었다. 그 때문에, 투자펀드에 의해 매수
된후의 경영방침 등은 피매수 기업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피매수 기업이 이른 기간 내에 설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매수 기업에 의한 설명이 어려울 경우 투자펀드가 설명하는 것도 유용하다.
단, 당해 설명은 내부거래에 연결되지 않는 매수계획 또는 매수사실의 공표 후에 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펀드는 순수지주회사와는 달라 기업그룹 전체의 경영계획을 책정하지 않는 등 피매수
회사와의 관계가 순수지주회사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되나, 가령 순수지주회사처럼 피매수 회사의
경영방침 등을 투자펀드가 책정한다면 매수 후에도 일상적으로 피매수 기업의 노동조합과 의사소
통을 꾀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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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단체의 반응

일본의 최대 경영자단체인 일본경단련은 후생노동성의 연구회에서 경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
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로 인식하고 있다. 즉 ① 가령, 투자펀드가 피매수 회사 노
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손상시키는 매수를 한다면 개정된 회사법에 인정된
기업방어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② 매수후, 사업 재편 등이 이루어져도 당해 회사의 노동조합,
노동자과 투자펀드에서 파견된 임원과 교섭해야 할 문제이지, 투자펀드와 직접 교섭할 필요는 없
다. ③ 현행의 판례는, 순수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 투자펀드를 막론하고 일정의 조건하에서 사용
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노동자 보호에 결함이 있지 않다.
이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번 보고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 매수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는 인식하에서 투자펀드가 피매수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일반적인 룰을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일본경단련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일본경단련은 평가하고 있다.4)

일본노동조합의 최대 전국조직인 렝고의 반응5)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렝고는 후생노동성의 보
고서가 투자펀드에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투자펀드의 사용자성 판단을 전진시키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
명하였다. 또한, 후생노동성이 기업 매수시 양호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점을 발표한 것
은 평가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기업에게 주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기대
하기 힘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렝고는 앞으로 투자펀드의 사용자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책정하여 투자펀드에게 지도함과 동시에 기업 매수시 양호한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4) 일본경단련 홈페이지: http://www.keidanren.or.jp/japanese/journal/times/2006/0608/06.html
5) 렝고 홈페이지 : http://www.jtuc-rengo.or.jp/news/danwa/2006/20060519_11480288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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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여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라는 의사를 제시하였다.
그후 렝고는 투자펀드의 사용자성에 관련된 검토를 하여 2007년 10월 가이드라인6)을 제시하였
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주는 노동자/노동조합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인식하여 충분한 의사소통
을 꾀할 것, 기업 매수 등에 관련하여 노조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 할 것, 새로운
경영자와 협의/사용자성의 확인, 교섭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맺음말
영국계 투자펀드가 일본의 여행사를 매수하여 발생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
은 연구회를 발족하여 1년에 걸쳐 논의한 결과 상기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본적
으로 투자펀드의 사용자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제정이나 개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판례 등에 근
거하여 유의점이 제시되었다.
유의점은 법과 같은 구속력은 거의 없지만, 투자펀드가 일본에서 투자활동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유의점으로서 투자펀드의 사용자성 가능성, 피매수 기업의 성실한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의 효력, 사전설명/의견교환의 장의 설치가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투자펀드가 투자 대상의 근
로자/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호한 노사관계를 구축/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
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펀드의 활동은 글로벌화와 함께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의 예를
참고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때 본고가 작으나마 일조하길 기대한다.

6) 렝고 홈페이지 : http://www.jtuc-rengo.or.jp/rireki/index2007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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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생정치 시대의 개막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최저임금제도 개선
⑤

방혜정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10월 21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 주석은 소

득분배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해,“기초분배와 재분배 모두 효율과 공평 사이에서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하며, 재분배의 문제는 공평성을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얼마 전 네티즌
들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임금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비교를 진행했던 사건( 工 )과 같은, 사회발
전과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이미 중국 지도부의 집정 이념과 방식에 큰 조
정을 가져오고 있으며, 중국에 새로운 민생정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점점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진행중인 인간
중심의 경제사회발전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눈부신 경제발전 속의 소득 불균형
중국의 1인당 GDP는 2002년 1,000달러에 도달한 후 2006년 그 두 배가 넘는 2,010달러를 돌파
했으나 도시근로자의 임금이 전체 GDP의 12%를 차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선진국의 경우
GDP 중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22%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8일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아시아의 소득불균형>이라는 연구보고에서, 중국은 22개 아
시아 국가 중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로 뽑혔다. 2007년 2월 발표된 2006년 <중국주민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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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도보고(

居

年

告)>에 따르면, 도시주민 최고수입군 상위 10%의 소득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최저수입군 하위 10% 소득의 4.6배에서 9.2배로 그 격차가 크게 늘어났
고, 업종별 최고 평균수입 수준도 2000년 최하위층의 2.63배에서 2005년에는 4.88배의 증가를 보
였다. 중국경제시보(

)의 6월 보도에 따르면 전신, 전력, 석유, 금융, 보험, 수력, 담배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중국 전체 근로자의 8%인 반면, 이들의 수입은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기초소득분배와 재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쟁기
제를 도입해 독점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겨냥한 일련의 사회복지제도
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분배 방식과 제도를 적극 도입 중에 있다. 이 중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은 중
국 정부가 기업의 임금 분배를 조절하여, 근로자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합리적인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국무원의 관련 부문과 각 지방정부
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저소득 근로자의 수입 수준을 제고”
해야 한다는 정책 입지에 호응하여, 최
저임금제도를 한층 발전시키고 최저임금 기준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수입 수준이 지속적으
로 상승하도록 하였다.
2004년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1993년 제정된 <기업최저임금규정(企

工

)>의 실행

중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행 경험들을 종합 정리 및 수정한 후 <최저임금규정
(

)>을 공표하였다. 최저임금규정은 이전의 규정에 비해 4개 부문에서 큰 개선을 보였

工

다 : 우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비영리단체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도
록 하였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기준의 구성을 보완하여,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제도 개혁의 상황에
근거하여, 근로자 개인이 지불하는 사회보험비와 주택적립금을 최저임금 기준 결정시 반드시 고
려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의 형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비전일제 근로자들의 시간제 최저임금 기준이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기준의 정상조
정기제를 확립하여, 2년마다 최소 한 번의 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수정을 거쳐 중국 정
부는 최저임금규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2007년 6월 <최저임금제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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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健

工

)>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확산과 발전에 주력하고 있고,

최근 정상적 임금조정기제 건설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도 보장범위 전면 확산
최저임금제도의 지역적인 확대를 보면, 2004년 말 전국 31개 성에서 최저임금제도를 확립하여,
각 지역의 월단위 최저임금 기준을 반포하고 실행하였다; 2006년 말에는 시짱(

, 티베트) 자치

구 이외의 모든 성에서 시간제 최저임금 기준을 실시했으며, 시짱 자치구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 기
준은 현재 이미 자치구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적용대상 범위의 확산면에서 보면, 비전일제
근로자, 민간 비영리단체 근로자 등이 최저임금제도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었다.

■ 최저임금의 조정 빈도 증가 및 조정 폭의 확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조정 빈도가 유래 없이 잦으며 조정 폭도 가장 컸다. 1994년에서 2004
년 3월까지 전국 31개 성에서 최저임금이 117번의 조정을 거쳤으며, 각 성마다 평균 3.8번의 조정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4월 이래로 각 지역은 최저임금 규정의‘2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의
조정 요구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2006년 말까지 이르는 3년간 전체 60번, 각
성 평균 1.9번의 조정을 보여, 조정 빈도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2006년 시짱을 제외
한 19개 성이 규정에 따른 조정을 보였고 나머지 9개 성은 2005년도 조정을 기초로 재차 조정을
진행하였다. 조정 빈도의 증가와 동시에 조정 폭도 크게 확대되어, 2006년 말 각 성의 최저임금의
가장 높은 평균 기준이 2004년도의 기초하에 14% 증가하여, 1994년에서 2004년까지 평균 8%의
확대 폭에 비해 6% 증가를 보였다. 2006년 각지의 최저임금 조정 폭은 30% 정도이며 가장 높은
확대 폭을 보인 성의 경우 64%에 이른다.

■ 규정 집행 역량의 강화
최근 각 지역 노동사회보장행정부문은 공회 등 관련 조직의 지원 아래,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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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심각한 최저임금 규정 위반 사용자는 대중에 공개하는 등, 최저임금
규정 적용상황에 대한 집행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문은 근
로정액 기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마음대로 근로정액을 제고하고 건별 근로보수를 낮
추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체적으
로 최저임금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최저임금규정 준수의식
이 점차 강화되도록 하며, 많은 일반근로자들이 기본근로보수에 대한 권익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
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규정의 실행에 실효성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맺음말
중국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임금 상승에 의한 취업기회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
리를 일축하며, 최저임금제도는 세계 80% 이상의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는 저소득 근
로자의 합법적 근로보수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수입이 제고되며, 전체 근로자
가 경제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 소득수준의 차이를 축소하고 동시에 효과적으로 소비를
증가시켜, 사회공평정의 보호와 경제발전 및 조화사회 건설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부 근로임금 관련 책임자는 중국은 5년 이내에 각종 기업 내에 임금단체협
상제도를 마련하여, 정상적인 임금조정기제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소득보다 국가와 기업의 소득을 우선시하던 이전과 달리, 중국의 경제사회 상황은 이미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은 국가경제발전에 따른 당연한 내재적 요구로
볼 수 있다.“함대가 속도의 고저를 결정할 때는 가장 빠른 함선이 아니라, 가장 느린 함선을 고려
해야 한다”
는 원자바오( 家 ) 총리의 말처럼,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던 상황에서 민
생을 돌아보아야 하는 지점에 도달해 있다. 이번 17차 전인대에서는 민생의 개념을 교육, 취업, 소
득분배, 사회보장, 의료공공위생, 사회관리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민생 개선을 당의 핵심사업
으로 삼았다. 중국은 관련 제도개선과 확립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지하는 과학적 발전을
이루고, 그 발전의 성과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共 ) 진정한 민생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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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6년 11월 말까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전일제근로자 월 최저임금
지 역

기준실행 일시

베이징( 京)2)
톈진(
)
허베이(
)3)
산시(
)
내몽고(
古)
랴오닝(
)
지린(吉 )
헤이룽장(
江)
상하이(
)2)
장수(江 )
저장( 江)
안후이(
)
푸젠( 建)
장시(江 )
산둥(
)
허난( 南)
후베이(
)
후난( 南)
광둥(
)
광시(
)
하이난( 南)
충칭(
)4)
스촨(
)
구이저우(
)
윈난( 南)
시짱(
)
샨시(
)
간쑤(甘 )
칭하이(
)
닝시아(
)
신장( 疆)
다렌(
)
샤먼(
)
선전(
)

2006.07.01
2006.04.01
2006.10.01
2006.10.01
2006.10.01
2006
2006.05.01
2006.05.01
2006.09.01
2006.10.01
2006.09.01
2006.10.01
2006.08.01
2004.09.01
2006.10.01
2005.10.01
2005.03.01
2006.07.01
2006.09.01
2006.09.01
2006.07.01
2006.09.01
2006.09.11
2006.10.01
2006.07.01
2004.11.01
2006.10.01
2006.08.25
2006.07.01
2006.03.01
2006.05.01
2006.08.01
2005.07.01
2006.07.01

최저임금 (위엔)1)
640
670
580
550
560
590
510
620
750
750
750
520
650
360
610
480
460
600
780
500
580
580
580
550
540
495
540
430
460
450
670
650
600
810

650
540
510
520
480
460
590
620
670
500
600
330
540
400
400
500
690
435
480
480
510
500
480
470
500
400
450
420
620
600
550
700

480
470
460
420
410
475
520
620
460
570
300
480
320
360
480
600
390
430
440
450
450
420
445
460
360
440
380
580
500
480

440
430
400

450

540
430
550
270
430
320
450
500
345

420

400

390
480

360
400

380

390
280
420
450

400

520

500

400

420
320

550

480

460

440

주 : 1)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 및 근로자의 취업형태와 업종별 분포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양하게 나타남.
주 : 2)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 일괄 적용.
주 : 3) 허베이성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4등급(발전된 중점도시, 현급도시, 대부분의 일반도시, 저개발지
역)으로 적용.
주 : 4) 충칭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에게는 3등급, 비전일제근로자에게는 일괄 적용.
자료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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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6년 11월 말까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비전일제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
지 역

최저임금 (위엔/월) 1)

기준실행 일시

베이징( 京)2)

2006.07.01

7.9

톈엔진(

)

2006.04.01

6.4

허베이(

)3)

2006.10.01

6.6

6.2

5.6

2006.10.01

6.5

6

5.5

5

4.43

4.37

4

3.35

3.3

2.82

2.8

2.73

2.71

2.35

2.29

2.27

2.1

3.4

산시(

)

헤이룽장(

江)5)

지린(吉 )

2006

5.2
3.11

2.99

2.87

2.84

2.67

2.6

2.5

2.42

2.4

2

1.85

3.9

2006.5.01

4.2

3.8

랴오닝(

)

2006

6

4.8

3.5

내몽고(

古)

2006.10.01

5.5

5

4.5

4

상하이(

)2)

2006.09.01

6.5

안후이(

)

2006.10.01

5.7

5.4

5

4.7

4.2

2006.10.01

6.3

5.2

4.4

5.8

5.3

5.2

5

4.8

4.6

4.3

4.1

4

2005

3.9

3.8

3.7

3.5

3.2

3

2.9

2.8

2.7

푸젠( 建)

2006.08.01

6.8

5.5

5

4.5

허난( 南)

2005.10.01

7

6

5

저장( 江)

2006.09.01

6.4

5.7

5.3

4.6

장시(江 )

2004.09.01

3.6

3.3

3

2.7

2005.03.01

5

4.5

4

3.5

3

2006.07.01

6.5

6

5.5

5

4.5

2006.10.01

6.3

5.7

5.1

장수(江 )
산둥(

)5)

2.39

2.6

2.4

후베이(

)

후난( 南)
구이저우(
광시(

)

2006.09.11

3.8

3.3

2.9

하이난( 南)

)

2006.07.01

5.2

4.3

3.9

스촨(

)

2006.09.11

6.4

5.6

4.9

충칭(

)4)

4.4

3.9

2.6
4.4

2004.05.01

5.5

윈난( 南)

2006.07.01

5

샨시(

)

2006.07.01

6

5.6

5.2

4.8

간쑤(甘 )

2006.08.25

4.4

4

3.7

3.3

2006.07.01

5.2

5.1

5

칭하이(

)

닝시아(

)

신장( 疆)

2006.03.01

5.2

5

4.7

2006.05.01

7.5

6.5

6

4

5.5

5

주 : 1)~4)까지는 <표 1> 주 참조.
주 : 5) 헤이룽장성, 산둥성의 경우 비전일제근로자의 증가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도시별로 다르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적용.
자료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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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간제근로의
증가와 정부의 고용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⑥

손영우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7년 9월에 발표된 경제부∙노동부 산하 조사연구통계진흥분과(DARES)의 보고서인「지난
25년간의 시간제 고용의 증가」
에 따르면,1) 지난 25년간 프랑스에서는 시간제근로가 증가했다.
1982년 전체 근로자의 8.2%에 해당하던 시간제근로자가 2005년에는 17.9%를 차지했다. 이 원인
에 대해, 한편에선 여성 노동인력의 증가와 서비스산업인 3차산업의 비중 증가라는 노동시장과 산
업구조의 변화를 들면서, 시간제근로의 증가를 산업발전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존하였다. 하지만 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시간제근로의 증가에 대해 여성 노동
인력 증가와 서비스업종 증가 요인은 아주 제한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고용정책
의 변화가 시간제근로 증가에 매우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제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장을 통해, 프랑스 정부의 고용정책이 시간제근로에 가져온 영
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시간제근로 부문 노동시장과 시간제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해
서도 최근 발표된 지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Valérie Ulrich, Serge Zilberman,“De plus en plus d’
emploi á temps partiel au cours des vingt-cinq
derniéres années,”Premiéres Informations et Premiéres Synthéses , n�
39.3, DARES, septembre 2007,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IMG/pdf/2007.09-3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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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프랑스에서 시간제근로2)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림 1]을 보면, 1980년대 초반
눈에 띄는 성장이 있었다가 중반에 들어서면 성장은 지체되고, 다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세
를 보이다가 1998년에서 2001년 동안에는 시간제근로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 이후
다른 영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공공∙민간 기업에서 시간제근로는 2002년부
터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5년부터 다시 전체 시간제근로가 1990년대 최고
치에 재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의 비율 (1982~2005)
정부∙지자체∙병원

근로자 전체

공공∙민간 기업

22
20
18
16
14
12
10
8
6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 도

2) 프랑스에서 시간제근로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2000년 이전엔 1982년 3월 26일 시행령에 의해 근
로자의 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의 4/5 이하일 경우, 또는 산별 혹은 기업협약을 통해 규정된 노동시
간이 법정노동시간의 이하일 때엔 협약노동시간의 4/5 이하일 경우 그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간
주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유럽연합 기준에 준하여 2000년 오브리 법안 Ⅱ (loi n�
2000-37 du 19
janvier 2000)에 의해,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 이하, 또는 산별∙기업협약 노동시간 이하
일 경우 시간제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노동법전 L.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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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3차산업의 확대 현상이 시간제근로의 증가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3)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시간제근로는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반에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
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인력의 증가 현상은 이미 1960년 중반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간제근로
증가 현상과 여성인력 증가 현상이 동 시대의 현상이 아닌 서로 시차를 두고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
이다. 즉 여성 노동인구는 1960년대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 들어서는 그 증가가 점
차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에 반해, 시간제근로는 1980년대 들어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1980
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8% 증가한 데 비해, 그전 20년간에는 32%나 증가했었
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2002
년간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에서 47%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는 시간제근로의 상승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2002
년 시간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6.9%를 차지하지만, 만약 성에 따른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1982년과 동일하고, 전체 고용에서 여성인력의 상승 요소만을 고려한다면 전체 근로의 8.2%를 차
지하던 시간제근로는 9.5%로 상승하는 것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3차부문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데, 1982년에 전체 근로자의 61%가
3차부문에서 일하였고 이는 2002년엔 74%로 증가한다. 사실 시간제근로가 2005년 전체 3차부
문 고용 중 22%를 차지할 만큼 산업(6%)이나 건설(6%) 분야에 비해 3차부문에서 시간제근로가
발달하였다. 또한 위 설명대로 2005년 전체 근로자의 74%가 3차부문에서 일하는 데 반해,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91%가 3차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3차부문에서의 고용 증가 현상 역시 시
간제근로의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하는데, 만약 1982년 61%에서 2002년 74%로
상승한 전체 고용에서 3차부문의 증가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 1982년 전체 근로의 8.2%를 차지하
던 시간제근로는 2002년 9.7%로 상승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3) Ulrich et Zilberman, op.cit., pp.1~2. 이 글의 그림과 도표는 모두 이 보고서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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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시간제근로에 대한 정부 정책들의 변화는 시간제근로의 증가 혹은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을 보여준다. 1992년 8월부터 민간기업의 시간제고용에 대해 사회보험(의료, 출산, 산재, 노
후)의 기업분담금 공제정책(abattement temps partiel)이 도입된다.4) 게다가 1993년 1월, 30%까지
공제될 수 있던 분담금 공제정책이 50%까지로 확대되고, 그 해 7월부터는 노동비용 절감 차원에
서 저임금근로자 고용에 대해 기업분담금에 대한 일반경감정책(allégements généraux pour les bas
salaires)5)이 추가되면서 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림 1]에서와 같이
1992년부터 시간제근로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증가 현상은 1998년 6월 노동시간단축법안인‘오브리 법안 Ⅰ’
이 신설되면서 완화된다.
이 법안은 공제정책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시간 단축시 제공되는 정부보조금과 병행하여
누적될 수 없도록 하였다. 게다가 2000년 1월 시간제고용에 대한 기업분담금 공제정책을 폐지하
6)가 통과됨에 따라 시간제근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2003
는‘오브리 법안 Ⅱ’

년에 저임금고용에 대한 분담금 경감정책에 대한 기준이 월급에서‘시급’
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간제고용에 대한 기업의 혜택이 사라지면 시간제고용의 하락세는 지속된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로 비상업부문을 중심으로 실행된 공공보조계약(contrats aidés)정책
역시 시간제고용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제공하였다. 특히 1980년대 초반의 공익근로(travaux d’
utilité collective)와 1990년대 초반의 연대고용계약(contrats emploi-solidarité)의 도입은 공공부문

4)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근로시간이 주당 19~30시간이고 무기계약(CDI)고용일 때이다. 이 시간 범위
는 1993년 12월부터는 16~32시간으로 확대된다.
5) 이 정책에서 저임금은 시급이 아닌‘월급’
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이것은 이 정책이 비숙련 직업을
정확히 겨냥하지 않았음을 뜻하며, 시간제근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최저
임금의 2배를 받는 전일제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와 반일제 (mi-temps) 근로자 2명을 같은 시급으
로 고용할 때의 경우, 효과적 측면에선 유사할 수 있지만, 비용 면에서 전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
던 반면, 후자는 두 명 분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2003년부터 이 정책의 산출기준
이 월급에서 시급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시간제근로에 대한 혜택은 사라진다.
6) 이 법안에서는 2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2001년 1월부터,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2003년 1월부터
시간제근로에 대한 분담금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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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제근로의 상승과 높은 연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02년부터 2004년 간 비상업부문에서
정부지원의 감소는 공공행정부문에서의 시간제근로가 축소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대로, 2005년 사회통합정책(plan de cohésion sociale)으로, 특히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위탁 직업훈련단체가 직업훈련부터 고용까지 보조하게 하는 고용인도계약(contrats d’
accompagnement vers l’
emploi), 미래계약(contrats d’
avenir)으로 비상업부문에서 시간제근로가 다
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 부문은 주로 교육, 의료, 공익활동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1992년 이래 환자, 노인, 유아 보조를 위해 도입된 개인도우미활동(services d’
aide á la personne)
역시 시간제근로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 역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
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몇 달간 단시일 내에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사한 기간에 시간제
고용이 급하게 줄어들기도 혹은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정 정도 독립하여 시
간제근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의 재량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분야별 시간제근로자 현황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시간제근로는 어느 부문에 집중해 있을까? 그것은 다음 <표 1>을 보면,
2005년에 개인서비스부문에서 시간제고용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이를 이어 교육∙보건∙공익
활동, 부동산, 행정∙단체활동, 상업부문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인이 고용하는 근로 중 절반이 시간제근로이고, 공공보조근로가 진행되는 지자체의 고용
에도 1/4 이상이 시간제근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범주가 전체 시간제근로 중 12.5%와 10.2%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제근로자(62.1%)가 공공∙민간 기업에서 고용되었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면, 15.5%로 시간제고용이 평균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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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주체별∙지위별 시간제근로자 현황

한편 지위에 따라 보면, 유기계약 혹은 임시직 근로자 중 1/4이 시간제근로자이며, 이는 전체 시
간제근로자 중 17.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
려운 무기시간제근로(temps partiel en CDI)가 전체 시간제근로 중 77.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겸하기도 하는 공공보조계약은 전체 근로계약 중 1.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근로를 한다. 한편 고용불안과 관련하여 전체 근로자 중 유기계약∙임시
직 혹은 공공보조계약으로 활동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3.7% 정도로 나타난다.
<표 1> 산업별∙성별 시간제근로 현황 (2005년)

(단위 : %)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비율

남성근로자 중
시간제 비율

시간제근로자
비율

시간제근로자 중
여성비율

농수산업

31.3

7.7

14.1

59.9

산 업

17.5

1.9

6.3

78.6

식품∙농산업

20.5

3.0

9.9

81.6

소비재산업

18.1

2.8

10.1

85.5

자동차산업

15.1

1.0

3.2

74.1

자재산업

18.3

1.7

5.1

72.5

중간재산업

14.0

1.1

4.3

80.0

에너지산업

22.7

4.1

7.6

56.2

건 설

37.0

2.3

5.5

61.3

서비스

33.0

7.7

21.7

84.2

상 업

32.0

5.9

18.6

83.8

운 송

22.2

3.3

7.8

67.4

금융업

21.5

2.7

13.4

91.3

부동산업

27.9

7.6

19.7

84.4

기업서비스

27.1

5.9

14.7

76.4

개인서비스

54.2

20.2

41.9

82.6

교육∙의료∙공익활동

30.9

11.8

26.2

88.9

행정∙단체활동

32.8

6.2

19.6

84.2

31.4

5.8

17.9

83.2

전 체

주 : 예컨대,‘산업’
에서는 이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중 17.5%가, 남성 중 1.9%가 시간제근로를 하며, 남녀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6.3%가 시간제근로를 함. 그리고 이 부문의 시간제근로자 중 78.6%가 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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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 주체별∙지위별 시간제근로 현황 (2005년)
시간제근로자
비율

(단위 : %)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해당분야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근로자 중 해당분야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 주체별
국 가

15.0

11.3

13.6

지자체

25.3

10.2

7.2

국립병원

21.2

3.9

3.3

개 인

50.9

12.5

4.4

공공∙민간기업 및 단체

15.5

62.1

71.5

전 체

17.9

100.0

100.0

지위별
무기계약

16.0

77.8

86.3

유기계약 및 임시직

25.4

17.2

12.0

공공보조계약

52.3

5.0

1.7

전 체

17.9

100.0

100.0

주 :‘공공∙민간 기업 및 단체’
에서는 이 분야의 고용 중 15.5%가 시간제고용이며, 이 인원은 전체 노동시장의 시간
제고용 중 62.1%를 차지함. 또한 전체 고용인구 중 71.5%가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음.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와 빈곤∙고용불안

더욱 구체적으로 시간제근로와 고용불안 또는 빈곤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제근로 선택
의 배경, 그리고 임금 수준과 연관지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가 시간제근로
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37%, 여성의 31%가‘전일제고용을 찾지 못해서’
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시간제근로를‘비자발적(subi)’시간제근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근로는
비숙련고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상업과 비숙련 육체근로 직종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이
<표 4>에서 보듯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학력면에서 보면 다른 시간제근로자보다 낮다. 한
편, 남녀 차이와 관련하여 남자는 23.8%가(여자는 8.3%) 다른 직업활동이나 직업훈련 혹은 학업
관계로 시간제근로를 택하는 반면, 35.4%의 여자가(남자는 6.8%) 육아 혹은 다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간제근로를 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간제근로자는 자신의 주요 직업에서 주당 평균 23.1시간 일하는 반면, 비자발적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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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간제근로자가 밝힌 시간제근로 이유

(단위 : %)

시간제근로 이유

남 자

여 자

전 체

다른 직업활동이나 직업훈련 혹은 학업관계로

23.8

8.3

10.8

8.1

4.5

5.0

37.0

30.7

31.7

6.8

35.4

30.9

자유시간이나 가사 혹은 가내노동을 위해

11.2

15.4

14.7

기 타

13.1

5.7

6.9

전 체

100.0

100.0

100.0

건강상 이유로
전일제고용을 찾지 못해서
육아 혹은 다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표 4>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와 학력

(단위 : %)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그 외 시간제근로자

총 계

대입자격이상

17.0

38.1

31.7

대입자격(바칼로레아)

16.1

15.6

15.7

대입자격이하
전 체

66.9

46.3

52.6

100.0

100.0

100.0

근로자는 평균 21.8시간 일해, 평균 23.6시간 일하는‘자발적’시간제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리고 시간제근로자 중 16%가 하나이상의 다른 근로를
추가로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청소업 같은 비숙련직종뿐만 아니라 음악인, 희극인, 무용가,
체육강사 등 문화∙스포츠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제근로자 또한 둘 이상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8)
임금과 관련해서, 시간제근로자의 절반이 상여금을 포함한 세후 월급을 기준으로 월 753유로(한
화 약 98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임금은 전일제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1,713유로에 비해 낮은 875유로를 받아, 대략 2005년도 전일제근로의 최저임금인 917유로
에 거의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일제근로자 상∙하 10%간의 차이는 2.7배 인 것에 비
해, 시간제근로자는 둘 간의 차이가 5.7배로, 시간제근로자의 임금편차가 전일제근로자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7) Ulrich et Zilberman, op.cit., p.4.
8) Ibid.,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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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간제근로와 임금 (세후, 상여금 포함 2005년 월급)

(단위 : 유로)

평 균

중간층

시간제근로자

875

753

274

1,569

5.7

500

110

2.2

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

658

627

237

1,015

4.3

450

850

1.9

자발적시간제근로자

978

850

300

1,737

5.8

526

1,283

2.4

전일제근로자

1,713

1,478

999

2,683

2.7

1,192

1,973

1.7

전

1,559

1,374

650

2,504

3.9

1,052

1,842

1.8

체

하위10% 상위10%

차 이

하위25% 상위25%

차 이

이렇게 시간제근로자가 전일제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원인으로는 먼저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을 들 수 있지만 또한 직종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시간제근로는 비숙련과 낮은 임금 직
종, 특히 청소, 가사도우미, 판매 영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절반이
627유로 이하의 월급을 받아 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2/3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근로자와 가족환경

시간제근로자 중 3/4가 부부 형태로 살아가고, 56%의 시간제근로자가 전일제근로 배우자와 함
께 살아가고 있지만, 전체 12.8%가 실업∙비근로배우자와 살아가며, 5.2%가 부부 모두가 시간제
로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독신으로 혹은 홀로 자식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시간제근로자 또
한 전체의 14.3%에 달한다. 또한 부모집에서 거주하는 젊은 시간제근로자 또한 9.9%에 달했으며,
<표 6> 시간제근로자와 가족형태

독 신
홀부모가족

(단위 : %)

남 자

여 자

16.4

7.2

시간제근로자
8.8

전일제근로자
12.7

1.3

6.4

5.5

4.2

부 부

53.4

78.5

74.3

70.8

전일제근로배우자

21.6

63.4

56.3

43.7

시간제근로배우자

15.5

3.1

5.2

10.9

실업∙비근로배우자

16.3

12.0

12.8

16.2

부모주택 거주

25.6

6.7

9.9

10.2

기 타

3.3

1.2

1.5

2.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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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남자와 여자 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제근로를 하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맺음말
시간제근로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해 왔다. 한편으로는 시간제근로가 교육 및 직업
훈련, 육아 및 가사활동을 하고 있어 전일제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에선 노동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위의 상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시간제근로의 증가가 고용불안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에는 전체 시간제근로의 77.8%가 무기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무기시간제근로 지원정책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
의 시간제근로가 계약직이어서 시간제근로의 증가가 노동불안과 직결되는 한국과는 다른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전체 시간제근로 중 5%를 차지하고, 절반 이상이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공공보조 근로계약은 대부분이 장기간 실업자에 대한 적응훈련을 동반하는 것이어서 이 분야에서
시간제근로의 증가가 노동불안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시간제근로 중 다수가 자발적 시간제근로에 해당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에 한정하여 노동불안과 연결시켜야 한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의 시간
제근로의 증가는 실업률의 하락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제근로 증가와 노동불안과 관
계에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시간제근로 관련 정부정책과 그 파
급력과의 관계이다. 비록 여성근로자의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사용 선택에 의해, 그 영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계화의 확대,
다국적기업의 역할 강화로 국내 정책의 자율성과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견해와는 상반된 것으로,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의 방향이 노동시장의 모습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이것은 지난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노동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확산되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고 하겠다.

94_

<<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ITUC(국제노동조합연맹)의 입장
“Where the house always wins : Private Equity, Hedge Funds and
the New Casino Capitalism”ITUC 연구보고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운동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이것의 확산을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보
여 왔다. 현재까지의 CSR운동에 대한 노조의 비판적 견해는, CSR을 통해 얻
는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효과에 비해 실제로 사회적 책임에 의한 노동조건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이른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기업 스스로 제정하거나 혹은 사회운동단체와 협력하여 제정한
경우, 이의 검증 절차나 혹은 관련 비용을 기업 스스로가 제공하는 절차에 대
해선 매우 비판적이다(O’
Rourke, 2003). 그런 이유에서 노조는 CSR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인 노조나 노조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노조가 직접
기업의 이행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를 더 중시한다(Baker, 2002).
다음으로 노조는 노동기준이나 노동권이 다른 인권적∙윤리적 기준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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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또는 연계하여 무분별하게 다루어지는 CSR운동의 일부 경향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고 아울러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별적인 윤리
기준에 노동기준이 포섭되면서 노조의 역할이 제한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분명한 무노조기업이 다른 노동기준을 잘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우수한 CSR 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도 있다(Wick, 2003).

■ 기업이 아닌 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조의 입장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준수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이는 바
로 금융의 사회책임 논의와 연계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노조의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난
것이 2007년에 나온 ITUC의 보고서이다. 여기서 ITUC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의 배경에 날로 커
지는 사모 펀드와 헤지 펀드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과거 국제금융시장의 기능은 세계무역과 국제수지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1986년과
1987년에 국제자본이동의 규모는 3,0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는 대공업국들의 경상적자 합계로 측정
된 세계자금 소요액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 세계 전체의 대외경상적자의 합계는 여전히
연간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 금융거래만을 위한 외환거래의 규모
는 무역관련 외환거래 규모의 50배를 상회했다.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간 금융거래의 대GDP 비
중은 1980년대에 10% 미만이었는데 1992년에 들어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결국 금융
은 이후 자체 고유의 논리에 의해 세계화되었고 이는 투기화로 연결되었다(플리옹, 2002).
ITUC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금융화와 금융의 투기화가 강화되고 있다. 이를 대표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 헤지 펀드와 사모 펀드의 증가이다. 헤지 펀드는 2007년 초 기준으로 전 세계에
서 약 1.4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이 보통 4배에서 5배를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면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돈은 6조 내지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수의 파트너들이 구성해
서 투자를 감행하는 사모 펀드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데 2006년 말 현재 약 5,000억 달러로 추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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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들 사모 펀드는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직접경영을 통해 1년에 약 20%의 수익률을 배당
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뽑아내서 기업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ITUC, 2007).
이들 헤지펀드나 사모 펀드의 역할이 강화되는 기업일수록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고용은 악화되
어 가고 있다. 대량해고와 사업정리를 통해 고용의 기회와 안정성을 축소시켜야 이들 투기자본이 원
하는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선 임금이나 인건
비를 줄여야 하고 단기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기에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
다. 이런 단기적인 투기자본의 속성을 인식해서 적어도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연기금들은
사모 펀드나 헤지 펀드에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TUC, 2007).
여기서 우리는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연기금은 금융 세계
화를 닦은 주역이자 여전히 기금목적상 장기적 관점이, 그리고 기금적립 주체의 성격상 사회적 관점
이 강조될 수 있는 행위자이다. 이른바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에 충실한 연기금이야말로 기업의 장
기적 발전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상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이유로 21
세기에 들어와 공적인 연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성
앞으로, 국내 경제사회 주체들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금융의 사회
적 책임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분야에 특화된 사회적 책임의
국제적 기준들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UNEP의 금융부문 이니셔티브(UNEP/FI), UN의 책
임투자원칙(PRI), 세계은행의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이다.
UNEP/FI 는 1992년 지속가능발전의 금융부문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미국∙일본 등의 선
진금융기관들과 UNEP가 마련한 이니셔티브로 2006년 8월 현재 160여개 금융기관들이 가입되어 있
고 현재 3가지 과제인 기후변화, 자산관리,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대한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운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UNEP/FI Korea Group이 2006년 7월에 구성되어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현대해상, 마이다스자산운용, 삼성투신 등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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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는 UNEP와 UN Global Compact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2006년 4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를 처음 발표했으며 2006년 5월 현재 70여개 국제금융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 고려, 정보공개 요구
및 원칙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자
의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올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도원칙은 2003년 6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환경,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FC에는 현재 179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이 적도원칙에는 Citigroup, HSBC,
ING Group 등 선진 금융기관 51개가 서명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곳도 없다.
CSR과 관련된 일반적 기준들이 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면 금융
분야 국제기준들은 금융이 세계경제 발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해서 별도로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행동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ITUC의 보고서를 보면서 국내에서
도 금융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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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네덜란드 : 고용보호법 개정 반대 집회 열릴 예정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조합연맹인 CNV와 FNV는 24일 도너
사회고용부 장관이 소개한 고용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네덜란드의 내각에 도너의‘빠른 해고
(flitsontslag)’계획안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집회의 이슈는“모든 근로자들은 법외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다. 도너의 계획안은
기존의 노동재판소에서의 합의와 노동임금사무소의 허락 등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 해고 과정을 재판소 판결을 없앰으로써 해
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계획안이다. 도너의 계획안은 덧붙여 이
전에 재판소에서 결정되었던 해고수당은 각 근로연수 1년에 1개
월치의 임금만을 주는 획일화된 수당 계산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만약 도너의 계획안이 통과되면 임금근
로자들 모두 적은 양의 수당만을 받으면서 손쉽게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모든 영구 계약이 비정규직화 될 것이라
고 노동조합은 우려하고 있다.
�출처 : <오르넷>, 2007년 10월 22일자,‘Demonstratie tegen
versoepeling ontslagrecht’
, http://www.ornet.nl/nieuws/
id7-22505/demonstratie_tegen_versoepeling_
ontslagrech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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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근로자의 실질순소득에 관한 논쟁
독일에서 근로자의 실질순소득(Nettoreal-

도가 상승한 수치이다. <빌트>지는 근로자의 실질

verdienst)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질순소득

임금이 하락한 두 번째 이유로 임금상승률이 물가

이란,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공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

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근로자의 소

난 5년간 임금은 4.1% 상승에 그친 데 반해, 물가는

득을 말한다. 근로자의 실질순소득에 관한 논쟁은

7.1%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가치가

<빌트>지가 연방노동사회부의 통계를 근거로 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

도한 내용에 의해 촉발되었다. <빌트>지의 보도에

네 자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세금공제

따르면, 근로자의 실질순소득은 연 15,845유로(한

후 임금은 1991년 13,688유로(한화 약 17,905,000

화 약 20,727,000원)로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

원)에서 17,445유로(한화 약 22,820,000)로 27.4%

준이라고 한다. 이를 평균 월소득으로 계산하면

가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중 물가상승률은 34.4%를

1,320유로(한화 약 1,726,000원)에 해당한다. 1986

기록하였다고 한다.

년 근로자의 월 평균 순수임금소득은 1,315유로
(한화 약 1,720,200원)였다.

<빌트>지의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연방노동사
회부가 반박을 하고 나섰다. <빌트>지의 보도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이유로 <빌트>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첫째로, 통

첫 번째 국가가 근로자로부터 너무 많은 세금을 징

독 이전 서독의 수치인 1986년과 통독 후인 2006

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작년 근로자의

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

세금공제전 소득은 26,736유로(한화 약 34,974,000

다. 둘째로, 국가가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는 주장

원)로 통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를

에 관해서는 지난 10년간 임금소득에서 세금이나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대략 2,228유로(한화 약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인 비율을

2,914,000원)에 해당한다. 1991년 근로자의 세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또한 부적절하

공제전 소득은 연 19,719유로(한화 약 25,795,000

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인 뮌터

원), 월 평균 1,643유로(한화 약 2,149,000원)이었

페링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86년과 1991년 세전

다. 그렇지만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소득 중 9,291

소득과 세후 소득의 비율이 69.5%였고, 지난 10년

유로(한화 약 12,154,000원)를 세금이나 사회보험

간은 65%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

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6년 근로자

가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개인당 5,607유로(한화 약 7,335,000원)를 세금이

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임금이 낮은

나 사회보험료로 내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66% 정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긍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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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 이후 임금이 4.5% 상승한 데 반해,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소득은 42% 정도 향상되었다는 점을 들면

�출처 1 : <빌트>지, 2007년 9월 24일자 보도,

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소득에 명백한 부조화가

‘Der Netto-Lohn Skandal’, http://
www.bild.t-online.de/BTO/ tipps-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해 연방사용자단체는 즉각 성명을 통해

trends/geld-job/2007/09/24/ loehne-

연방노동사회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근로

netto-niedrig/deutschland-20-

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국가의 세금 징수

jahre,geo =2544044.html

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인건비는 104%,

�출처 2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

근로자의 임금은 90% 정도 상승했음에도 국가의

2007년 9월 28일자 보도,‘Arbeitneh-

세금의 사회보험료가 66% 상승한 주된 이유라는

mer bleibt weniger im Portemonnaie”
,

것이다. 따라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상승을 임금

http://www.faz.net/s/Rub6B15D931025

상승을 통해서 보완하려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34C72B5CF6E7956148562/Doc~E4B

국가가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2B554117D240339753FCD882258D4

라고 밝혔다. 연방사용자단체는 실업보험료를

D~ATpl~Ecommon~Scontent.html

3.9%로 인하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3.2%까지

독일 : 인력부족 현황과 대응방안
독일 경제전문지인 <한델스블라트>는 독일 기

고 밝혔다. 특히, 전문인력의 요구는 기업 규모가

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전반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력수급의 불

적인 상황을 조사하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균형은 기업의 수익에 현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

조사대상 경영자의 59%는 현재 전문인력이 매우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한 최고경영자의 30% 정

부족하며, 특히 각 업무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전

도는 전문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성을 가진 엔지니어 확보를 기업이 해결해야 할

생산과 계약에 차질을 빚었으며, 기업의 수익이

당면과제로 지적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 이상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우수한

100~500명 정도를 고용하는 중소규모 경영자의

전문인력의 부족은 철강, 전자, 자동차 및 기계부

57%, 5,000명 이상 고용 대기업 경영자의 71%는

문의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

전문인력의 유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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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이수자의 감소가 전문인력 부족의 주

벽을 낮추었다. 이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최고경영

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자들 가운데 67%는 인력 유치를 위한 시작점에 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5~35세의 OECD 회원

과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조치가 충분

국 인구 가운데 약 30%가 대학 교육을 이수한 반

하다고 응답한 경영자는 고작 5%에 머물렀다. 이

면, 독일은 22%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

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난 2년여 동안 대학 신입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강화(96%), 여성의 기술 및

소하였으며, 15세 청소년의 대부분은 대학교육에

자연과학관련 분야 진출 확대(78%), 독일의 이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는

화된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향후 전문인력 수급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72%), 노동관련 법률적 장벽 완화(68%) 등의 순

예측을 가능케 한다.

위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독일 정부는 올 11월 이후 기계 및 전자부문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

�출처 : <한델스블라트>, 2007년 10월 10일자,
‘Verpasste Chancen’

독일 : 실업보험료 인하
현행 4.2%인 실업보험료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정부의 보조 없이 운영되어야 하고 연

는 0.3% 인하된 3.9%로 낮아지게 된다. 이로써 실

금부문에서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업보험료는 1980년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는 연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기록하게 된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미 2007년 1월

실업보험료의 인하에 의해 실업보험료 납부자에

1일부터 실업보험료를 6.5%에서 4.2%로 인하한

게는 연간 19억 유로(한화 약 2조 4,777억 원)의 부

바 있다. 실업보험료 인하에 대하여 연방상원도

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보험료의

2007년 10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환영의 뜻을 표

인하는, 취업자수의 증가를 유발하는 국내 경제의

시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실업보험료 인하가 임금

활성화에서 기인한다. 올해에만 실업자수는 15%

부대비용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고, 이는 노동시장

하락하였다. 동시에 사회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의

에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는 전년 대비 2% 상승하였다. 취업자수의 증가

또한 독일 정부는 이미 가능하기만 하다면 실업보

는 연방노동사무소의 재정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

험료의 추가적 인하를 결의한 바 있다. 보험료가

고 있다. 2006년에만 연방노동사무소는 11억 2천

추가적으로 인하되기 위해서는, 연방노동사무소가

만 유로(한화 약 1조 4,605억 원)의 여유자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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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 연방노동사무소는 2007년에만 5억~5억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를 신청한 모든 실

5천만 유로(한화 약 6,520~7,172억 원)의 재정적

업자에게 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독일연방정부 홈페이지, 2007년 10월 12일자

이와 동시에, 독일 정부는 2008년에 소위 실업급

보도,‘Lohnnebenkosten sinken auch

여 수급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2008’, http://www.bundesregierung.

골자로 하는 법안을 결의하였다. 연방노동사무소는

de/nn_1272/Content/DE/Artikel/2007/09/2

2005년부터 실업급여 Ⅰ(Arbeitslosengeld Ⅰ)를 지

007-09-05-lohnnebenkosten-sinken-

급받았으나 12개월 이내에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2008-weiter.html

독일 : 에어버스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합의
독일내 에어버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인‘Power

자가 20년 동안 에어버스에서 근무하였고, 월급여

8’
에 따라 독일 에어버스에 근무하는 총 2만 명의

가 4,500유로(한화 약 585만 원)인 것으로 가정할

구성원 가운데 3,700명이 내년 2월까지 일차적으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약 18만 유로(한

감원 대상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총 1만 개의 일자

화 약 2억 3,4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버스의 구조조

한편, 독일 에어버스의 최고경영자 게하르트 푸트

정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인 IG Metall과 회사측은

파르켄(Gehard Puttfarcken)은 구조조정 프로그램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일차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

인‘Power 8’
이 에어버스의 미래경영을 위한 매우

였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 에어버

중요한 계기이며, 특히 최근 이루어진 퇴직금 관련

스 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독일

합의는 전체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이행

내 에어버스의 감원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

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다시

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확인하였다.

에어버스에서 결정된 구조조정 퇴직금은 다음과

�출처 1 : www.welt.de/hamburg/article1280635/

같은 산정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구조조

IG_Metall_und_Airbus_Deutschland_einig.

정에 의한 퇴직 대상 근로자의 연령과 근속연수를

html

서로 곱하고, 이를 다시 25로 나눈 다음 여기에 세
전 월급여를 곱하여 퇴직금 총액이 책정된다. 예를

�출처 2 : www.manager-magazin.de/unternehmen/artikel/0,2828,512655,00.html

들어, 이러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50세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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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임금인상률,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동일
지난 2006년 스웨덴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8%
였는데 이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임금인상
률이 동일한 것은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상 차이는 5,100크로나(한화 약 725,900원)이었고
비율상 차이는 36%였다.
스웨덴의 LO 단체협상 책임자는 지난 해의 동
일한 임금인상률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생산직 근로

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한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자의 임금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훨씬 낮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해마다 계속되는 것은 장기

은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39%

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직종간의 큰 임금 차이

증가한 반면, 사무직 근로자는 47% 증가한 것이

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데 장

다.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현재 19,600크로

애가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한화 약 2,789,800원)이고 사무직 근로자의 평

�출처 : LO,‘Lönerna ökade lika mycket für

균 임금은 현재 28,200크로나(한화 약 4,013,900

arbetare och tjänstemän för första gången

원)로, 결국 사무직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보다

på många år’
,http://www.lo.se/home/lo/

평균 임금이 8,600크로나(한화 약 1,224,100원) 높

home.nsf/unidview/D5F8F7590F970920

으며 비율로 보면 44% 높다. 1996년의 경우 금액

C1257361002628B6

스웨덴 : 전문직 노동조합 SACO, 창립 60주년
스웨덴의 전문직 노동조합 SACO가 지난 10월

사가 계속될지는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10일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1947년 창립

데 첫 번째로 SACO 조합원의 증가는 지난 수 십

시 SACO가 스웨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미

년간 계속된 고등교육의 팽창에 힘입은 바 크지만

미하였다. 초창기의 조합원의 대부분은 공공부문

앞으로 스웨덴 사회에서 대학교육자가 계속 증가

에 고용되어 있는 남성들이었는데 현재는 조합원

할지는 의문이며, 두 번째로는 현재 사회 각계각층

이 노동시장 전반에 고르게 퍼져 있고, 또한 여성

에서 관리자,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LO나 TCO와

1940년대 출생자들이 연금생활자로 전환하고 있

비교할 때 사실상 SACO의 지난 60년 역사는 끊임

기 때문이다.

없는 성장의 역사였다. 하지만 미래에도 성장의 역

�출처 : SACO 홈페이지,‘Saco-en sextioåring

104_

<<

som mår oförskämt bra,’http://www.

id=6205

saco.se/templates/saco/general.asp?

영국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됨을 계기로

의 악재를 맞아야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노동계와 재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성인 근로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높은

자 기준으로 기존의 5.35파운드(한화 약 9,990원)에

수준인 만큼 매년 계속되는 상승은 억제되어야 한

서 5.52파운드(한화 약 10,310원)로 약 3% 인상되

다고 전했다.

면서 재계를 대표하는 영국경총(CBI)측에서 불만을

노동계를 대변하는 영국노총(TUC)은 노동조합

표시하며, 2008년에는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해

들은 더 높은 인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영국경총은

들이 불평한 수준은 아니라며 재계의 불만을 비난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이 프랑스와 호주에 이어 세

했다. 영국 경제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의 인상률보

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생산력 향상을 고

다 높은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

려했을 때, 최저임금 상승 속도는 어느 OECD 회원

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지급을 피해가

국보다 빠르다고 주장했다. 1999년 최저임금 도입

는 악덕 업주들을 비난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이후, 영국 평균 소득이 38% 오른 반면, 최저임금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영

은 약 53% 올라 평균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국노총은 노조들이 고발한 최저임금제 편법 혹은

금년의 인상으로 인해 약 100만 명 이상이 임금

불법 시행 사용자들에 대한 사후처리 보고를 받을

인상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경총은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해

개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현행보다는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고, 종국에는 국제경쟁력이

피해근로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할 수 있도

저하된다는 고전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최

록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노조가 최저임금제 실시

저임금 지급으로 줄어든 급여 예산으로는 성과급

감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지급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총의

줄 것을 건의했다.

존 크리드랜드 부의장은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많

�출처 : BBC, 2007년 10월 7일,‘CBI urges

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도입 이후 최

‘modest’2008 wage rise’
, http://news.

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세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bbc.co.uk/1/hi/business/7032217.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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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BBC 조합원, 구조조정 방안에 반기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마크 톰슨 사장은 지

정안의 폐기와 노조와의 협상을 요구했다. 노조측

난 10월 18일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 2,500명을 감

은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원 규모는 전체 직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23,000명의 12%가 넘는 수준이다. BBC는 2005년

“우리는 일자리 3,800개를 없앤 일련의 고통스런

3월 3,780명을 감원한 바 있어 또 한 차례 구조조

감원 조치를 이제 막 끝냈고, 남아 있는 직원들도

정의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BBC는

한계까지 몰려 일하고 있다”
며,“이제 뉴스 영역까

정부가 지난 1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 넘어오며 살라미 소시지를 잘라내듯 계속적인

수신료 인상률을 결정함에 따라, 6년 동안 예산 부

양보를 원한다면 우리도 수용할 수 없다”
고 반발

족액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 7,524억 원)를 절감

하고 있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BBC의 구조조정안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위해 6개년 계획

에 반대하는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

을 마련했고, 17일 감독기관인 BBC 트러스트의

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승인을 받았다. BBC는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뉴스룸을 하나로 통합해 같은 이야기를 취재하는

집중되고 있다.

기자의 숫자를 대폭 줄인다는 입장이다. 2012년까

�출처 1 : Bectu, 2007년 10월 19일,‘Strike

지 BBC 뉴스에서 최대 370명을 감원하고, 이 계획

action threat at BBC,’http://www.

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bectu.org.uk/news/bbc/nb0336.html

다. BBC는 2013년까지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10%

�출처 2 : BBC, 2007년 10월 19일,‘Unions issue

줄이고 고품질의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현 런던의

BBC strike deadline,’http://news.bbc.

BBC 텔레비전센터를 매각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

co.uk/2/hi/entertainment/7051992.stm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3 : Guardian, 2007년 10월 19일,‘BBC

이에 대해 BBC 조합원을 대표하는 3개 노조인

confirms that 2,500 jobs will go,’http://

Bectu(방송노조), NUJ(언론노조), Unite는 즉각 이

media.guardian.co.uk/bbc/story/0,,2194

구조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구조조

74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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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영국노총(TUC), 폴란드 근로자들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10월 23일 영국노총(TUC)은 최근 급속히 증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UC 위원장인

한 폴란드 출신 근로자들의 영국 정착과 노동권 보

Brendan Barber는 폴란드 출신 근로자들이 영국

장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과

(http://www.pracawbrytanii.org)는 TUC가 주축이

건설 분야에서 이들이 없었다면 큰 어려움에 봉착

되어 자선단체인 Citizens Advice와 노동자단체인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들의 공헌에

Solidarnosc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

도 불구하고 많은 몰지각한 사용자들이 새로운 환

서는 주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경에 생소하고 영국의 일자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

제공하며,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연가제도, 병가수

은 이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당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

근로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쟁취해야 하

도가 높은 주택, 의료 정보 등을 포함한 영국 생활

며, 이를 위해 새롭게 개설된 홈페이지와 노동조합

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폴란드어로 제공한다.

들의 도움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영국에서의 외국

2004년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이후 수많은 폴

인 근로자에 대한 노총 차원의 지원은 현재 이와

란드인이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몰려들어 왔고,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

2006년 현재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국에서의 양대 노총의 역할∙활동과 비교해 보면

‘국가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를취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득하기 위해 등록한 폴란드인만 22만 2,760명에

�출처 : TUC, 2007년 10월 25일,‘TUC launches

달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 중 상당수는 악덕기

website to support Polish workforce in

업주의 횡포에 시달리며, 장시간노동과 임금착취,

the UK,’http://www.tuc.org.uk/inter-

불안전한 작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받으며

national/tuc-13869-f0.cfm

프랑스 : 프랑스 경총(Medef), 근로계약법제 개정에 관한 제안 발표
프랑스의 대표적 사용자단체인 Medef가 현재 진

5개 대표노조에 전달한 문건에서‘기업의 필요에

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간의 사회

부응하기 위한’근로계약법제의 유연화와 단순화

적 대화의 이슈 중 하나인 근로계약법제 개정에 대

관련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언급되어 관

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13일, Medef가 프랑스

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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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Medef의 제안 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조치

이 밖에도 Medef는 현재 기간제 근로계약 등 특

는 기존 정규 근로계약의 수습기간을 2배로 늘리

정한 근로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는 부분이다. 근로자의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

사항의 축소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운 수습기간은 정규직의 경우 현재 1개월에서 6개

이러한 Medef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노조측은

월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6개월에서

일단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안의 내용이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습기간

근로자의 고용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

후에는 기업의 경제적 상황평가를 위한 기간을 따

뿐 아니라, 아직 초기 단계인 노동시장 개혁 논의

로 두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존 정규 근로계

에서 청년실업과 같은 다른 시급한 현안들을 두고

약으로서 노동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

근로계약법제만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

하고 있다.

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번 Medef의 제안이 당초 논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기존 정규 근로계약에
구체적 목표 달성이라는 일종의‘도급’조건을 붙

의될 예정이었던 ‘단일근로계약법제’논의의 틀
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의 도입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비판에 관계없이, 사용자

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인 날짜

측의‘출발점’
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이상, 앞으로

가 아닌 특정 업무의 완수를 해지 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법제를 둘러싼 논의는 가속화될 수밖에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억제할 것을 목

없어 보인다. 특히 수습기간 관련 논의는 최초채용

표로 하고 있다. 즉 도급계약의 형태로서 근로자

계약이나 신채용계약 등의 선례와 관련하여 더욱

해고시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를 요구하는 현행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적용의 완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출처 : <르몽드>지, 2007년 9월 14일자 참조

프랑스 : 정부, 실업률 계산법 개편
연초부터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실업률 계

statistiques d’
estimation du chômage)’
는 이제까지

산법이 바뀌면서, 프랑스 정부가 매월 발표해 온 실

사용되어 온 통계 산출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

업률 통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4일, 경제고용부(Ministére de l’
Économie, des

사실, 실업률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대통령선거

finances et de l’
emploi) 에 제출된‘실업추정통계

운동기간 이후로 몇몇 통계학자와 노조 등에 의하

방법에 관한 보고서(Rapport sur les méthodes

여 지속되어 왔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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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

업률을 분기별로 발표할 것과 오차 범위를 명시할

장한다. 실제로 국가경제통계연구소(Institut

것을 제안하고 있다.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보고서의 새로운 방법에 따르면 지난 7월 8%로

: INSEE)는 지난 3월 발표 예정이던 2006년 연평균

발표되었던 실업률은 8.4%로 수정될 전망이다. 유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한 9.1%보다 0.7% 높은 9.8%

럽연합 통계기구(Eurostat)가 각국의 자료를 바탕

로 나타나자 발표를 11월로 미룰 것을 발표한 바 있

으로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도 일반적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

으로 프랑스 국내의 것과 0.4~0.5% 정도 차이가

해 지난 3달간의 작업으로 새로운 실업률 산출방법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새로운 방법이 어느 정도 타

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정

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

부는 이것이 기존 실업률의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에 의하여 발표되는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여론에

지표를 통한 새로운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해지는 심리적 충격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까지 실업률은 국가고용센

여, 그 적당한 시행 시점을 선택하는 문제는 여전

터(Agence nationale pour l’
emploi : ANPE)에 등

히 남아 있다.

록된 구직자수와 INSEE의 실태조사 2가지 자료를

�출처 1 : 정부보고서, 2007년 9월,‘Rapport sur

바탕으로 산정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는 그 수치가

les méthodes statistiques d’
estimation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왜곡되어 현실을 반영하

du chômage,’http://www.minefe.gouv.

는 데 한계가 있으며, 후자는 조사 표본수가 오차

fr/directions_services/sircom/emploi/rap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ort070924/rapport_mission_stats_cho

보고서는 구직자수에 대한 정부의 가공 단계를 없

mage.pdf

앨 것과 INSEE의 표본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릴 것

�출처 2 : <르몽드>지, 2007년 9월 21일자 참조

을 제안하는 한편, 보다 확실한 정보를 위하여 실

프랑스 : 근로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4일 프랑스 정부는 5개의 대표적 노

하에 참여단체들은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지속

동조합과 6개 경영인단체, 행정기관, 그리고 전국

적인 모임과 토론을 진행해 왔다. 첫 번째 주제는

산업재해예방단체와 함께 노사정토론회를 개최하

뼈와 근육에 대한 산업질병과 발암물질 혹은 아황

였다. 토론회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노동부의 주도

산가스 등 차후 발생가능한 위험, 그리고 직장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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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같은 사회심리적 위험 등 세 가지의 주요한 위

한다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험 예방에 맞추어져 있다. 두 번째 주제는 근로환

한편, 프랑스는 지난 20년간 대형산업재해가 절

경안전위생위원회같이 기업 내 산재예방단체와

반으로 줄고, 산재사망자가 1/3로 줄었지만, 유럽

근로감독관, 근로건강기관 같은 외부 단체에 의해

전체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여

추진되어 온 예방활동의 증진과 관련된 것이다.

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토론회에서 제라르 라르세(Gérard Larcher, 구

근로환경에 대한 유럽 차원의 조사에서 자신의 근

고용노동부 위임장관)는 대표발제자로서 6대 산업

로위험에 대해 잘 인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근로

안전증진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으로 ① 기업

자가 유럽평균은 83%임에 비해, 프랑스는 69%로

내 근로환경안전위생위원회의 활동증진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안전장비 및 의복 착용 여부

재해예방행위와 예방수단 간의 조화를 이루고, 근

와 관련하여 유럽 전체에서는 34%의 근로자가 착

로자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

용한다고 답하였으나, 프랑스는 28%만이 착용하

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개혁에 직장 내 건강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진과 관련한 방향을 첨가할 것을 제안한다. ③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Conférence tripartite

하청근로자, 임시근로자, 노년근로자 같은 취약근

sur les conditions de travail : vers une

로계층을 위한 특별한 산재예방수단을 마련한다.

culture de la prévention,’http://www.

④ 위에 명시한 세 가지 주요 위험 퇴치방안 ⑤ 건

travail-solidarite.gouv.fr/actualite-

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증

presse/dossiers-presse/conference-

진하고, 안전장비와 안전절차 도입을 지원하여 직

tripartite-sur-les-conditions-travail-

장 내 삶의 질을 개선한다. ⑥ 관련기관이 재해예

vers-une-culture-prevention-

방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유지하도록

6417.html

프랑스 : 퇴직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하며 프랑스철도노조 파업
지난 10월 18일, 프랑스철도(SNCF), 파리지하철

파업신고자의 73.5%가 참여하여, 지난 1995년 파

공사(RATP), 프랑스전기회사(EDF)는 현 정부의

업시 최고 참가율인 67%를 넘어서는 등 높은 참가

퇴직연금제도개혁안에 반대하여 파업을 실시하였

율을 보였으며, 파업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다. 이 파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고속철도와 도시철

시위에는 대략 30만 명(노동조합 추산)이 참여하였

도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특히 프랑스철도에서는

다. 이날 파업에는 CGT, FO, Solidaires 소속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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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무원노조들이 동조파업을 진행하여 5%의 공

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특별체

무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SUD-Rail, FO,

제는 지난 1995년의 쥐페정부, 2003년 라파랭정부

FGAAC(철도기관사 독립노조) 등 일부 철도노동

에 의해 폐지가 시도되었다가 사회운동의 반발로

조합은 1일 파업이 아닌 지속적인 파업을 결정하

무마된 적이 있다.

여 일부 노조에서는 1주일이 넘도록 파업을 지속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분담금 납부기간과 관
련하여, 예정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특별체제 근

하고 있다.
프랑스 퇴직연금제도는 고정된 분담금 비율과

로자들은 37.5년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의무적인 분담금 납부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주

민간기업 및 그 외 공무원들이 속하는 일반체제의

말을 포함하여 새벽과 저녁에도 일해야 하는 철도

근로자들은 40년간(2008년부터) 분담금을 납부하

(SNCF, RATP)와 전기가스회사(EDF, GDF) 근로

여야 한다. 현 정부는 특별체제의 분담금 의무납부

자들의 근로강도를 고려하여 일반근로자들이 속

기간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40년으로 연장하

해 있는 일반체제와 다른 특별체제를 두고 상대적

여 특별체제를 일반체제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

으로 짧은 분담금 납부기간을 포함한 여러 혜택들

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과

을 제공받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 특별체제를 단

FGAAC는 납부기간 연장시한을 2014년까지 늦추

<표 1> 프랑스퇴직연금제도
일반체제
민간기업

특별체제
공무원

SNCF

RATP

EDF/GDF

계산 대상

최고치 25년

마지막 6개월

월급+연말상여금

마지막 6개월

마지막 월급

납부기간

39.5년(2007)
40년(2008)
41년(2012)

39.5년(2007)
40년(2008)

37.5년

37.5년

37.5년

분담률

월급의
10.35~10.55%

7.85% +상여금의
일부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의 7.85%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의 7.85%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의 12%

퇴직가능연령

60세, 14세 근로를
시작한 경우, 56세

60세, 조건부 55세

50~55세

50~60세

50~60세

평균 퇴직연령

61.3세

57.6세

50.3세 (기관사)
55.1세 (그 외)

54.8세

55.4세

납부기간 부족에
따른 감산

10%, 5%(2013)

0.6%, 3%(2012)
5%(2013)

재조정

물가인상률

물가인상률

-

-

-

기업의 임금인상률

기업의 임금인상률

기업의 임금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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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퇴직가능연령에 대한 혜택을 보존하는 등 보다

�출처 1 : <르몽드>지, 2007년 10월 21일자,

완화된 개혁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CGT

‘Régimes spéciaux : M. Fillon ouvre le

는 퇴직연금체제는 단순히 분담금 납부기간뿐만

dialogue avec la CFDT,’http://www.

아니라 분담금 비율, 분담금 계산 대상, 연금인상률

lemonde.fr/web/article/0,1-0@2-

등에 의해 전반적으로 규정된 것인 만큼, 이 전반에

823448,36-969226,0.html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용 수상은

�출처 2 : <르몽드>지, 2007년 10월 18일자,

40년으로 납부기간을 단일화하는 것은 평등의 문

‘Face á une forte journée de mobil-

제이므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isation, le gouvernement réaffirme sa

자비에 베르트랑(Xavier Bertrand) 노동부 장관

détermination,’http://www.lemonde.

은 파업이 진행된 다음 주부터 노조대표들을 접견

fr/web/article/0,1-0@2-3224,36-

할 예정이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입장 변화가

968614,0.html

없다면 관련 노조들은 11월 중순에 새로운 파업을

�출처 3 : <르몽드>지, 2007년 10월 18일자,

벌일 예정이다. 더욱이 교사노조들과 공무원노조

‘Le gouvernement est confronté á sa

들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기한 공공부문 고용축

premiére épreuve sociale,’http://www.

소 반대와 구매력 향상을 요구하기 위해 11월 20

lemonde.fr/web/article/0,1-0@2-

일 파업을 예고했고, 프랑스항공(Air France)에서

823448,36-967814,0.html

도 인금인상을 위해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파업

�출처 4 : <르몽드>지, 2007년 9월 10일자,

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철도파업에 대한 여론은

‘Régimes spéciaux : comparaison des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간지 뤼마니테/CSA가 벌

conditions de départ á la retraite,’

인 여론조사에서는 54%, 피가로/BVA는 43%, 메

http://www.lemonde.fr/web/infog/0,47

트로/IFOP는 38%가 각각 파업에 동의하는 것으

-0@2-3224,54-953571@51-

로 나타났다.

9521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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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 개인사업주 배달원 근로자성 인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9월 27일 전국 노동국(우리나

셋째, 구속성이 인정된다. 영업소장이 배송량을

라의 노동청, 노동사무소에 해당)에 개인사업주 배

감안하여 매일 배송업무에 필요한 인원수를 정함과

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통달을 보냈다.

동시에 각 배달원의 출근일 출근시간에 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희망, 배송량 등을 감안하여 각기 정한다. 출

첫째,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으로 편지∙서류 등을

근일에는 업무시간 전까지 영업소에 출근하고 업무

배달하는 배달원은 사업주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

가 종료해도 영업소에 돌아가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

하고 있지만, 업무의 의뢰∙지시에 대한 승락의 자

다. 출근시간 등은 출근부로 관리된다. 화물 1건당

유가 사실상 없다. 실태를 보아도 업무의 의뢰 지시

배송 처리시간이 정해져 있다. 또한, 화물 배송 후 대

를 거부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기 장소가 정해져 있고 휴식시간도 휴대전화로 보고

둘째,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 배
달원은 채용 후 각 영업소에 배치되어 영업소장의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적∙공간적 구
속성이 인정된다.

지시에 따라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넷째, 계약상 업무의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고, 실

보면, 배달원은 매일 출근시 영업소장으로부터 교통

제로도 배송업무를 다른 배달원에게 위탁하는 등의

안전과 접객예절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듣고, 각자

노무제공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의 대기 장소에 이동하여 배송 지시가 있을 때
까지 기다린다. 배송 지시는 배달 장소, 배달 시간,

다섯째, 출근일 출근시간에 따라 보수가 가감되는
보수의 노무보상성이 인정된다.

배달처, 그리고 배송시의 주의사항 등이다. 또한, 배

여섯째, 근로자성을 보강하는 사실로써 독자의

달원은 휴대전화를 휴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호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겸업을 하기

데, 휴대전화로 대기 장소, 도착 시간 및 배송 관련

어렵다.

지시를 수신한 후 이동 개시시간, 화물 수집시간, 배

후생노동성은,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송 종료시간 등을 배차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

때, 배달원은 근로기준법 제9조의 근로자에 해당하

이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지시를 받고

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상시 사업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출처 : 후생노동성 통달 [기발제0927004호,

업무수행상 지휘감독이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2007년 9월 27일]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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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경험능력 평가를「경험능력평가기준」공표
후생노동성에서는 개정 고용대책법의 시행에 맞

프리터 등의 직무실태를 고려하여 검토

춰 아르바이트 등의 직업 경험에 의해 양성된 직업

경험능력(직무행동)의 선정 및 정리시에는 프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경험능력평가

터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업계의 관계자로

기준」
을 작성하여 공표할 방침이다. 10월 1일부터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각 업종 및 업계에 대한 기업

시행되는 개정 고용대책법은 사용자가“청소년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토한다. 이와 병행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모집

하여 헬로워크 등의 직원을 포함한 활용 검토회를

및 채용 방법의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조치

개최하는 등 구인 및 구직의 활용 및 촉진도 고려

를 강구함으로써 고용기회의 확보 등을 증진하기

하여 작성한다.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청소년의

직업경험의 축적에 따라 직무 행동을 단계적으로 배열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취업 등을 통해서 길러진 능

1) 일하고자 하는 의식을 형성하는 단계

력이나 경험에 대해서, 과거의 취업형태나 이직상

2) 대인관계 속에서 직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

황 등에 관계없이, 인물 본위에 의한 정당한 평가를
실시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실효
성을 높이고, 프리터 등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보를

요한 능력을 형성하는 단계
3) 직무 취득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형성하는 단계

도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등의 직업 경험에 의

④ 한층 더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형성하는 단계

해 양성된 직업능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청년층과

평가 시트 이외의 판정기준표를 작성

사용자 쌍방이 이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

구인 및 구직에 있어서 활용촉진을 도모할 수 있

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경험능력평가기

도록「경험능력평가기준」
에 추가적으로 각 이용자

준」
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활용 및 촉진을 도모할

의 요구에 따른 평가 시트를 작성함과 동시에 경험

방침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능력 정도를 진단하여 판정하기 쉽도록 판정기준

「경험능력평가기준」의 핵심

표를 작성한다.

아르바이트 등 직업 경험에 의해 양성된 직업능

이 같은「경험능력평가기준」
은 파트타임으로 일

력(이하‘경험능력’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하는 청년층과 구인기업,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직무행동을 선정하고 선정한

하는 기업, 그리고 헬로워크 등 여러 분야에서 활

직무행동을 사용자의 요구와 일반직무의 성과에

용이 가능하다.

연결되는 행동 특성의 관점을 고려∙정리하여「경

향후 전개방향

험능력평가기준」
으로 정리한다.

경험능력평가기준은 사용자와 청년층이 관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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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함

는 것으로 청년층이 직업경험을 경력 형성에 활용

과 동시에 활용 시트, 판정기준표, 작성 예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인 청년층과 사용자 등의 폭넓

방법(설명)을 게재하여 활용 촉진을 도모한다. 또

은 의견에 근거하여 개선 및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한 개정 고용대책법의 시행과 함께 사용자단체에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전용 주소를

활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헬로워크의 직업상담 등

설정하고, 청년층 및 사용자 등의 이용자의 의견을

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활용을 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모한다.

�출처 :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 2007년 9월 27일자,

이용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http://www.mhlw.go.jp/houdou/2007/09/

이러한 경험능력의 평가기준은 처음으로 시도되

h0927-3.html

일본 : 전국노동조합연합회 실태조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는‘생활 유지’
전국노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3일‘파트타임근

선택, 복수응답)로, 남녀 모두‘생활을 유지하기 위

로자,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일하는 비정

해’
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조합원과 조합미가입

규근로자의 실태’
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자 모두 남성이 약 80%, 여성이 약 60%를 차지하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정규근로자의 상당수가 생

였다. 한편,‘가계에 여유를 갖기 위해서’
라고 응

활 유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일할

답한 자의 비율은 여성이 약 30%, 남성은 15％ 정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또, 여성의 약 10%가 수입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고용형태로 일하는 이유(9항목에서 2개
까지 선택, 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여성조합원은

조사는 파트타임근로자나 임시근로자, 비상근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와‘가사, 육아,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실태를 조사할 목적

개호 등의 양립’
을 합쳐 33％ 정도였으며, 조합미

으로 2006년 9~10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직

가입자도 30% 정도로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내의 조합원과 조합미가입 비정규근로자 각각 1만

남성은‘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약

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약 1만 1,000명이 응답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였다. 응답자의 86.2％는 여성으로 조합원과 미
가입자의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11항목에서 2개까지

주당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장시간화가 진행되
고 있다. 일례로서 여성조합원의 근로시간을 전회
조사(2002년)와 비교해 보면, 주당근로시간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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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상’
(2002년 조사에 비해 18.8% 포인트 감

한편, 두 가지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도 많

소)과‘20시간 이상’
(2002년 조사에 비해 2.5%포

아, 여성의 경우 조합원의 8.6%, 조합미가입자의

인트 감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한 데에 비

10.3%가, 남성의 경우 조합원의 16.6%, 조합미가

해,‘30시간 이상’
(2002년 조사에 비해 3.8%포인

입자의 12.9%가‘두 가지 일에 종사하고 있다’
고

트 증가),‘35시간 이상’
(2002년 조사에 비해 6.8

응답하였다. 이처럼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가장

%포인트 증가),‘40시간 이상’
(2002년 조사에 비

큰 이유로 남녀 및 조합에 관계없이‘수입’
을 들고

해 5.5%포인트 증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조합미가입자

�출처 :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의 20%를 넘는 비율이‘40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

조사∙해석부 보도자료, http://www.jil.go.

하는 등 장시간 근로의 경향이 보다 현저하게 나타

jp/kokunai/mm/kumiai/20071019b.htm

났다.

일본 : 기업 약 9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확보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고연령자고용안정법」

고용확보조치의 내용별로 보면, 먼저 정년의 폐

에 의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3개 조치 중 하나를

지가 2.1%, 정년의 연장이 12.1%, 그리고 계속고

선택해야 한다. 첫째, 60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용제도의 도입이 85.8%로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할 것. 둘째, 정년을 폐지할 것. 셋째, 노사협정이나

은 60세로 그대로 두고 60세 이후의 고용확보조치

취업규칙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를 취하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어

것이 그것이다.

떠한 형태로 그것을 도입하였는지 보면, 희망자 전

후생노동성이 종업원 51인 이상인 88,166개 기

원에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38.8%였

업을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상기의 조치 중 하나

고, 계속고용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의 기준을 설정

이상 취한 기업은 81,724개사(92.7%)로 대부분의

한 기업은 61.2%였는데, 그 중 노사협정으로 기준

기업이 고용확보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을 설정한 기업은 42.3%, 취업규칙으로 설정한 기

업규모별로 보면, 51~100인 90.2%, 101~300인

업은 18.9%였다.

93.8%, 301~500인 97.7%, 그리고 1001인 이상이

더 나아가 70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취한 기업

98.8%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확보조치의 실시

도 전체의 11.9%에 달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

율이 높게 나타났다.

면, 정년의 폐지가 1.9%, 70세 이상 정년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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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전원 계속고용조치 2.1%, 기준 해당자에

후 고연령자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해 계속고용조치가 7.8%였다. 70세까지의 고용

후생노동성은 이상과 같은 실태를 토대로 고용

확보조치를 도입한 기업은 301인 이상의 대기업

확보조치 미실시 기업에 대한 지도를 실시함과 동

(7.4%)보다 51~300인 이하의 중소기업(12.7%)이

시에‘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이 될 수 있도

더 높았다.

록 보급∙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정년연장을 유도

고연령자의 고용비율 증가를 법 시행 이전의
2005(100)년과 비교하면, 2007년의 경우 60~64세
연령층에서는 126.9, 65세 이상은 146.8로 법 시행

하기 위해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http://www.mhlw.
go.jp/houdou/2007/10/h1019-1.html

중국 : 높은 GDP 성장이 왜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가?
취업촉진은 세계 최대의 인구 및 노동력을 가진

한 사회의 근본 목적은 경제성장이 아닌, 그 사

중국의 가장 긴급한 임무 중의 하나이며, 조화 사

회의 진보와 발전이다.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회 건설 과정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중

위해, 중국 정부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을 동일

국 정부는 2002년부터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

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하고 있으며, 마침내 지난 8월 30일‘취업촉진법

취업촉진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새로 반포된 취

(

)’
이라는 법률상의‘명분’
을 얻어, 취

업촉진법은 경제사회의 발전은 취업촉진과 긴밀

업촉진과 실업 해결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

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었다.

있다. 국가산업정책의 제정, 경제구조의 조정, 지

최근 중국의 GDP는 시종일관 높은 증가 추세를

역경제의 발전, 투자와 중요건설사업, 대외교류합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경제의 고속성장은 취

작 등은 모두 취업촉진 및 고용확대와 상호조화를

업기회 증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이루어야 한다.

가 충분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취업의 질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법률로서, 취업촉진

또한 높지 않은 등의 문제가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법은 각급 정부가 취업촉진 과정에서 마땅히 져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취업촉진법 제1조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 체계를 확

는“취업을 촉진하고, 경제발전과 고용확대 사이

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무원은 전국취업

의 조정을 촉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

촉진사업의 조정기제를 확립하고, 취업관련 사업

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고 밝히고 있다.

중의 중요 문제들을 연구하며, 전국취업촉진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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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추진하도록 한다. 국무원 노동행정부문은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취업촉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지

취업촉진법은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수

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취업촉진사업

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 요구에 따라, 취업촉진사업 조정기제를 확립하

본법은 통일되고 규범적인 인력자원시장의 체계

고, 각 행정구역 취업관련 사업 진행 중의 문제들을

를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조절 및 해결토록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는 마땅히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경쟁이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취업

존재하는 인력자원시장을 완비하고, 정보공개제도

촉진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공동의 노

를 완비하여 근로자들의 취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

력으로,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취업촉

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공공취업안

진법이 취업촉진정책의 실행에 기여하고, 취업경로

내체계를 설립하고 꾸준히 보완하며, 근로자들을

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위해 무료로 취업정책법규 자문을 제공하고, 직업

취업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근로자

지도와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경비 등

가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시장이 취업을 조

은 모두 동급 재정예산에서 처리된다. 국가는 본

절하며, 정부가 취업을 촉진”
한다는 방침을 유지

법에 근거하여,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책임은 바로 취업을 촉진하

직업기능을 향상시키며, 취업과 창업능력을 강화

는 데에 있다. 취업촉진법은 취업촉진에 도움이 되

시키는 등,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는 금융정책, 신용대출정책, 세금우대정책 및 재정

체계를 건립하도록 한다. 기업은 마땅히 규정에 따

정책 등을 제정하여, 취업촉진정책을 뒷받침하는

라 직원의 교육비용을 보장받고, 근로자들에 교육

체계를 확립했다. 본법은 각급 정부의 재정예산 중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취업관련 전문 항목을 만들어 취업촉진사업을 추

공평한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촉진법은 도

진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각 기업이 법률

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취업정책을 실행하도록 규정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이나 경영확대

하고 있다. 도시의 신생노동력과 농촌의 잉여노동

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격려하고, 국가가 국내

력 및 실업인구의 취업에 관한 총괄 정책을 진행하

외 무역과 국제경제합작을 발전시켜 취업 통로를

도록 한다. 본법은 공평한 취업제도와 빈곤계층의

확대하며, 국가가 취업촉진에 도움이 되는 재정정

취업보조제도 등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책을 실행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환경을 개선

법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취업촉진법은 각지의 상

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국가가 기업이 일자리를 늘

황에 알맞은 감독감찰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리고 실업자를 보조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격

다. 취업촉진법은 정부가 기존에 실시한 각종 취업

려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세금우대의 혜택

촉진조치들을 법률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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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업촉진사업 방면에서 정부의 중요 임무를

9월 12일자,‘GDP高

한층 강화하고 있다. 머지 않아 취업촉진법은 중국

多

의 고용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article/html/2007-9-12/2007912-

�출처 : <

94335.htm

>, <

界>，2007년

更

机 ’
, http://www.laboroot.com/

중국 : 여성 부적절업종 명확히 입법화할 예정
취업촉진법에 상응하는 관련 법규 준비, 공평한

에 적절하지 못한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보장 등 관련 조항 세분화

잠수직이나 광산, 유정, 고공상의 일부 업종을 들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취업촉진법

수 있다. 만일 여성에 부적절한 업종을 명시해 놓

을 기준으로, 새로운 관련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

는다면, 그 외 기타 직종에서는 반드시 여성의 지

며, 공평취업보장 등과 관련한 모든 원칙성 법률들

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화된 법규들이

에서“어떤 업종들이 여성들에게 부적절한지”등

실제로 자리잡혀야 한다.”

에 관한 실무적 조항들이 세분화하여, 중국의 현행

짱 부부장은 이어 취업촉진법의 실행 후 집행에

법률법규를 수정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일

9일 노동사회보장부 짱시아오찌엔(

建) 부부장

명백한 고용차별과 취업촉진법의 상관 규정에 위

은 중국정부 인터넷상의 인터뷰에서 취업촉진법

배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른 처리와 처벌

및 실시준비작업과 관련한 상황을 소개하며 이와

이 진행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같이 말했다.

수 있고, 중재해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

짱시아오찌엔 부부장은 사용자가 관련 법률법규

에 기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차별행위가 근로자

중 공평취업 규정을 제대로 실행하도록 홍보와 감

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법규와 관련 제도들을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개선하여, 취업촉진법의 관련 규정에 상응하는 새

한편, 이 소식은 네티즌 사이에서 여성보호와 성

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법률상의 원칙성 규정을 구

차별이라는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중

체화하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

국의 노동법에서는 이미 여성과 미성년자를 위한

다고 주장했다.“일부 기업들은 직원 모집시, 해당

특별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며, 여성이 종사하기에

직책은 여성이 고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

부적절한 6개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0년

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형태의 업종들이 여성

반포한‘여성근로자금기노동범위의 규정(女 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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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忌

)’
에서 여성근로자의 월경기,

임신기 및 수유기에 금기해야 할 근로의 범위를 각
�출처 1 : <인력자원신문중심>, 2007년 10월 10일
女

�출처 2 : <인력자원신문중심>, 2007년 10월 12일,
“

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适

asp?articleid=132955

”

”http://

” 女

适

”

”

http://www.chinahrd.net/hr_law/tl_cont
ent.asp?articleid=133080

www.chinahrd.net/hr_law/tl_content.

중국 :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 대학생의 주동적 공회 참여 환영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위원, 중화전국

고 조직률이 50%이르고 있다. 월마트의 공회 조직

)은

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킴은 물론, 중국

국내외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현재 10만 이상의 외

내 다른 외자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까르

국인투자기업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기업에 공회

푸, 폭스콘(Foxconn), 로터스(Lotus) 등 관련 기업

(노조:역자주)가 조직되어 있다고 밝혔다. 쏜츈란

에도 공회가 조직되고 있다.“월마트는 세계 어느

부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국가에서도 공회를 조직할 수 없는 아주 고집 센

이미 공회가 조직된 곳이 5만 1천여 개(전체의

기업이었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공회가 조직되어

65.7%)에 이르며, 4만 5천여 개(전체의 61.1%)의

있고, 월마트와 공회의 협력도 아주 잘 이루어지고

타이완, 홍콩, 마카오 기업에 공회가 조직되었다.

있으며, 쌍방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

총공회 부주석, 서기처 제일서기 쏜츈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가에 따라, 외자기업에 취

에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

업하는 근로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근

하고 있다”
고 쏜 부부장은 밝히고,“특히 월마트와

로자 권익보호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고

같은 이러한 소매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적극성을

쏜츈란 부부장은 지적하고, 중화전국총공회는 외

개발하고 드높이는 데 성공하는 경우 기업의 효과

자기업에 공회를 건설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

와 수익도 촉발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win-

으며, 특히 재중 다국적기업에 공회를 건설하는 데

win)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중 외자기업에 공회를 건설하는 방식 또한 나

쏜 부부장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에 84개 분점을

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쏜츈란 부부장은 이전에는

두고 있는 월마트의 경우, 이미 77개 분점에 공회

주로 외자기업의 사장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

가 조직되어 있으며, 노조원이 2만 1,000명에 달하

회를 조직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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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 근로자들에게 공회 참여의 의의를 홍보하

또한 쏜츈란 부부장은 후베이성(

) 공회의 적

고 근로자 스스로 공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

극적 활동 아래 스옌(

우가 더 많다고 소개했다. 또한,“공회 조직이 지속

분점에 공회가 조직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

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적하고,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KFC 분점에 공회

공회가 자신의‘가정’
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함으

를 조직한 경우이며, 후베이 윈양(

로써,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향 친구를 찾

대학의 두 학생이 각각 주석과 부주석으로 당선되

던 근로자들이 현재는 공회를 찾고 있다”
고 말했다.

었다고 소개했다. 쏜 부부장은 노동사회보장부와

또한 쏜츈란 부부장은 중화전국총공회는 현재

교육부 모두 대학생의 노동권익에 관한 규정을 발

농민공과 비전일제 근로자들, 예를 들면 대학생의

표했으며, 맥도널드와 KFC에서 발생한 대학생 파

경우도 공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활동 중이라고 밝

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사건 이후, 공회가 대학생의

혔다.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고, 대학생들

쏜 부부장의 소개에 의하면, 농민공의 경우 2007

)시 KFC 리여유옌(

)

) 의학

의 주동적 공회 참여가 요구되며, 이들의 공회 참

년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6,197만 명의 농민공이

여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조직되어 전체 농민공의 51.6%가 공회에 참여하

�출처 1 : 중화전국총공회, 2007년 10월 19일자,

고 있다. 농민공들은 분산되어 있으며, 유동성이

“

매우 커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단위 공회, 시
장공회, 주거지별 공회, 거리별 공회, 지역커뮤니
티 공회, 지게꾼 공회(우한시 한정가(

街)

의 15명의 농민공이 공회 조직) 및 업종공회의 연

：

加 工

,”http://news.acftu.org/template/
10001/file.jsp?cid=11&aid=14875
�출처 2 : 중화전국총공회, 2007년 10월 19일자,
“

工 加工 ,”http://

합회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농민공들이 공회에

news.acftu.org/template/10001/file.jsp?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급 공회가 농민공의

cid=11&aid=14876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체불
임금 지급과 불평등한 근로계약 체결 행위 해결에

�출처 3 : 중화전국총공회, 2007년 9월 21일자,
“

高

,”http://

도 앞장을 서고 있으며, 현재는 농민공들의 사회보

news.acftu.org/template/10001/file.jsp?

장제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2007년 7월말까

cid=11&aid=14532

지 산업재해와 의료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의 수가
각각 3,207만 명과 2,733만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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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 GM, 37년 만의 전국적인 파업과 노사협상 타결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인 GM의 근

하는 노사협약안에 합의했다.

로자들이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던 9월 24일로부

이번 노사협약안을 통해 사용자는 그 동안 회사

터 정확히 이틀 만인 26일 노사는 단체협상을 타결

에서 부담하던 퇴직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부담

했다.

을 건강보험펀드에서 떠안기로 함에 따라 의료비

GM의 사용자측은 1970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합의안에서 비

으로 전국 규모의 파업이 일어났고 파업에 참가한

록 사용자는 350억 달러(한화 약 32조 985억 원)를

인원도 무려 7만 3,000 명에 이른 것에, 노동조합

일시에 출연하여‘건강보험펀드’
를 설립해야 하지

은 캐나다공장 일부 폐쇄 등 예상치 못한 사용자측

만, 이후 설립된 펀드는 노조가 운영하면서 그 곳

의 격렬한 대응과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의 수익금으로 34만 명에 달하는 퇴직자와 가족들

GM의 판매 부진에 각각 부담을 느껴 서로의 주장

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

을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조속한 타협을 이끌어낸

지 510억 달러(한화 약 46조 7,7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퇴직자 의료비 부담을 해왔던 GM으로서는 엄청난

이번 파업은 GM이 속해 있는 전미자동차노조

수준의 비용감소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United Automobile Workers : UAW)와 GM의 사

반면 전미자동차노조는‘건강보험펀드’
의 설립

용자가 기존 4년간의 협약이 만료된 지난 14일 이

에 동의하는 대신 GM의 조합원들에 대한‘고용보

후부터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왔지만

장’
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GM

끝내 타결점을 찾지 못해 발생하였다. 파업의 주된

의 사용자가 작년부터 근로자 의료비용에 대한 상

원인은 퇴직자와 가족들에 대한 건강보험펀드

당한 수준의 회사 부담률을 현재 자동차업계의 유

(Voluntary Employee Beneficiary Association :

연성과 일본계 자동차와의 경쟁력을 크게 해치는

VEBA)의 설립과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

주요인으로 꼽으면서 올해 단체협상을 통해 반드

한‘고용보장’문제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 차이였

시 이들의 축소를 얻어낼 것이라고 공언하는 동시

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6일 GM의 사용

에, 미국에서만 3만 4,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였

자와 전미자동차노조는‘건강보험펀드’
를 신설하

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소형 모델의 경우 멕시코

되, 많은 수의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골자로

로 생산지를 이동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등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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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여 왔기 때

‘Accord on One Key Issue Is Reported

문이다.

in G.M. Talks,’http://www.nytimes.

결론적으로 GM 사용자의 판정승으로 평가받는

com/2007/09/22/business/22auto.html

최근의 분위기 속에서, 전미자동차노조와 GM 간

�출처 2 : <뉴욕타임스>, 2007년 9월 27일자,

의 단체협약 내용이 조만간 시작될 포드와 크라이

‘EDITORIAL : GM Steps Back From

슬러의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

the Brink,’http://www.nytimes.com/

이 집중되고 있다.

2007/09/27/opinion/26wed1-sub.html

�출처 1 : <뉴욕타임스>, 2007년 9월 21일자,

미국 : 뉴욕 주,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이 강화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근심 없이

되고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에 제한을 두는 주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민자 단체들은 기

생기는 등 반이민 정서가 미국 내 전역으로 확산되

대하고 있다.

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불법체류자의 운전면

반면, 반이민 시민단체들은 불법이민자들이 운

허 취득을 허가하는 정책이 발표되어 관심이 모아

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이번 정책

지고 있다.

이 뉴욕주를 불법이민자들의 소굴로 만들 것이라

지난 9월 21일 뉴욕 주는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

며 격렬하게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을 발표했는데, 과거 운전면허 취득시 반드시 필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테네시 주에서 불법체류자

했던‘사회보장번호 조회’
를‘여권 확인’
만으로

의 면허증 발급을 중단하였으며, 유타 주와 메릴랜

대체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이

드 주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뉴욕

경우에도 여권은 비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유

주 외에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곳은 워싱턴,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미시건, 메

달려 있기는 하지만, 당장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 하와이 등 7개 주에 불과한 상황이다.

뉴욕주 내 불법체류자들의 상당수가 올해 12월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뉴욕 주

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새로 운전면허를 취

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아니면

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운송, 청과, 식료품점,

오히려 다른 주의 불법체류자들이 뉴욕 주에서 운

세탁, 네일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업종에서 주로

전면허를 취득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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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아지고 있다.

C0A9619C8B63

�출처 1 : <뉴욕타임즈>, 2007년 9월 22일자,

�출처 2 : <뉴욕타임즈>, 2007년 9월 22일자,

‘Spitzer Grants Illegal Immigrants

‘EDITORIAL ; New York’
s Im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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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er Access to Driver’
s Licenses,’

Drivers,’http://query.nytimes.com/gst/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ht

fullpage.html?res=9404E6D81E3AF93

ml?res=990DE4D7103AF931A1575A

1A1575AC0A9619C8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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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독자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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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 팩스나 이메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Fax : 02-78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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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의견은 앞으로 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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